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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한국어 부사어 연구

김 혜 영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의 부사어의 유형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한국어 부사어의 체계를 밝히고 각 유형의 특성과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사어는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 훨씬 다양한 구성과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먼저 부사어를 정의하고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의에서는 부사어를 ‘문장 안에서 체언 및 체언 상당어구 외의 
다른 요소를 꾸미는 말’로 정의하고, 필수성을 가지는 부사어들과 접속절로 주로 다
루어진 절들을 모두 부사어의 범주에 포함한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된 부사어들은 
구성, 의미기능, 수식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몇 가지로 유형 분류한다.    
  부사어를 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조사구, 체언, 체언
구, 명사절로 나눌 수 있다. 부사는 품사가 부사인 단일 어휘로 구성된 것인데 체언
을 수식하는 부사는 제외된다. 구성은 단순하나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구어에서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한 부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
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논문 텍스트보다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정도 부사와 
부정 부사, 그리고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사구의 
경우는 크게 ‘수식 부사어+피수식 부사’ 구성과 ‘보충어+부사’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사구 부사어를 구성할 수 있는 부사의 종류와 의미는 한정적이며 쓰임 
역시 비교적 제한적이다. 부사절 부사어는 기존의 한국어 문법 논의에서 종속접속절
이나 대등접속절로 보았던 절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미기능을 담당한
다. 부사절 중에는 생략 부사어나 문법적 연어들도 있으며 일부 부사절은 문장 접속
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부사절 부사어는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크며 특히 논문 텍스트보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의성을 가지는 부사형어미가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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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각각 문어에서만 선호되는 어미와 구어
에서만 선호되는 어미가 고빈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는 한국어 
부사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빈도가 높다. 적은 수의 부사격조사가 반복
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논문 텍스트에서 더욱 두드러진
다. 체언 부사어는 대부분 문맥에 의해서 유추가 가능한 부사격조사가 생략된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부사격조사가 쉽게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이 때문에 
체언 부사어는 그 빈도가 높지 않다. 체언구 부사어는 그 형태가 비교적 다양하고 
빈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관형절
이 체언을 수식하는 형태의 체언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한편, 명사절 부사어는 텍
스트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사어의 의미기능은 크게 상황 표시 기능과 입장 표시 기능, 그리고 접
속 기능으로 나누어지며, 상황 표시 기능의 부사어는 다시 크게 공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 정도 부사어, 방식 부사어, 논리적 관계 부사어, 바탕 부사어, 부정 부사어
로, 입장 표시 기능의 부사어는 양태 부사어, 영역 부사어, 양식 부사어로 나뉜다. 
또한 각각의 부사어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다양한 하위 의미를 가진다. 한
편, 접속 기능은 상황 표시 기능이나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가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와 관련이 있는 ‘상황’ 또는 ‘입장’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선행
하는 문맥에 제시되어 있음을 표시할 때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기능인데, 접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사어로는 시간 부사어, 논리적 관계 부사어, 바탕 부사어, 
양태 부사어, 양식 부사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어는 수식 범위에 따라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크게 나누
어지며 둘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때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문장 부사
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문장 부사어의 위치 변화는 부사어 외의 
다른 성분이 이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장 부사어는 기존 논의에서 양태 부사
어와 접속 부사어로 나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양식 부사어, 영역 부사어, 
시간 부사어 등 다양한 부사어들이 문장 부사어로 쓰일 수 있으며,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 역시 다양한 기제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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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의 부사어 유형을 구성, 의미기능, 수식 범위와 같은 기준
에 따라 나누어 한국어 부사어의 체계를 보이고 각 유형의 특성과 사용 양상을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부사어는 다른 문장 성분들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사어
는 문장 내의 다른 대상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관형어와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지만 
수식 대상이 비교적 제한적인 관형어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대상을 수식한다. 때로
는 문장 전체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문장들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등 다른 문장 성
분은 가지지 않는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사어는 필수 
성분들처럼 문장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부사어는 문장에 다양한 의미를 더하여 한국어의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부사어는 구성과 의미도 매우 다양하다. 부사어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은 부
사라고 할 수 있으나, 부사는 부사어와 그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며 부사가 아닌 부
사어도 있고, 부사어가 아닌 부사도 존재한다. 부사 외에도 부사구, 부사절 등과 같
은 부사어들이 쓰이며, 체언, 체언구, 체언절이나 부사격조사구가 부사어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부사어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여 적게는 수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로 분
류되기도 한다. 의미 부류 중에는 특정한 구성의 부사어를 선호하는 부류도 있으며, 
부사가 가장 대표적인 부사어의 형태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 부류는 부사의 형태로
는 거의 안 나타나기도 한다. 부사어는 문장 내 위치도 다른 문장 성분들에 비해 자
유로운 편이다.
  한편, 부사어는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그 사용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문
장 성분이기도 하다.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필수 성분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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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드시 쓰여야 하는 문장 성분인 반면 부사어와 같은 문장 성분은 일반적으로 
필수 성분이 아니므로 문장에서 부사어를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사어는 텍스트 유형, 텍
스트 전달 매체, 발화자의 특성 등에 따라 다채로운 사용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특성과 기능, 구성, 의미를 가지고 텍스트에서 다채로운 사
용 양상을 보이는 부사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부
사어 전체를 대상으로 그 체계를 밝히거나 특성을 면 하게 분석한 논의는 그 수가 
적다. 부사어 중 특정 품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사어 전
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의에서도 대부분 실제 논의는 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부사어 전체의 체계와 특성을 분명하게 보이지 못하였다. 
  부사어 연구에서 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부사어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부사어가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 훨씬 다양한 구성과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오
히려 부사어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텍스트에서 구별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다. 부사어는 특정한 품사나 구성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코퍼스의 기계
적 처리를 통해 부사어의 용례를 정확하게 구별해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
라서 부사어 연구는 부사어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
사만을 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부사어의 사용 양상 차이
와 같은 연구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한국어 부사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한국어 부사어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용례
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부사어의 유형을 구성과 의미기능, 수식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부류의 특성과 사용 양상을 살필 것이다. 또한 각 부류의 특성이나 사
용 양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계량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본 논의는 한국어 부사어 전체를 아우르는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부사어의 유형
별 특징과 사용 양상을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부사어에 대한 총체적인 이
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부사어의 실제 용례들을 바탕으로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살핌으로써 한국어 부사어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세 한 이
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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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부사어의 사용이 텍스트 
유형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1.2.1. 부사어를 종합적으로 다룬 논의 

  한국어에서 부사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이른 시기의 문법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찍부터 한국어 문법서에는 문장 성분 중 하나로서 부사어에 대한 언급이 등
장하였다. 

  (1) 가. 어찌꾸밈말(副詞的修飾語) 또는 어찌말(副詞語)이란 것은 풀이씨로 된 월의 조
각의 뜻을 여러 가지고 가늘게, 똑똑하게 하기 爲하여 그 우에다가 어떠한 말
을 더하는 것을 이름이니라.   (최현배(1937), 《우리말본》, 1010)

 나. 위와 같이 임자말이나 풀이말 위에서 그 뜻을 가늘게 꾸미는 조각이 있나니, 
이따위를 꾸밈말(修飾語)이라 하며, 흔히 임자말을 꾸미는 말을 어떤말(冠形語)
이라 하고, 흔히 풀이말을 꾸미는 말을 어찌말(副詞語)이라 하느니라. 
                                      (장하일(1947), 《중등새말본》, 2)

 다. 임자말과 풀이말을 꾸미는 말들이 있을 때에 특히 그것들을 “꾸밈말”(수식어)
이라고 한다. 그리고 꾸밈말 중에 이름씨를 꾸미는 것은 “매김말”(관형어)이라 
하고, 움직씨 그림씨 들을 꾸미는 것은 “어찌말”(부사어)이라 한다.
    (4) 어찌말 되는 방식
       어찌씨(그대로) : 진달래가 잘 핀다.
       이름씨+어찌토: 진달래가 봄에 핀다.
       움직씨의 어찌꼴: 진달래가 휘늘어져 핀다.
       그림씨의 어찌꼴: 진달래가 아름답게 핀다.   
                                (정인승(1956), 《표준중등말본》, 77-79)

위의 예는 비교적 이른 시기 출간된 한국어 문법서의 부사어에 대한 기술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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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처럼 부사어에 대한 인식은 한국어 문법에 대한 연구 초기부터 존재하였
으나, 대부분의 기술은 문장 성분의 하나로서 부사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예를 제
시하는 수준에 머물 다. 이후에도 한국어 문법에서 부사어에 대한 기술은 점점 더 
상세해졌으나, 부사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찰보다는 품사로서의 부사나 
일부 부사절이 먼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한국어 부사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룬 논의
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경훈(1996ㄴ), 서정수(1994/2013), 한주희
(2014), 김태인(2016) 등이 있다. 
  김경훈(1996ㄴ)은 현대 한국어 부사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
한 논의로, 통사적, 의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텍스트 차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
다. 부사어의 통사론적 구성, 의미론적 분류, 공기 관계, 수식 범위, 호응, 텍스트 형
성에 기여하는 방식 등 한국어 부사어의 전반적인 체계와 특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부사어 전체를 의미론적으로 분류하여 그 체계를 보이고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다섯 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별도의 장을 두어 텍스트 내에서 
부사어가 가지는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부사어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만, 실제 부사어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논의가 부사의 용례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텍스트 차원에서의 분석이 텍스트 내에서 부사어의 전반적인 
사용 양상을 분석하거나 텍스트 유형에 따른 부사어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서정수(1994/2013)는 본래 국어 문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문법서
인데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부사어 전반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부사어
의 형태 및 성분 구조, 구문론적 관계,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부사어의 유형을 세분
하고 각각의 특성을 기술하였는데, 유형 분류가 매우 자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사어의 위치, 반복, 필수성, 제약성 등과 같은 부사어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상세
하게 논의를 전개하였다. 부사어의 유형 분류나 부사어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상세하여 한국어 부사어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시도한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의미 
분류 등에서 일부 부류가 제외되는 등 체계상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주희(2014)는 부사어 분석에 사건 구조 의미론과 기능적 핵어론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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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사어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부사어를 사건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기능적 부사어와 내용적 부사어로 구분하였는데, 부사어에 사건성이 
없으면 기능적 부사어, 사건성이 있으면 내용적 부사어가 된다. 이때 사건성은 어휘
상적 특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별되는데, 기능적 부사어는 어휘상적 특성이 없으므
로 문장에서 어휘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서술어와의 공기 제약을 가지지 않는 대신 
기능 범주의 기능 요소인 양태, 시제, 상을 나타내는 문법 형식과 공기 제약이 발생
한다. 내용적 부사어는 이러한 공기 제약이 없다. 이 논의는 사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부사어를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부사어가 
가지는 통사구조와 사건구조를 기술하였다. 
  김태인(2016)은 문장의 의미 범주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사어를 분류하였
다. 이 논의에 따르면 문장의 의미 범주는 사건, 명제, 사실, 화행 등으로 나뉘며, 
부사어는 각각의 의미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아 그것을 수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장 부사어는 화행부사어, 평가부사어, 양태부사어, 시위치 부사어, 공간 위치 부사
어로 세분되고, 성분 부사어는 방식부사어, 결과부사어, 지속부사어, 완결부사어, 빈
도부사어로 세분된다. 이 논의는 문장의 의미 범주라는 의미론적인 기준을 부사어의 
분류 기준으로 삼아 부사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하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통사론과 의미론을 넘나드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하여 한국어 부사어는 
그 체계가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며, 부사어 전체를 총망라하는 유형 분류도 가
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각 논의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부사어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나 연구에 따라서는 체계
에서 배제된 부사어들도 존재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부사
어의 사용 양상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은 잘 시도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게 된 논의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Biber et 
al.(1999)의 논의이다. 이 논의는 영어 문법 전반에 대한 기술과 각 문법 요소에 대
한 코퍼스 분석을 시도한 방대한 양의 연구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부사어
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의에서는 부사어를 기능에 따라 세 부류로 분
류하고 이를 다시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하위 부류로 나눈 뒤, 각각의 분류에 대한 
정의와 특성 기술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상적인 것은 서로 다른 네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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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유형으로 구성된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부사어의 각 부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코퍼스 내에서 부사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유형별 빈도 분
석, 고빈도 어형 분석 등을 통하여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각각의 텍스트 유형에서 부
사어 각 유형의 쓰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부사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1.2.2. 부사어 중 일부를 다룬 논의

  부사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부사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부사어 중 일부 대상들을 다루는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전
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사어 전체보다는 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
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부사어에 속하는 대상들의 범위가 넓고 하위 부류들이 
다양한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양도 방대하므로 여기에서 이러한 연구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사어에 속하는 대상들에 대한 
연구를 몇 가지로 나누어 대략적인 연구 경향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선 부사 전반이나 부사구, 부사절 등과 같이 부사어 중 일부 구성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로는 서상규(1984ㄴ), 남기심(1985), 유현경(1986, 1994, 
2002, 2011), 김순애(1989), 장승우(1992), 임유종(1999), 김영희(2004), 강미숙
(2007), 이윤하(2007), 송지원(2008), 한길(2012, 2013), 김건희(2014), 손남익
(2016), 문숙영(2018ㄴ)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부사 전체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부사, 부사구, 부사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사의 형태, 의미, 수식 대상이나 유형 
분류, 보충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구들의 특성, 부사절의 범위와 유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부사의 수식 범위에 대한 연구로는 이환묵(1976), 박선자(1983), 강기
진(1987), 김선효(2005), 신서인(2011, 2014), 김현아(2016)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부사의 수식 범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부사의 수식 범위에 따라 부
사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장 부사’라고 불리는 
부사어의 특성과 하위 범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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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부사(어)에 대한 코퍼스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박병선(2002), 신지연
(2002ㄴ)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부사를 중심으로 하여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
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퍼스의 유형에 따라 부사의 빈도나 사용되는 부
사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부사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사어 전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품사로서의 부사에 대한 연구, 부사구, 부사절이나 개별 어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
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사어 전반에 대한 논의를 표방하는 경우에도 
실제 논의는 부사의 예를 가지고 진행되거나 논의의 주요 대상이 부사로 한정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코퍼스를 기반으로 텍스트에서 실제로 사용된 용례를 다루
고 부사어 전반의 사용 양상을 검토하는 논의는 매우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연구 업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이전의 
논의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사어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실
제 텍스트에서 사용된 부사어 용례를 중심으로 하여 부사어에 대한 유형 분류 및 
체계 제시와 함께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모든 논의는 코퍼스에
서 추출한 부사어의 용례를 바탕으로 하되 한국어 부사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부사어의 유형을 분류하고 전체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더불
어서 부사어의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Biber et al.(1999)과 유사한 
방식으로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의 부사
어가 가지는 특성은 한국어 부사어의 특성과 달라서 모든 분석 방식을 직접적으로 
한국어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에서 부사
어의 사용 양상을 기술하고 성격이 분명하게 다른 텍스트 유형들을 선정하여 텍스
트 유형에 따른 부사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은 본 논의에서도 유사하
게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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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논의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대 한국어의 부사어이다. 따라서 
본 논의의 연구 대상은 부사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부사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
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
정이나 여기에서는 간단히 연구 대상의 범위를 설명하기로 한다.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용언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처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를 부사어가 아닌 보어로 분류하고 수의적인 부사어와 다른 성분으
로 분석하기도 하나 본 논의에서는 필수적인 부사어 역시 부사어의 일종으로 분류
하였다. 더불어서 관점에 따라 접속절로 분류되었던 절들도 본 논의에서는 부사어라
고 보고 이들을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즉, 종속접속절과 대등접속절로 흔
히 분류되었던 절들 역시 본 논의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절들을 구성하는 
‘-고, -(으)나, -아/어서, -(으)니’ 등과 같은 어미들은 부사형 어미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논의의 연구 대상에는 필수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사어가 다 포함되
며 흔히 접속절로 분류되는 대상들 역시 종속접속절인지 대등접속절인지와 상관없
이 모두 부사절로서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보조용언 구성의 본용언절의 경우
는 그 특성이 다른 부사절과 다르고 특히 다른 부사절들과 같이 본용언절이 보조용
언을 수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을 부사어의 영역에 포함하게 된 이론적인 근거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나, 이론적인 타당성 외에도 이처럼 연구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면 부사어에 포
함될 수 있는 대상들 전체의 특성과 사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는 점에서 실용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한국어 부사어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의에
서는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로 구성된 소규모의 코퍼스를 구성하고 여기에
서 부사어의 용례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사어의 다양한 용
례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코퍼스의 크기가 크고 코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의 
유형이 다양하도록 코퍼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1.1.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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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소설 뉴스 학술논문
모드 구어 문어

(+기록된 발화) 문어 문어
상호작용성과 
온라인 생산 Y (허구적 발화에 

제한됨) N N
공유된 

직접적인 상황 Y N N N
주요 의사소통 

목적/내용
개인적 

의사소통 유희적 독서 정보전달/평가 정보전달/논증
/설명

청자 개인 대중
(wide-public) 대중 전문가

(specialist)
방언 영역 현지적

(local)
전체적

(global)
지역적(regional)

/국가적 전체적

<표 1> Biber et al.(1999)에서 제시한 대화, 소설, 뉴스, 학술논문의 특성

급한 바와 같이 코퍼스에서 부사어의 용례를 추출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진행하기에
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자의 판단과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연구
의 진행을 돕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코퍼스를 구성하는 텍스트 유형을 선택하고 코
퍼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코퍼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영어를 대상으로 문법적인 요소들의 사
용역 분포를 분석한 Biber et al.(1999)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Biber et al.(1999)에
서는 문법적인 요소들의 사용역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화, 소설, 뉴스, 학술논
문, 이렇게 네 가지의 사용역을 선정하여 코퍼스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이 언어적 다
양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간에 충분히 달라서 변이의 넓은 영역을 보여준다고 보았
다. Biber et al.(1999)에서 제시한 대화, 소설, 뉴스, 학술논문의 특성은 아래와 같
다. 

  본 논의에서는 Biber et al.(1999)의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대화, 소설, 뉴스, 
학술논문 중에서 부사어의 용례를 풍부히 얻을 수 있으면서 텍스트 유형에 따른 차
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대화는 나머지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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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1) 저자 제목 발간년도 어절 수
인문학 이기갑 한국어의 고쳐 말하기(Repair)와 격 중출 

구문 2014 5117

사회과학 박성복 
외 1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중심으로
2014 4902

자연과학 김나원 
외 2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에 기초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 및 2014 4260

<표 2> 논문 코퍼스 구성 자료 

트 유형과 달리 구어로 이루어졌다는 두드러진 특성을 가지므로 일상대화 텍스트를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와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텍스
트 유형에 따른 부사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어 텍스트
로 논문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이 두 텍스트 유형은 구어성과 문어성, 비격식성과 
격식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므로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사어의 사
용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 모두 가장 최근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
이 가장 최신의 한국어를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대화의 경우 그것을 녹음하고 전사하여 코퍼스의 형태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
려운 일이기 때문에 코퍼스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논의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 
본 논의에서는 대화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피하였다. 최근의 대화를 전사한 자료를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한국어의 경우 가상의 대화가 아닌 실
제 대화를 코퍼스를 만든 자료를 구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자료를 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한국어 코퍼
스의 일상대화 자료 중 일부를 연구 대상 코퍼스를 구성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
만 상대적으로 자료를 구하기 쉬운 논문 텍스트의 경우에는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한국어 코퍼스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보다 더 최근의 논문으로 코퍼스를 구성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코퍼스의 구성은 아
래와 같다. 



- 11 -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공학 이정영 

외 2
건물의 영향을 고려한 이중배수체계기반 

침수해석 2014 2264

의약학 김연희 
외 6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단위 및 
임상경력별 핵심간호실무와 교육요구도 2015 3183

농수해양학 변린린 
외 4

떫은감의 재배지역과 품종에 따른 
영양성분 특성 2015 3030

예술체육학 류경화 
외 1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 연구 2015 3201

25,957

파일번호 화자(명) 주제 어절 수
6CM00054 2(20대 남자) 미팅 5,488
4CM00028 2(20대 여자) 물품 구입 5,452
6CM00067 2(여자 1, 20대 남자 1) 질병과 건강 2,845
4CM00014 2(30대 여자 1, 남자 1) 교통수단, 하루 생활 3,711
7CM00026 4(20대 여자 1, 남자 2) 저녁식사 8,157

12 25,653

<표 3> 일상대화 코퍼스 구성 자료 

코퍼스는 텍스트 유형별로 25,000어절 내외가 되도록 구성하여 총 51,610어절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얻은 부사어의 용례는 총 15,862개였다. 
  이렇게 얻은 부사어의 용례를 바탕으로 본 논의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
구 방법을 동시에 취하여 한국어 부사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부사어의 
유형을 구분할 때에는 각 용례에서 나타난 부사어의 구성과 의미, 수식 대상을 분석
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사어 각 유형의 
범주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할 때에는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되, 필요할 경우 각 유형에 해당하는 부사어의 빈도, 전체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빈도 부사어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의 용례를 구

1) 논문이 속해 있는 학문 분야는 논문이 실린 학술지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정
한 학술지 주제 분류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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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부사어의 사용 양상이 텍스트 유형으로부터 어떤 영향
을 받는지도 살펴보았다. 
  다만, 코퍼스 용례를 대상으로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부사, 부사
구, 부사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의 대상 중 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로 한정한 것은 이들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부사어이면서 한국어 부사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체언이나 체언구, 체언절 부사어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으며 담당하는 의미와 
기능도 제한적이다. 또한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는 해당 부사어의 부사어로서의 성격
이 부사격조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미, 기능이나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부사격조사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부
사어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사어의 의
미 부류 등에 대하여 양적 연구를 시도할 때에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어를 중
점적으로 살피고 그 외의 부사어는 필요할 경우 참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
였다. 

1.4. 논의의 구성

  본 논의는 1장 서론을 포함하여 크게 6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한국어 부사어의 체계를 세우고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 논의를 진행한다. 부사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의적 부사어와 필수적 
부사어, 접속절과 부사절에 대한 본 논의 관점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연구 대상이 
되는 부사어의 범주를 분명하게 설정한다. 또한 부사어의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부
사어의 유형 분류를 제시함으로써 이후 논의를 위한 체계를 세운다. 
  3장에서는 부사어의 구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부사어를 구성에 따라 부사, 부사
구, 부사절, 부사격조사, 체언, 체언구, 명사절로 나누고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중
심으로 각각의 범주와 특성, 사용 양상을 살핀다.
  4장에서는 부사어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논의한다.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상황 표시 
기능, 입장 표시 기능, 접속 기능으로 나누고, 상황 표시 기능과 입장 표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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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부사어들을 시간, 공간, 정도, 방식 등 크게 10개의 유형으로 나눈 뒤 각
각의 부류에 해당하는 부사어들의 범주와 특성 그리고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접속 
기능의 경우는 다른 기능과 그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접속 기능
의 특성과 함께 어떤 경우에 부사어가 접속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5장에서는 부사어의 수식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부사어를 수식 범
위에 따라 크게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문장 부사어의 
수식 대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질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문장 부사어는 부사어의 의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 살피고,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와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한다.
  6장에서는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논의의 의의와 보완점 등을 살펴
본 뒤 논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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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적 논의

  이 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부사어의 범
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의의 대상을 확정하고자 한다. 부사어
는 그 형태와 의미가 매우 다양한 만큼 접속, 내포, 보어, 보조용언 등 한국어 문법
의 여러 가지 논제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부사어의 범위를 확정하여 이후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부사어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부사어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분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부사어의 정의

  부사어의 정의는 다른 문장성분의 정의와는 달리 문장 내의 다른 요소와의 관계
를 통하여 정해진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이는 부사어가 문장 내의 다른 요소를 
꾸며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부사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요소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지금까지 국어학 논의에서 부사어의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간의 논저에
서 제시된 부사어의 정의를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
다. 

  (1) 가. 서술어를 꾸미는 말(장하일 1947, 남기심·고영근 1985/2014, 권재일 2012 등)
      나. 용언을 꾸미는 말(용언의 뜻을 제한하는 말, 용언에만 종속될 수 있는 수식

어)(최현배 1937/1984, 박창해 1946, 이인모 1949, 정인승 1956, 1969, 김민
수 1960, 1969,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 1960ㄴ, 고창식·이명권·이병호 1965, 
김경훈 1996ㄴ 등)

      다. 동사·형용사·다른 부사의 수식어(유길준 19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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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사나 그와 같은 수식기능을 가진 낱말·구·절(서정수 1994/2013 등)
      마. 문장에서 ‘어떻게’(어찌)의 형식으로 된 것(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 1960ㄱ 

등)

지금까지 국어학 논저에서 제시된 부사어의 정의는 표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위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된다. (1)의 정의들 중 
(1가)~(1다)는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사어를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라)는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
지만 부사어가 부사와 동일한 수식기능을 가진 낱말·구·절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부사
어의 수식 대상을 부사와 동일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1마)의 경우는 의미에 기
대어 부사어를 정의한 것으로 앞의 네 가지 정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위에 제시된 부사어의 정의를 보면 부사어의 정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규정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부사어가 무엇을 
수식한다고 보는가에 따라 부사어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이다.

  (2) 가. 나는 저녁을 많이 먹었다. 
      나. 나는 양말을 아주 많이 샀다.
      다. 나는 아주 새 옷은 싫어한다. 
      라. 이런 순 거짓말쟁이 같은 놈이 다 있나!  
      마. 결국 나는 그 공연에 가지 못했다.

위의 예 (2)는 부사가 서로 다른 수식 대상을 가지며 사용된 예들을 보인 것이다.2) 
(1가)의 정의에 따르면 예문의 밑줄 친 부사들 중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것은 (2가)
뿐이다. 다른 부사[(2나)], 관형사[(2다)], 체언[(2라)], 문장 전체[(2마)]를 수식
하는 부사는 부사어가 될 수 없다. (1나)와 같이 부사어를 용언을 꾸미는 말로 정의
하는 경우에도 (2나, 다, 라, 마)의 부사는 부사어가 되지 못한다. 또한 (1다)와 같

2)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부사어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부사의 예를 제시한
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부사가 부사어인 것은 아니며, 부사어 중에는 부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부사어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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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의에서는 (2다, 라, 마)의 부사를 부사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라)와 같은 정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부사의 기능이 곧 부사어의 기능이 
되므로 (2)의 모든 밑줄 친 부사들은 부사어가 된다. 
  그렇다면 부사어의 정의를 위하여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어떻게 한정하는 것이 
부사어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를 위하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문장성분이 관계를 맺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김경훈(1996ㄴ)에서
는 문장성분은 뒤에 오는 다른 문장성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어
떤 특정 품사의 단어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쁘게 웃는 소녀’에서 부
사어 ‘예쁘게’는 관형어 ‘웃는’을 수식한다고 할 수 없고 동사 ‘웃-’을 수식한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식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어떤 문장성분과 문장성분 사이의 관계도 아니다. 어떤 문장성분과 그와 관련이 있
는 어떤 단어 사이의 관계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부사어의 수식 대
상을 (1가)와 같이 ‘서술어’로 한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서
술어’는 문장성분이지 단어가 아니다.3) 

  (3) 가. 나는 간식을 아주 조금 먹었다. 
나. 솔직히 나는 그에게 실망했다.

예문 (3가)의 부사 ‘아주’는 (1가)의 정의에 따르면 부사어라고 할 수 없다. (3가)
의 ‘아주’는 서술어가 될 수 없는 부사를 수식하기 때문이다.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부사어뿐인데 이를 부사어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나)의 부
사 ‘솔직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아야 하는 부사어인데, 이 역시 (1가)와 
같이 부사어를 정의하면 부사어에 포함될 수 없다. (1나)의 경우에도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용언’으로 정함으로써 (1가)보다는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더 정확하게 제시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는 부사어
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1다)의 정의 역시 앞의 두 정의
3) 김경훈(1996ㄴ)에서는 문장성분이 관계를 맺는 것은 문장성분이 아니라 ‘품사’라고 지적

한다. 그러나 그 의미를 고려할 때 어떤 문장성분이 관계를 맺는 것은 ‘품사’보다는 ‘단
어’, 더 상세하게는 ‘특정 품사의 단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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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부사어의 피수식어를 좀 더 넓게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문장 부사어는 포함
하지 못한다. 
  한편, (1라)는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나열하는 방식을 피하는 대신, 부사어가 다
른 문장성분과 맺는 관계를 ‘부사와 동일한 수식기능’으로 설명하였다. 부사가 가지
는 수식 기능에는 결국 동사, 형용사 및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1라)는 적어도 정의에서 배제되는 부
사어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어가 부사와 같은 수
식기능을 가진다고 정의할 경우에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구를 수식하는 부사 및 부
사 상당어구들도 부사어가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4) 가. 그는 아주 안성맞춤의 지휘관일세.  (김원경 2013 : 40)
나. 가장 윗자리는 늘 할아버지 몫이었다.  

위의 예 (4)는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의 예이다. (1라)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문
장의 ‘아주, 가장’도 부사어가 된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구
를 수식하는 말은 ‘관형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사라고 하더
라도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라고 해야 한다.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 및 부사 상당어구들과 마찬가지로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
나 부사 상당어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간의 문법서에서는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설명할 때에는 관형사를 수식 대상으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부사어를 정의할 때에는 
관형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남기심·고영근 
1985/2014 : 278-283, 권재일 2012 : 141-142 등). 부사어를 ‘용언을 꾸미는 말’이
라고 정의한 뒤, 부사어의 쓰임을 설명할 때에는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를 보이
는 식이었다. 
  관형사의 경우 부사어의 다른 수식 대상과는 그 성질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이나 용언을 꾸미는 말, 즉 용언과 관계가 있는 대상을 수식하는
데, 관형사는 용언처럼 활용하는 어휘도 아니고 그것이 수식하는 대상도 체언이다. 
그러나 관형사가 체언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면 부사어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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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5) 가. 나는 아주 새 옷은 싫어한다. 
      나. 나는 아주 새로운 옷은 싫어한다. 
  (6) 가. 나는 상당히 외딴 곳에 산다.
      나. 나는 상당히 외떨어진 곳에 산다. 

위의 예문 (5가, 6가)에서 부사의 수식을 받는 관형사 ‘새’와 ‘외딴’은 (5나, 6나)와 
같이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의 용언 활용형으로 교체할 수 있다. 즉, 부사나 부사 상
당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관형사는 용언과 같이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문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처럼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 및 부사 상당어구들은 부사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수식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용언, 부사, 문장 외에도 관형사 역시 부사어의 수식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언
을 수식하는 부사 또는 부사 상당어구는 부사어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문장성분 중 또 다른 수식어라고 할 수 있는 관형
어의 수식 대상과 비교해 보면 체언 또는 체언 상당어구를 수식하는 말은 관형어가 
되고, 그 외의 다른 대상을 수식하는 말은 모두 부사어가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부
사어를 수식 대상을 중심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7) 문장 안에서 체언 및 체언 상당어구 외의 다른 요소를 꾸미는 말

이때, ‘체언 및 체언 상당어구를 제외한 다른 요소’에는 용언이나 용언구, 부사, 부
사구, 관형사 및 절 전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1마)와 같이 부사어를 ‘어떻게’(어찌)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장 내 다른 구성요소, 즉 수식 대상과의 관계에 기대지 않고 부사어를 정의하였다
는 점에서 다른 정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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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부사어들을 배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8) 가. A: 전에 산 옷은 어떻게 받았어?  -  B: 전에 산 옷은 택배로 받았어. 
      나. A: 그 주장은 어떻게 틀렸어?  -  B: 솔직히 그 주장은 틀렸어.

(1마)의 정의를 다시 풀어 설명하면, 문장에서 ‘어떻게’로 물을 수 있는 성분이 곧 
부사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가)의 경우 이렇게 ‘어떻게’의 형식으로 된 전형
적인 부사어의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부사어가 이렇게 ‘어떻게’
의 형식에 맞는 것은 아니다. (8나)의 B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부사어 ‘솔직히’는 문
장 부사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장 부사어의 경우 ‘어떻게’로 물었을 때 매우 
어색하다. 따라서 (1마)의 정의 역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의에서는 (7)의 정의를 최종적인 부사어의 정의로 
삼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사어의 수식 대상 전체를 포괄하지 못했던 기존 정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2. 부사어의 범위

  부사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가 있다. 관점에 따라 부사어의 범
주에 들기도 하고 부사어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는 논의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부사어의 범위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피
고 본 논의에서 부사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2.2.1. 수의적 부사어와 필수적 부사어

  문장 성분에 대해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문장이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성분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부사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과 같이 문장에
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과 비교하여 ‘부속성분’ 또는 ‘종속성분’으로 분류되었
다(최현배 1937 : 748, 남기심·고영근 1985/2014 : 23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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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부사어 중에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9) 가. 철수는 영희에게 귀찮게 군다.
나. *철수는 영희에게 군다.

  (10) 가. 철수는 시험을 괜찮게 보았다.
나. */?철수는 시험을 보았다.            (김푸른솔 2015 : 13-14)

위의 예 (9가)의 ‘귀찮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에 
‘귀찮게’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10가)의 ‘괜찮게’의 경우도 생
략할 경우 문장이 비문이 되거나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다른 문장이 완성
된다(김푸른솔 2015 : 14). 이처럼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수의적으로 쓰이는 부사어
와 달리 문장을 성립하게 하고 문장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소거할 수 없는 
부사어들은 그 유형도 다양하다. 필수 부사어 중에는 부사나 부사구도 있지만 부사
격조사구, 부사절 등도 있다. 

  (11) 가. 어떤 생명이든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 */?어떤 생명이든 생각해야 한다.
나. 철수는 영희와 맞서면 안 된다. / */?철수는 맞서면 안 된다.
다. 부모님은 잘 지내시지? / *부모님은 지내시지?  (김푸른솔 2015 : 29-41)

  이와 같은 필수적 부사어들은 그 필수성으로 인해 보어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필
수적 부사어들을 보어라고 보는 견해는 김민수(1982), 허웅(1983), 임홍빈·장소원
(1995), 김경훈(1996ㄴ), 유형선(1999), 이홍식(1999) 등에서 제시되었다. 허웅
(1983)은 표면적으로는 보어를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을 주어로 처리하고 필수 부사어들은 다른 부사어와 구별하여 대비어, 방
편어, 인용어 등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필수 부사어를 보어로 설정한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최호철 1995). 임홍빈(1995), 임홍빈·장소원(1995)에서
는 보어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주어와 목적어 외에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
구하는 성분은 모두 보어라는 원칙에 따라 ‘되다’ 앞의 ‘이/가’는 물론이고 각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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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부사어들을 모두 보어로 규정한다. 김민수(1982) 역시 불완전성 술어가 나타내
는 행동이나 상태에 의미상 보충될 대상으로 귀결되는 요소를 보어로 정의하고 이
에 따라 필수 부사어를 보어로 분류하였으며, 유형선(1999)에서도 문장의 필수 성
분으로 기능을 하며 주어도, 목적어도 아닌 것은 보어라고 규정하였다. 김경훈
(1996ㄴ)은 필수 부사어가 부사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통사
적 구조를 맺기 위해 요구되는 논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필수 부사어가 되는 요
소가 용언의 보어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남기심·고영근(1985/2014), 서정수(1994/2013), 선지성(2005), 구본관 
외(2015) 등에서는 필수 부사어를 부사어의 일종으로 처리하였다. 남기심·고영근
(1985/2014 : 268)에서는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조사 ‘이/가’가 붙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경우만을 보어라고 보며, 필수 부사어를 보어로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이들을 다 보어로 
처리하려면 ‘(으)로, 와/과, 에(게)’ 등과 같은 것들을 모두 보격조사로 규정해야 하
는데 그것은 조사를 동시에 보격과 부사격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목적어와 달리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문장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용언은 수도 많지 않으며 그 통사적 특징도 한 가
지로 묶을 수 없으므로 일반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문장성분을 일률적으
로 부사어로 보고 용언이 그 개별적 특성에 의해 이들 부사어 중의 어느 한 가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서정수(1994/2013)에서는 
불완전 동사의 보충 요소는 거개 부사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며, 필수 부사
어 범주를 설정한다. 이 논의에서는 불완전 동사와 어울려서 그 의미를 보완하는 요
소들은 이미 부사어로 분류되는 것들이므로, 그런 부사어들 중에서 불완전 동사와 
필수적으로 어울리는 것들을 골라서 필수 부사어라는 범주를 설정하면 문법 기술이 
훨씬 간결하게 된다고 밝힌다. 구본관 외(2015)에서는 필수 부사어를 인정한다면 
굳이 그에 보어라는 특수한 문장 성분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문장 
성분 이름은 통사·의미 기능을 근거로 붙이는 것이지 필수성을 근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필수적 부사어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본 논의에서는 문장에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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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역시 문장성분으로서는 부사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서 그 부사어가 수의적 부사어와 
다른 형태나 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필수적 부사어들은 대부분 다른 서술어
와 함께 쓰이면 수의적 부사어가 되는 것들이다. 

  (12) 가. 어떤 생명이든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나. 어떤 생명이든 귀하게 보살펴야 한다.

  (13) 가. 부모님은 잘 지내시지?
나. 부모님은 잘 걸으시지?

위의 예 (12가, 13가)는 밑줄 친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쓰인 예이며 (12나, 13나)는 
밑줄 친 부사어가 수의적으로 쓰인 예이다. 위의 예들을 보면 함께 쓰인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인지 아닌지만 달라질 뿐 (12가)의 ‘귀하게’와 (12나)의 ‘귀하게’, (13
가)의 ‘잘’과 (13나)의 ‘잘’이 가지는 성격이나 나타내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필수적 부사어들은 문장의 성립을 위해, 또는 의도하는 의미
의 전달을 위해 용언이 꼭 필요로 하는 부사어라는 점만 다를 뿐 수의적 부사어와 
범주를 달리할 만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남기심·고영근(1985/2014), 서정수(1994/2013), 김푸른솔(2015) 등에서 지
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필수 부사어의 필수성은 용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예 (12,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로 쓰이기도 하고 
수의적 부사어로 쓰이기도 할 때 둘 사이에 특성이나 의미의 차이가 없고 서술어의 
차이만 있다면 결국 어떤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은 부사어의 고유 특
성이 아니라 서술어의 고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서 필수적 부사어에서 나타나는 부사격조사는 ‘에, 에서, 에게, 와/과, (으)
로, 같이, 처럼’ 등 매우 다양한데, 만약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설정하게 되면 동
일한 의미로 문장에 쓰인 많은 부사격조사들이 보격조사로도 분류되어야 한다.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보는 많은 논의들은 부사어가 가지는 필수성을 필수적 
부사어를 별도의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는 가장 큰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부사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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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필수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사어의 의미기능이나 특성에 의한 것이
라고 볼 수 없으며, 필수적 부사어가 수의적 부사어와 구분되는 의미기능을 가진다
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분류할 경우 의미기능이나 특성
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대상을 후행하는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둘로 구분해야 하
는 통사 기술의 번거로움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들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범주로 일목요연하게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필수적 부사어를 부사어의 일종
으로 보고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특성을 기술함에 있어서 구분이 꼭 필
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수적 부사어와 수의적 부사어는 구성, 의미기능, 수식 범위
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되고 다루어질 것이다. 
  
2.2.2. 대등접속절·종속접속절과 부사절

  이 절에서는 한국어에서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부사절의 영역을 정하는 것은 내포와 접속의 구분과도 관련이 있는 복
잡한 문제이며,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의 해답을 얻지 못한 문제이기
도 하다. 여러 논의에서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대상들 중에는 전통적인 한국어 문법
에서 내포절에 속하는 것들도 있고 접속절에 속하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부사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어의 내포 및 접속 구분 문제와도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부사절 및 접속과 내포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부사절의 영역
에 대한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4) 

  (14) 내포절의 일종인 부사절이 존재하며, 이와 별개로 종속접속절과 대등접속절이 존
재한다고 보는 견해 : 최현배(1937/1984), 허웅(1983), 권재일(1985), 남기심·고
영근(1985/2014), 윤평현(1989), 허웅(1999) 등 

4) 부사절, 종속접속절, 대등접속절의 구분과 관련한 논의들은 이익섭(2003), 유현경
(2011), 이선웅(2012) 등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절의 내용 역시 이러한 논
의들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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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4)에서 종속접속절로 분류한 절을 부사절과 구분하지 않고 동류라고 보고 접속
절에는 대등접속절만 있다고 보는 견해 : 남기심(1985), 유현경(1986), 김영희
(1988ㄱ), 최재희(1991), 이관규(1992), 서정수(1994/2013), 이익섭·채완(1999), 
이익섭(2003), 임동훈(2009) 등

  (16) 종속접속절과 대등접속절을 구분하되, 종속접속절을 내포절의 특성과 종속절의 
특성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 최재희(1997), 김영희(2004) 
등

  (17) 부사절, 종속접속절, 대등접속절을 분류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부류로 보는 견해 
: 서태룡(1979), 김진수(1987), 왕문용·민현식(1993), 왕문용(1997), 고광주
(1999), 유현경(2002, 2011), 이정훈(2008ㄴ) 등

  (14)는 내포절의 체계 속에 명사절, 관형사절과 함께 부사절을 두고, 이와 별개로 
접속절의 체계 속에 종속접속절과 대등접속절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논의에 따라 
어떤 절을 내포절에 속하는 부사절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고, 무엇이 
대등접속절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도 존재하나 근본적으로 체계 내에 내포절인 부사
절과 접속절인 종속접속절, 대등접속절을 모두 상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현배(1937/1984)를 비롯한 이른 시기 한국어 문법 연
구에서 이와 유사한 체계를 주로 제시하면서 오랜 시간 많은 논저에서 이 체계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우선, 서
구 전통문법에서는 종속절과 내포절 두 개념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하나의 개념인데(Quirk et al. 1985 : 44) 이를 한국어 문장의 체계에서 전
혀 다른 부류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종속접속절
과 부사절 사이에 통사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주요한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종속접속
절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15)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논
의에서는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종속접속절이 대등접속절
보다는 내포절과 특징을 공유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속접
속절의 특성을 논거로 들어 이들을 내포절, 정확하게는 부사절이라고 본다(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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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48)

  (18) 가. 대등접속문과 달리 종속접속문의 선행절이 후행절 사이로 자리를 옮길 수 있
다.

나. 종속접속문은 후행절의 성분만이 주제어가 될 수 있다.
다. 종속접속문에서는 선행절의 주어나 주어가 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후행절의 주어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여 재귀 대명사로 실현될 수 있다. 
라. 후행절의 주어만이 상위절의 목적어로 승격할 수 있다. 
마. 선행절의 주어 또는 주어의 관형어 명사구가 후행절 주어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여 영 조응사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 먼저, 접속 체계가 불
균형하게 된다. (15)의 주장대로라면 접속문의 체계가 매우 소략해진다. 한국어의 
접속 체계는 대등접속 한 종류로 이루어지게 되며 문장을 접속하는 어미의 수도 내
포 어미에 비해 매우 적은 수가 된다. 또한 형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차이가 없는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을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서 (18)에 제시한 바와 같은 대등접속문과는 다른 종속접속문의 
특징이 모든 접속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문장의 의미나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16)의 견해는 (15)와 같이 종속접속절과 대등접속절을 구분하는 것은 동일하지
만 종속접속절을 내포절과 접속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구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최재희(1997), 김영희(2004) 등에서는 종속접속절의 특성 중 내포
절과 일치하는 특성과 대등접속절과 일치하는 특성을 구분하여 보이며 종속접속절
의 이중성을 강조한다. 다만 최재희(1997)에서는 종속접속절의 통사적 구조를 단일
하게 제시한 반면, 김영희(2004)에서는 종속접속절의 통사적 구조로 내포문 구조와 
접속문 구조를 별도로 설정하고 전자가 기저 구조, 후자가 표면 구조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내포절과 종속접속절, 그리고 대등접속절 사이에 존재하는 통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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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 히 살피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중적인 구조를 설정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의 통사적인 특징은 어미의 
종류에 따라, 또 문장이 놓인 문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
괄적으로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럽다. 김영희
(2004:251)에서도 종속접속문 중 일부 예에서는 ‘알 수 없는 의미론적 이유로’ 다
른 조응 양상을 보임을 밝힌 바 있다. 둘째로, 형태적으로 차이가 없는 대등접속문
과 종속접속문을 서로 다른 통사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15)의 견해와 거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의 통사적 차이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고찰이 이루
어지면서 (17)과 같이 부사절, 종속접속절, 대등접속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
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는 논의에서는 대등접속절이든 종속접
속절이든 통사 구조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그것은 결국 부사절이라고 
본다.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차이는 결국 의미적인 차이라는 것이다. 유현경
(2011)의 경우에는 그간 한국어 문법에서 대등접속절, 종속접속절로 분류되었던 것
들을 모두 부사절이라고 보며, 모든 비종결어미는 결국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다고 보고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를 구분하는 자질로 ‘접속’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부사절, 종속접속절, 대등접속절을 분류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부류로 보
는 논의에서는 대등접속도 내포의 일종으로 보고 한국어의 문장 확대 기제에서 ‘접
속’이라는 기제를 삭제시키고 내포만을 남긴다. 이러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종속접속
문과 내포문이 가지는 통사적인 공통점, 그리고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이 가지는 
통사적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서 한국어
의 문장 확대 기제로 접속은 없고 내포만 있다고 할 경우, 그것이 언어유형론적으로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부사절, 종속접속절, 대등접속절에 대한 논
의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에서 종속접속절이라고 불리던 것이 
사실 부사절, 즉 내포절이라는 견해는 이제 상당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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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 견해와 같이 다른 내포절이나 대등접속절과는 다른 제3의 구조를 종속접속
절의 구조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등접속절과 부사절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종속접속절뿐만 아니라 대등접속절도 부사절의 일종이라고 보는 (17)
의 견해를 따라, 기존의 여러 논의에서 접속절로 보았던 것을 모두 내포절의 일종인 
부사절이라고 보고 부사어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종속접속절을 부사
절로 보는 견해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
서는 대등접속절을 종속접속절과 마찬가지로 부사절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의에서 종속접속절과 대등접속절을 모두 동일한 부류, 즉 부사절로 처리하고
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이 통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은경(2000 : 101-138)에서는 대등접속 구성과 종속접속 
구성을 구분하는 데에 적용되어 온 통사적인 특성들을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칭성, 
선행절의 이동성,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용 현상,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조성, 언표 내
적 효력 조건, 독립적 시제 해석 조건’ 등으로 종합 정리하고 각각의 조건들이 대등
접속 구성과 종속접속 구성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19) 가. 철수가 말렸으나 영희는 갔다. → #영희는 갔으나 철수가 말렸다. 
       나. 철수는 키가 커도 영희는 키가 작다. 
             → 영희는 키가 작아도 철수는 키가 크다.
  (20) 가. ??영희는, 철수는 갔지만 안 갔다. 
       나. 영희는, 철수가 잡았지만 떠났다.
  (21) 가. ?철수가 노래를 잘하나 자기가 운동을 못한다. 
       나. 철수가 물을 마셨지만 자기가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22) 가. *철수는 가거나 영희는 간다. 
       나. ?비는 오더라도 운동회는 할 것이다. 
       다. 철수는 커도 영희는 작다.
  (23) 가. 철수는 가지만 너는 있어라. 

나. 3시까지는 철수가 나랑 같이 일을 하다가 3시부터는 영희가 나랑 같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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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24) 가. 철수가 가거나 영희가 왔다. 

나. 철수가 (지금) 가도 영희는 안 오겠다. 

위의 예 (19~24)는 이은경(2000)에서 제시한 예의 일부로, 대등접속 구성과 종속
접속 구성이 가지는 통사적 특징의 예외가 되는 예들이다. 예 (19)는 대칭성의 예
외이다. 일반적으로 대등접속 구성은 종속접속 구성과 달리 두 절의 위치를 서로 바
꾸었을 때에도 그 문장의 진리치에는 변화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
는데, (19가)의 예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선·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그 의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19나)의 경우에는 양보의 의미를 지니는 ‘-아/어도’가 쓰
였지만 대칭성이 성립한다. 
  (20)의 경우는 이동성의 예외이다. 대등접속 구성은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
동할 수 없고 종속접속 구성은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가, 나)와 같이 대등접속 구성에서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하는 것
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1)의 예는 대용 현상의 예외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명사화, 재귀화, 무형 대용
화가 모두 가능한 종속접속 구성과 달리 대등접속 구성은 재귀화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21)의 예를 보면 후행절에서 재귀 대명사에 의한 대용 현상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그 제약의 정도가 어미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예 (22)는 대조성의 예외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대등접속 구성의 선행절은 대
조의 ‘은/는’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종속접속 구성의 선행절은 그 쓰임이 제약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22)의 예들을 보면 선택의 의미로 해석되는 접속 구성의 경우 대
조의 보조사 ‘은/는’이 쓰일 수 없고, 양보를 나타내는 ‘-더라도’의 경우에는 어색하
긴 하지만 ‘은/는’이 쓰일 수 있으며, ‘-아/어도’의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
가 대조적인 관계로 해석될 때 ‘은/는’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의 예는 언표 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특성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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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들이다. 대등접속 구성의 선행절에는 후행절의 언표 내적 효력이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23가)에서는 후행절의 언표 내적 효력이 선행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종속접속 구성의 경우에는 후행절의 언표 내적 효력이 선행절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23나)에서는 후행절의 언표 내적 효력이 선행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선행절의 시제에 대해서 독립적인 해석과 의존적인 해석이 모두 가능한 대
등접속 구성과 달리 종속접속 구성에서는 선행절의 시제가 의존적으로만 해석된다
고 알려져 있으나 예 (24)를 보면 대등접속 구성을 이루는 어미가 쓰였으나 독립적
인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종속접속 구성을 이루는 어미가 쓰였음에도 독립
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은경(2000)에서는 대등성과 종속성을 판별하는 특성이 국어의 접속 구성을 대
등접속 구성과 종속접속 구성으로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대
등과 종속은 이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성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최재희
(1997), 김영희(2004) 역시 대등접속 구성과 종속접속 구성이 공유하고 있는 통사
적인 특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통사적인 특성
을 가지고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부사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일한 어미가 나타난 절이 문맥에 따라 대등접속절 또는 종속접속절(부사
절)로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등접속절
과 종속접속절(부사절) 사이에 근본적인 구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현경
(2002 : 338-341)에서는 어미 ‘-고’에 대해 분석하면서 접속어미 ‘-고’는 ‘-고서’
와 ‘-고 나서’의 대치 여부에 따라 공간나열, 동시나열, 계기나열, 상태지속나열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등접속 구문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은 공간나열에 제한되고, 
나머지 동시나열, 계기나열, 상태지속나열의 경우는 종속접속문으로서의 성격을 강
하게 지닌다고 지적하며,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이 통사적인 특징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장이 앞뒤 문맥에 따라 대등접속으로도 종속접속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둘의 차이가 구조적인 차이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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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한 문장이 문맥에 따라 대등접속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종속접속으로 해
석될 수도 있는 경우는 코퍼스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25) 그 정도 나이를 먹고 군대를 다녀왔으면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고 봐야지.

예 (25)는 일상 구어 코퍼스의 예문을 일부 변형한 것이다. 밑줄 친 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정도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과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단순히 나열한 것으로 본다면 대등접속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군대를 다녀왔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속접속절(부사절)로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고서’나 ‘-고 나서’와 대치될 수 있다. 즉, 동일한 어미 
‘-고’가 쓰인 동일한 절이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등접속절로도, 종속
접속절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종속접속절을 내포절의 일종인 부사절로 보고 대
등접속절을 접속절로 본다면, 이 예문의 ‘-고’ 절은 통사적으로 그 형태나 특성이 
완전히 동일한 절이 내포절이 될 수도 접속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
을 보면 대등접속절을 접속절에 그대로 두고 종속접속절을 부사절로 보고자 하는 
여러 논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등접속절과 부사절이 통사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이 접속과 내포로 나뉠 
만큼 구조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문맥에 따라 어떤 때에는 대등접속절로, 어떤 
5) 유현경(2002 : 341-346)에서는 대등접속의 어미 ‘-고’를 예로 들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사적 속성을 제시하며 대등접속절을 부사절로 분류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논의에서 제
시하고 있는 대등접속 어미 ‘-고’의 부사적 속성은 아래와 같다. 

     가. 형태·통사적인 의존성 
         1) 어미는 용언에 결합해서만 문장의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며 선행절에 붙어서 

함께 움직인다.
         2) 어미 ‘-고’가 이끄는 절의 시제나 존대법 해석이 후행절에 의존한다.
     나. 부사어, 부사구, 부사절로의 대치 가능성
         : 대표적인 대등접속 어미로 분류되는 ‘-고, -지만’ 등은 접속 부사나 접속의 기능

을 지닌 부사구로 대치가 가능하다.
     다. 보조사 결합 가능성 
         : 대등접속어미 ‘-고’는 보조사 ‘도, 는’ 등과 결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부

사에 보조사들이 결합하는 양상과 유사하며 문장 속에서 한 성분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종결어미적 용법 : 다른 부사나 종속접속 어미들처럼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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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종속접속절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예는 결국 대등접속절과 종
속접속절(부사절)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의 차이, 문맥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게 한다. 
  종속접속절을 내포절의 일종인 부사절로 보고 대등접속절을 접속절로 보고자 했
던 논의들 중에는 대등접속절의 구조에 대해 ‘접속사 중립 가설’을 세워 종속접속절
과의 구조적인 구별을 시도한 논의들도 있었다(유현경 1986). 그러나 선행절의 어
미를 선행절과 분리하여 선행절, 후행절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접속사 중립 가
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국어의 어미는 용언과 결합해서만 문장 내에서 쓰일 수 
있으며, 이동할 때에도 선행절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오히려 흔
히 연결어미라고 부르는 어미에 의해 이루어진 절들이 모두 의존성을 지님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등접속절의 경우에 선후행절의 관계가 대등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식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등접속절을 다른 절과 구분하는 특성으로 많이 언급
되나 실제로 대등접속절의 경우에도 선후행절의 관계가 완전히 대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6) 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나. 배가 아프지만 밥을 많이 먹었다.  

위의 예 (26)의 밑줄 친 절은 모두 대등접속절이라 할 수 있는 절들이다. 그러나 
밑줄 친 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보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대등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26가)의 경우 문장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생이 짧다’보다
는 ‘예술이 길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6나)의 경우도 ‘배가 아프지만’보
다는 ‘밥을 많이 먹었다’는 것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후행절이며 선행절은 후행절을 
강조하기 위해 대조적인 내용을 부가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
면 대등접속절도 후행하는 절과 대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6나)와 같은 예의 경우 ‘배가 아프지만’의 시제 해석이 후행절의 시제에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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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등접속절이 후행절과 완전히 대등하거나 독립적
인 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후행절에 의존적임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서 대등접속절 역시 다른 부사절과 마찬가지로 문장과 접속의 기능을 
가지는 부사로 대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대등접속절 역시 부사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27) 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나. 인생은 짧다. 그리고 예술은 길다.

  (28) 가. 배는 아프지만 밥을 많이 먹었다. 
나. 배는 아팠다. 하지만 밥을 많이 먹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의에서는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을 통사 구조나 통사적 특
성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들을 모두 부사절로 분
류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등접속절의 경우에도 의미적으로는 다른 
부사절보다 독립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특성도 있으나, 후행절과 완전히 대등하
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제나 존대법 해석에 있어서도 후행절의 시제나 존대법에 의
존하는 등 형태적, 통사적으로도 선행절에 의존적이다. 또한 대등접속절은 앞에서 
지적한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부사절과 공유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대등
접속절을 부사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대등접속절이 다른 부사절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특성들은 의미적 독립성의 정도가 다른 부사절들에 비해 크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부사절과는 달리 대등접속절만이 
가진다고 알려져 있었던 통사적 특징들이 실제로는 어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
은 어미에 따라 독립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부사의 경우에도 접속 부사
와 같은 부류는 다른 부사에 비해 독립성을 가지므로, 대등접속절 역시 부사절의 일
종으로서 비교적 독립성이 큰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한편, 보조용언 구성의 경우 본용언이 이끄는 절을 부사절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본 논의에서는 이들을 다른 부사절과 구별
되는 특수한 절로 보고 부사절 논의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
다. 보조용언 구성은 일반적인 부사절과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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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 2000 : 60-82). 

  (29) 가.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 사이에 보조사 ‘서’ 및 일반적 어휘 요소가 개재되기
는 어렵다.

나. 보조적 연결어미가 붙은 절은 후행 용언과 분리되어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없다.

다. 보조적 연결 어미 구성에서는 부정소나 부사의 작용역이 후행 용언에만 미칠 
수는 없다.

라. 보조적 연결 어미 구성에서는 후행 용언이 대용될 수 없다. 
마. 보조적 연결 어미 구성에서는 후행 용언이 생략될 수 없다. 
바. 보조적 연결 어미 구성이나 동사구-연결 어미 구성에서는 선어말어미가 후행 

용언에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특성들은 다른 부사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조용언 구성의 본
용언절을 다른 부사절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음을 알게 해 준다. 특히, 보조용언 
구성의 경우 일반적인 부사절과 같이 본용언절이 보조용언을 수식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점에서 이들을 부사절 논의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보조
용언 구성의 본용언절은 부사절과 함께 다루지 않는다. 다만, 보조용언 구성의 목록
은 사전마다,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 논의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보조용언 목록을 확인하여 두 사
전에서 모두 보조용언 구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성만을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고 
이들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6)

2.3. 부사어의 분류

  부사어는 무엇을 분류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

6) 이후로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으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고려》로 표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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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간 부사어를 다룬 기존 논의들에서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부사어를 분류하였
으며, 이를 통해 부사어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논의 
역시 코퍼스에서 수집된 다양한 부사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통해 부사어
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구성, 의미기능, 수식 범위를 부사어의 
분류 기준으로 삼고 동일한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부사어를 분류한 기존 논의들의 
분류 체계를 살펴본 뒤 본 논의에서 제시한 부사어의 정의 및 범위를 반영한 부사
어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3.1. 구성별 분류

  부사어는 다른 문장성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구성을 보인다. 때문에 
많은 문법서에서는 부사어의 구성에 따라 부사어의 유형을 분류해 왔다. 
  남기심·고영근(1985/2014 : 279-282)에서는 부사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양함
을 지적하며, 부사를 부사, 체언에 부사격조사가 붙은 말, 관형어가 딸린 부사성 의
존명사, 어미 ‘-게’에 의한 용언의 활용형, 부사절, 주어·목적어 등을 수반하고 서술
어의 기능을 띤 채 부사어(부사절)가 된 파생부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고영근·구
본관(2008/2018 : 294-297)의 분류 역시 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권재일(2012 : 143-145)에서는 부사어의 실현 방식에 따라 부사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부사 또는 보조사가 결합한 부사, 체언류 또는 부사격조사나 보
조사가 결합한 체언류, 부사절 내포문, 부사격조사 ‘에’ 또는 ‘으로’가 결합한 ‘-기’
와 ‘-음’에 의한 명사절 내포문이 그것이다. 남기심·고영근(1985/2014 : 279-282)
과 비교하면 관형어가 딸린 부사성 의존명사, 어미 ‘-게’에 의한 용언의 활용형, 주
어·목적어 등을 수반하고 서술어의 기능을 띤 채 부사어(부사절)가 된 파생부사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명사절 내포문에 부사격조사가 결합한 부사어를 별도로 분류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정수(1994/2013 : 768-779)에서는 부사어를 형태나 성분 구조에 따라 부
사, 부사구, 후치사구, 부사절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부사구는 개별 부사가 독
립적으로 이어져서 수식 기능을 서로 보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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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수식하여 이룬 구를 말하며, 후치사구는 체언에 부사격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
진 부사어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 내일’과 같이 부사격조사 없이 체언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역시 부사격조사의 생략으로 보고 후치사구로 분류하였다.
  김경훈(1996ㄴ : 19-22)에서는 부사어를 통사론적 구성에 따라 부사 및 부사의 
확장, 체언+격조사, 용언 활용형으로 분류한다. 부사 및 부사의 확장에는 부사, 부
사+부사, 부사+보조사가 포함되며, 체언+격조사에는 조사가 붙지 않고 쓰이는 부
사성 의존명사도 포함된다, 용언 활용형에는 어미 ‘-게’ 활용형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 연결어미에 의한 활용형이 포함되며 용언 활용형 뒤에 보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다. 
  구본관 외(2015 : 241)에서도 부사어가 다양한 형식으로 성립함을 지적하며 부사
어의 형식으로 부사,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 용언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한 부사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명사절+의존명사+부사격조사’, ‘관형사절+
의존명사’, ‘관형사절+의존명사(+부사격조사)’가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으며, 명사
가 부사격조사의 도움 없이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존 논의의 분류를 살펴보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부사어를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따라 분류 체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이는 그간의 논의에서 구성에 따른 부사어의 분류가 인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경우가 있었으며 부사어를 총망라한 분류는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코퍼스에서 수집된 부사어의 실제 용례를 검토하여 부사어를 구성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30) 부사어의 구성
     가. 부사

나. 부사구
다. 부사절
라. 부사격조사구
마. 체언
바. 체언구
사. 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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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0)은 구성에 따라 부사어를 나눈 것이다. 각각의 유형은 해당 부사어에 보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를 포함한다. 
  먼저, 부사는 품사가 부사로 분류되는 모든 어휘를 말하는데, 부사 단독으로 쓰인 
것뿐만 아니라 부사에 보조사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구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
사 축약형도 여기에 해당한다. 아래의 (31)은 부사, 부사+보조사, 부사 축약형의 예
를 제시한 것이다.

  (31) 가. 여기서는 우선 입말의 고유한 표현 방식의 예로 제시해 둔다.
나. 결국 못 구했어.
다. 이따 나가서 마시면 되지 뭐.

  부사구의 경우는 부사가 핵이면서 단일 부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구를 가리킨
다. ‘구’의 정의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부사구’에는 단일 부사 등과 같이 부사가 핵
인 구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일 부사와 그렇지 않은 부사구들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일 부사는 부사구에서 구분하였다. 부사구에 
포함되는 대상을 이렇게 한정할 경우 부사구는 크게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와 부사
의 수식을 받는 부사로 구성된 ‘부사+부사’ 형태의 부사구와 ‘체언+와/과’ 등과 같
은 보충어가 부사에 선행하는 부사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32) 가. 비범한 거를 되게 많이 고르잖아.

나. 이와 함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특성과 스마트폰 채택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후략)

  부사절은 앞서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의 한국어 문법 논의에서 접속절로 
분류되었던 절들을 모두 포함하되, 보조용언에 선행하는 본용언을 서술어로 갖는 절
은 제외한다.7) 부사절의 예는 아래와 같다.

7) 보조용언 구문의 본용언절을 부사절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2.2.2.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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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가. 도시락 싸듯이 과일 싸 가지고 가?
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사고 인제 다른 가게를 가 봤어.

  다음으로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는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구에 부사격조사가 결합하
여 된 부사어이다.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구가 부사어로 쓰일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
태는 부사격조사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4) 가. 각 시기를 대표하는 궁정 화가의 초상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후략) 
나. 언니 나중에 애인 생기면 해 줘요.

  그밖에 체언 부사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등 체언에 속하는 단일 어휘로 이루어
진 부사어를 가리킨다. 체언이 단독으로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될 경우, 이 체언은 
부사격조사가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된 경
우도 부사격조사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면 체언으로 분류하였다.8)

  (35) 가. 산 적이 요즘 별로 없는 거 같애.
나. 최근 들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후략)

  (36) 그, 그, 그날도 산부인과에 아우 사람이 되게 많더라.

8) 체언이나 체언구, 명사절로 구성되어 있는 부사어의 경우 부사격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
이는 체언이나 체언구, 명사절의 경우에 이들을 조사구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체언이나 체언구, 명사
절은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 부사격조사구의 
핵은 생략된 조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이들을 문장에 쓰인 
형태 그대로 분류하여 체언, 체언구, 명사절 부사어에 포함하였다. 이들을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로 처리할 경우 생략된 부사격조사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복원 가
능한 부사격조사가 하나가 아니라서 자의적으로 조사를 설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발화된 문장만으로 생략된 조사를 복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사어의 구성을 분류
할 경우 복원과 분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부사
격조사가 생략 가능한 것도 아니고, 모든 체언이나 체언구, 명사절 부사어가 부사격조사
의 생략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사격조사가 문장에 드러난 것과 그렇지 않
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부사격조사가 생략되지 않은 부사어와 생략된 부사어의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에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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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언구는 체언이 핵인 구 중 단일 체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구를 가리킨다. 
‘체언구’의 경우에도 정의에 따라서는 단일 체언 등과 같이 체언이 핵인 구성이 모
두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부사구와 마찬가지로 단일 체언과 그렇지 않은 체
언구들을 구분하여 각각을 분석하기 위해 단일 체언은 체언구에서 구분하였다. 보통 
‘관형사+체언’, ‘체언+조사 ‘의’+체언’, ‘(수식)체언+(피수식)체언’, ‘관형절+체언’ 
등의 형태를 가진다. 역시 부사격조사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37) 가. 이를 다시 500°C에서 30분 동안 회화하고(후략)
나. 거 사람들은 하루 환자 보고 그 이틀날(이튿날) 수술허고.

  한편, 명사절이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명사형 어미인 ‘-음, -기’에 의
해 만들어진 절이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사격조사 없이 명사
절이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38) 그날이 오기까지 힘써 일하자.

2.3.2. 의미기능별 분류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체언이 아닌 다른 요소를 수식하는 말로 정의된다. 따라서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장 전체 또
는 문장 내의 체언이 아닌 어떤 요소를 수식함으로써 문장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식’으로 통칭되는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부사어가 문장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미기능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 
  한국어의 부사어를 분류할 때에 분류의 기준으로 많이 제시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사어의 의미이다. 부사어는 그 구성이 다양하고 수식 대상이 다양한 것만큼
이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의미를 기준으로 부사어를 분류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른 시기 최현배(1937 : 1040-1049)에서는 
어찌말(부사어)을 ‘때곳어찌말(시처부사어), 모양어찌말(상태부사어), 정도어찌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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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사어), 말법어찌말(진술부사어), 연장어찌말(기구부사어), 견줌어찌말(비교부사
어), 함께어찌말(여동부사어), 바꾸힘어찌말(변성부사어), 끄어옴어찌말(인용부사
어), 셈어찌말(수량부사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는 이른 시기 분류로서는 상
당히 자세한 분류 체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떤 부류의 부사어는 체계에서 빠져
있고 어떤 부류의 부사어는 다른 부류보다 더 상세하게 분류되고 있어 온전한 체계
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김경훈(1996ㄴ)의 경우에는 한국어 부사어를 의미에 따라 총 13개의 부류로 분
류하였다. 김경훈(1996ㄴ)에서 제시한 부사어의 의미 분류는 ‘정도, 방식, 상태, 결
과, 원인/이유. 목적, 장소, 시간, 영역, 평가, 양태, 수행, 지시’이다. 이들 중 ‘지시’
는 김경훈(1996ㄴ : 46-47)에서 이미 부사어의 의미론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설
정된 부류가 아니며, 이 때문에 다른 범주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
므로 사실상 의미를 기준으로 한 부사어의 분류 범주는 총 12개라고 할 수 있다. 
김경훈(1996ㄴ)은 필수적 부사어를 부사어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의미 
분류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또한 조건이나 양보의 부사어, 부정의 부사어 등은 의미 
분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부사어 전반, 특히 기존 논의의 종속접속절이나 부사
격조사구 등과 같은 부사가 아닌 부사어들도 모두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논의라
는 점에서 이러한 체계상의 공백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정수(1994/2013 : 811-875)에서는 부사어를 의미 특성에 따라 크게 7개의 범
주로 분류하고 각각을 하위 범주로 다시 분류하였다. 이 논의에서 제시한 7개의 대
범주는 ‘공간, 시간, 과정, 양태, 수량, 부정, 정도’이다. 이들은 다시 총 37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 논의는 대범주 아래에 하위 범주를 매우 상세히 나누어 부사
어의 다양한 의미를 세 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분류에는 
‘이론적으로는 이 주장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의 ‘이론적으로는’과 같
이 명제가 참이 되는 영역을 제시하는 부사어나 ‘예를 들어’와 같이 발화의 양식을 
제시하는 부사어 등과 같은 일부 부사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미 부류
들 중 문장 부사어로 나타나는 부류들이 설명에서 상당수 배제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기능 문법에서는 부사류어(adverbial)를 구분할 때 먼저 이들을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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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b)와 접속사(conjunction)로 구분하고, 부사는 다시 상황(circumstance)을 나
타내는 부사와 평가(assessment)를 나타내는 부사로 나눈다.9) 전자에는 시간
(time), 장소(place), 특성(quality), 정도(degree), 비교(comparison), 수단(means) 
등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논평(comment)을 나타내는 부사와 서
법(mood)을 나타내는 부사가 포함된다. 이러한 체계는 부가어(adjuct)의 유형을 분
류할 때에도 평행하게 적용된다. 부가어는 그 의미기능에 따라 상황 부가어
(circumstantial adjunct)와 양태 부가어(modal adjunct), 그리고 접속 부가어
(conjunctive adjunct)로 나누어진다. 이때 상황 부가어의 메타기능(metafunction)은 
경험적(experiential)이라면, 양태 부가어의 메타기능은 대인적(interpersonal), 접속 
부가어의 메타기능은 텍스트적(textual)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부사어의 분류는 Biber et al.(1999 : 762-891)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이 논의에서는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 번째 
기능은 절 내부에 있는 명제에 대한 상황적인 정보(circumstantial information)를 
더해주는 것이며, 두 번째 기능은 그 절에 대한 화자/필자의 입장(stance)를 표현하
는 것이며, 세 번째 기능은 절(또는 절의 일부)을 담화의 다른 구성단위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사어의 의미기능에 따라 부사어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류는 상황 부사어(circumstance adverbials)이다.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더해주는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장소(place), 시간
(time), 과정(process), 수반성(contingency), 범위/정도(extent/degree), 첨가/제한
(addition/restriction), 수혜자(recipient)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들이 여기에 포함된
다. 두 번째 부류는 입장 부사어(stance adverbials)이다. 입장 부사어는 화자가 말
하고 있는 것(메시지의 내용)이나 말하고 있는 방식(문체)에 대한 화자의 언급을 
전달한다. 입장 부사어는 다시 명제의 진리치에 초점을 맞추어 명제의 확실성, 사실
성, 근거, 제한, 전제와 같은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는 인식 부사어(epistemic stance 
adverbials), 내용에 대한 태도 또는 평가를 표현하는 태도 부사어(attitude stance 
adverbials), 화자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또는 발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

9) 기능문법의 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Halliday(1985/2014)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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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면서 발화의 문체나 형태에 대한 화자의 언급을 전달하는 
문체 부사어(style stance adverbials)로 세분된다.10) 세 번째 부류는 접속 부사어
이다. 접속 부사어들은 담화의 두 단위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들
은 첨가(addition), 열거(enumeration), 요약(summation), 병렬(apposition), 결과/결
론(result/inference), 대조/양보(contrast/concession), 전환(transition) 등 다양한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류는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바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
고 먼저 크게 셋으로 분류한 뒤에 이들을 다시 세분함으로써 부사어의 의미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세부 의미기능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접속 부사어는 다른 부사어들과 기능적인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며 그 하위분류
도 다른 부사어의 세부 분류들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접속사’라는 접속의 기능을 담당
하는 별도의 품사가 없고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어들이 다른 부사어들과 형태나 구
성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접속 기능과 다른 기능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이 외에도 부사어는 의미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논의에 따라 분류 항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부사어의 범위를 어
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도 하고, 의미를 얼마나 세분화하느냐에 따
라 분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언어에 따라 부사어로 표현되는 의미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분류를 그대로 다른 언어에 적용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김
경훈(1996ㄴ)의 경우, 부사어를 의미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필수적 부사어는 부사
어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의미 분류에 대한 설명은 없다. 서정수
(1994/2013)의 경우에는 필수적 부사어도 부사어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들의 분류
는 제시되어 있는 반면, 김경훈(1996ㄴ)에서 ‘평가, 수행, 영역’ 등으로 분류된 부사
어들은 모두 의미 분류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10) Biber et al.(1999)에서는 입장 부사어(stance adverbials)의 하위분류 명칭을 제시할 

때 ‘epistemic stance adverbials’와 같이 ‘stance’를 포함한 명칭을 제시한다. 이를 본래의 
영어 명칭을 따라 번역하면 ‘인식 입장 부사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하위분류 명
칭에 ‘입장’을 넣어 한국어로 번역하면 용어가 부자연스럽고 의미도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입장 부사어의 하위분류 명칭을 제시할 때 ‘인식 부사어’와 
같이 ‘stance’를 번역하지 않는 쪽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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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의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필수적 부사어뿐만 아니라 이전의 논의에
서 접속절로 분류되기도 하였던 절들이 모두 부사절에 포함되므로 이들을 모두 포
괄할 수 있는 의미적 분류가 필요하다. 더불어서 부사어의 의미기능 중 접속 기능과 
다른 기능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부사어의 의미별 분류를 참고하되 본 논의에서 부사어로 본 대상들을 모두 
의미기능별 분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미기능에 따른 부사어의 분류를 새롭게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목할 것은 Halliday(1985/2014) 등 기능문법의 논의와 Biber 
et al.(1999 : 762-891) 등에서 제시한 부사(어)의 세 가지 기능 분류이다. 이러한 
기능 분류는 부사어가 담당하는 ‘수식’이라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부사어가 담당하는 ‘수식’이라는 것은 결국 절
이 전달하는 명제의 내부에서 명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더해주는 것과 명제
의 외부에서 발화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화자의 언급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부사어가 담당할 수 있는 주변적인 기능으로 담화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맺는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 본 논의에서는 부사어의 의미기능
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Biber et al.(1999 : 762-891)의 견해가 한국어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한국어 부사어에도 적용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이면 아래
와 같다. 

  (39) 한국어 부사어의 의미기능
가. 상황 표시 기능
나. 입장 표시 기능
다. 접속 기능

  
  (40) 가. 왜 여자들은 목욕탕에 가서 빨래해?

나. 침수특성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형 구축 시 해당 유역의 모든 관거를 모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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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리된 상층액을 0.22 μm 필터로 여과한 후 HPLC(1200 series, Agilent 
Co.,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40)은 상황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어 부사어의 예를 보인 것이다. 상황 표시 
기능은 절이 전달하는 명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40
가)는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40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40다)는 수단
을 나타내는 부사어의 예인데, 이들은 모두 부사어가 나타나는 절이 나타내는 동작
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상황 표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 가. 근데 사실 너랑 같이해도 지루하긴 마찬가지더라구.
나.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 중독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률(7.7%)보다 스마트폰 중독률(8.4%)이 높게 나타났다.
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그 정도 되고 군대 갔다 오고 다른 여자를 만나 본 경

험이 있으면, 닳고 닳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야. 

(41)은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입장 표시 기능
을 담당하는 부사어는 발화의 내용이나 발화 방식에 대한 화자의 언급을 표현하는 
부사어이다. (41가)의 경우 밑줄 친 ‘사실’은 발화의 사실성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으며, (41나)의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 중독 조사에 따르면’은 
정보의 출처, 근거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고, (41다)의 ‘솔직히 말하면’은 발화 
방식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2) 가. 따라서 과거 복식 연구를 통해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나.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패짱 선거 있었잖아.

(42)는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어의 예이다. 이들은 발화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42가)의 ‘따라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문장의 근거가 됨을 표시하고 있고, (42나)의 ‘그리고 나서’는 앞의 내용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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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장의 사건에 선행하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이때 접속 기능
을 담당하는 부사어는 이 외에도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의 앞과 뒤에 오는 
대상이 맺는 다양한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상황 표시 기능과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들은 이들이 표시하는 
상황이나 입장의 성격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상황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43) 상황 표시 기능을 하는 부사어

가. 공간 : 위치, 거리, 방향, 시발점, 도달점, 수혜자, 수신자, 관계점 등
나. 시간 : 시점, 기간, 빈도, 순서, 시작점, 완료점 등
다. 정도 : 정도의 크기, 최대, 최소, 비교(정도의 차이), 일치 등
라. 방식 : 과정, 수단, 주어나 목적어의 자격, 상대, 동반자 등
마. 논리적 관계 : 원인, 이유, 결과, 목적, 양보, 조건, 선택 등
바. 바탕 : 나열, 대조, 배경 등
사. 부정 : ‘아니’, ‘안’, ‘못’

  공간 부사어는 동작이나 사건, 상태와 관련이 있는 공간을 명시하는 부사어이다. 
‘공간’에는 일정한 지점이나 위치뿐만 아니라 거리, 방향, 시발점, 도달점 등이 포함
되며, 수혜자, 수신자 등과 같은 대상도 여기에 함께 포함된다. 

  (44) 가. 야, 그래두 멀리 와서 단백질 보충 많이 하네.
나. 그게 근까 한두 번은 흥미진진한데, 근데 맨날 지하철 타러 글리 지나가다 보

면은, 아, 사람 참 많아 귀찮네.

  시간 부사어는 동작이나, 사건, 상태와 관련이 있는 시간을 명시하는 부사어이다. 
‘시간’에도 역시 특정 시점이나 시간적 위치뿐만 아니라, 기간, 빈도, 순서 등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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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가.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이미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과다 이
용이나 중독에 대한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 위 문장은 애초에 ‘나를 잡았다’라고 하려다 좀 더 상세히 표현하려고 ‘허리
를’을 추가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다. 아냐, 내가 먼저 샀는데 지도 덩달아서 사 준 거야.

  정도 부사어는 용언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가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일 때 
그 정도를 명시하는 부사어이다. 단순히 많거나 적음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최
대, 최소, 비교(정도의 차이), 일치 등을 나타내는 것이 다 여기 포함될 수 있다. 

  (46) 가. 비일비재까진 아니구 처음에 있었을 때는 너무 당황했다.
나. 건물의 영향에 따른 침수면적의 형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침수심은 

BH방법에 의한 지형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침전물에 다시 20 mL의 80% 에탄올을 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한 후 

상층액을 모두 합하여 여과지(Whatman No. 1, GE Healthcare Ltd., Little 
Chalfont, UK)로 여과하고 회전진공농축기로 40°C에서 감압농축 하였다.

 
  방식 부사어는 동작이나 사태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사어를 말한다.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는 과정, 수단이나 자격, 상대, 동반자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47) 가. 나 여자 마음을 잘 꿰뚫어 보잖아.
나.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7)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리적 관계 부사어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조건이 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제시
하는 부사어이다(Biber et al. 1996 : 779). 이유나 원인, 결과, 목적, 양보, 조건 등
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여기에 속한다.11) 

11) 서정수(1994/2013)에서는 까닭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과정 부사어에 포함시켰고, 김경
훈(1996ㄴ)에서는 결과, 원인/이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각각 분리하여 분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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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가.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나. 수입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이유, 원인, 결과, 목적, 조건, 양보 등과 더불어서 흔히 대
등접속의 일종으로 여겨졌던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절 역시 논리적 관계 부사
어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절은 일반적으로 두 
절의 사태가 다 실현될 수 없고 언제나 그 둘 중 하나만이 실현되게 되는데(이은경 
2000 : 261), 이는 결과적으로 선행절의 실현 여부에 따라 후행절의 실현 여부가 결
정되는 이유, 원인, 조건 등의 부사어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49) 뭐 아프거나 뭐 불편한 건 없거든요.

  바탕 부사어는 어떤 사태에 대해 시간적, 논리적으로 접한 관련은 없지만 화자
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부가하는 부사어이다. 이때 ‘바탕’이라 함은 시공
간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지식, 바탕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흔히 
대등접속절로 분류되었던 나열, 대조, 배경의 의미를 가지는 절들이 대표적인 예라
고 할 수 있다. 

  (50) 가. 단감은 주로 생과로 소비되고 있으며 떫은감은 식용으로 이용하기 전에 탈삽
처리로 떫은맛을 제거한 후 생과로 소비하거나 건시를 만들어 소비되고 있다
(4).

나. 처음에는 주로 그의 여동생을 초상화의 대상으로 삼아 그녀를 신화적 존재로 
묘사하였으나 이후 <그림 3>와 같이 점차 귀족적인 취미를 반영하는 여신이
나 로코코풍의 궁정 여인들을 모델로 삼았다.

다. 엄마 아빠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니가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다. 그러나 이들 부사어는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사태와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
지면서도 과정 부사어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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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부사어는 ‘아니’, ‘안’, ‘못’과 같이 용언과 결합하여 부정을 표현하는 부사어
를 말한다. ‘아니, 안, 못’ 외에 다른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51) 가. 중 삼 때는 기억도 안 나.
나. 다른 데는 못 들어가겠어.

  다음으로,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52) 입장 표시 기능을 하는 부사어
나. 양태 : 인식 양태, 당위 양태, 동적 양태, 감정 양태/평가 양태, 증거 양태
다. 영역 : 명제가 참이 되는 영역
라. 양식 : 화자가 발화하는 방식

  양태 부사어는 양태 의미, 즉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시하는 부사어
이다. 그간 양태 부사어는 연구자에 따라 그 범위와 분류에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양태 부사어의 분류가 한국어 양태의 분류와 함께 고려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는데,  
본 논의에서는 양태의 분류를 고려하여 인식 양태, 당위 양태, 동적 양태, 감정 양태
/평가 양태, 증거 양태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양태 부사어로 분류한다. 

  (53) 가.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나.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교육현장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2,3], 간호교
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내가 봤을 때 별 거지 같은 새끼한테 다 걸렸구나, 제발 
말 좀 들어라.

라.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개발한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자의 77%가 스마트폰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SNS를 꼽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은 온라인을 통한 대인상호관계, 즉 SNS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48 -

  영역 부사어는 명제가 참이 되는 영역을 명시하는 부사어이다. 어떤 명제가 모든 
영역에서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만 참이 될 때 그 영역을 제시해 준
다. 

  (54) 이를 통해, 응답자들에게 있어 스마트폰 중독이란 핸드폰 사용이 불가할 때의 불
안, 초조 그리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이라는 점
을 알 수 있다.

  양식 부사어는 화자가 발화하는 양식에 대해 명시하는 부사어이다. 즉, 화자가 발
화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명시하는 부사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절이 전달하는 명제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55) 가. 예를 들어, 같은 열량이라도 고구마가 감자보다 살이 덜 찐다. 
나. 솔직히 말해서 저금통 돈 주고 우리가 안 사잖아요.

  한편, 접속 기능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부사어들과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한국
어에서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는 그 형태나 구성면에서 다른 의미기능을 담
당하고 있는 부사어들과 큰 차이가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56) 가. 밥을 먹고 나서 산책을 했다. 
나. 밥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산책을 했다. 

  (57) 가. 니가 걔를 때렸으니까 걔도 널 때렸지. 
나. 니가 걔를 때렸잖아. 그러니까 걔도 널 때렸지. 

위의 예 (56)을 보면, (56가)의 ‘밥을 먹고 나서’와 (56나)의 ‘그러고 나서’는 구성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의미기능적 측면에서도 ‘-고 나서’가 이끄는 
절에 의해 두 사건의 순서를 나타낸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만 전자는 선행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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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절 내부에 표현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선행하는 사건의 내용이 앞선 담
화(문장)에 표현되어 있고 이를 가리키는 대용언이 ‘-고 나서’와 결합하면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상
황 표시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선행하는 담화를 
지시함으로써 선행하는 담화와 후행하는 담화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게 되어 접속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된 것이다. (57)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57가)의 ‘니가 
걔를 때렸으니까’와 (57나)의 ‘그러니까’는 구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사
건이 후행하는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으로 볼 때 의미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논리
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57가)의 경우 
원인이 되는 사건의 내용이 부사어 내부에 드러나 있는 반면, (57나)의 경우는 후
행하는 사건의 원인이 선행하는 담화에 있음을 지시함으로써 선행하는 담화와 후행
하는 담화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게 되면서 접속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다면 결국 접속 기능이라 함은 상황 표시 기능이나 입장 표시 기능을 담
당하는 부사어가 특정한 맥락에서 선행 담화와 후행 담화의 관계를 표시하게 되면
서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12)
  그런데 접속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 또는 부사 상당어구들 중에는 아래
와 같이 독특한 예들이 있다. 

  (58) 가. 철수 그리고 영희는 집으로 갔다. 
나. 집에 가면 책 정리 또는 빨래 정리를 해야 한다. 

위의 (58)의 예에서 쓰인 ‘그리고’와 ‘또는’은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
만 다른 부사어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 이들은 부사어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
는 상황 표시나 입장 표시의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다. 즉, 어떤 대상을 ‘수식’한다
고 할 수 없다. 이들은 단지 단어나 구를 동등하게 접속하여 전체가 하나의 문장성
분을 이루도록 할 뿐이다. 이러한 특성은 예 (58)을 접속조사로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4.3.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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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가. 철수와 영희는 집으로 갔다. 
나. 집에 가면 책 읽기나 빨래하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위와 같이 단어나 구를 접속하는 데에 쓰여 접속 기능 외
에 부사어의 다른 의미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부사 또는 부사 상당어구는 부사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접속 기능은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
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단어나 구를 접속하는 기능을 할 때에는 이미 접
속의 대상도 부사어와 다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기능도 부사어의 기본적인 의미기
능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의 의미기능이나 통사적 특성은 접속조사
와 같은 문법형태소와 더 가깝다.

2.3.3. 수식 범위별 분류

  부사어를 분류하는 전통적인 기준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부사어의 수식 범위이
다. 부사어는 관형어와 함께 수식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장 성분이므로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일찍부터 문법 연구에서 관심을 받았다.
  수식 범위에 따라 부사어를 분류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분류는 부사어
를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이분하는 것이다. 남기심·고영근(1985/2014 :
282-284)에서는 부사어를 문장의 한 성분으로서의 서술어의 뜻을 한정하여 꾸며 
주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어로 구분하였다. 

  (60) 가. 오늘은 하늘이 아주 푸르다.
나. 과연 그의 예언대로 되었구나. (남기심·고영근 1985/2014 : 278-284)

위의 (60가, 나)는 각각 남기심·고영근(1985/2014)에서 제시한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의 예이다. 이때, 성분 부사어는 하나의 성분을 수식하기 때문에 수식의 영역
이 그 성분으로 제한되지만,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수식의 영
역이 문장 전체에 걸쳐 있다.



- 51 -

  한편 구본관 외(2015 : 239-240)에서는 일관되게 체언만을 꾸미는 관형어와는 
달리 부사어의 수식 대상이 매우 다양함을 지적하며, 부사어를 수식 대상에 따라 크
게 둘로 나눈다. 형용사나 동사, 관형어, 부사어 등을 꾸미는 부사어는 다양한 대상
을 꾸미지만 그 대상이 모두 어떤 성분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분 부사어’
로 분류하고, 이와 달리 절 전체의 의미와 연결되어 절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를 ‘절 
부사어’로 분류한다. 기존의 논저와 달리 ‘문장 부사어’를 ‘절 부사어’로 명명한 것은 
절과 문장을 엄 하게 구분하여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문장이 하나
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 예문을 근거로 명명된 ‘문장 부사어’라는 개념은 절과 문장
을 엄 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서 실제로 문장 부사어가 수식하는 대상은 절이
라는 것이다. 
  한편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이보다 더 세분한 논의들도 있다. 임홍빈·장소원
(1995 : 293-300)에서는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세분하여 부사어를 어휘 범주로
서의 동사만을 수식하는 ‘동사-부사(동사-부가어)’, VP를 문장 구조로 하는 구조 
속에서 V' 위치에 상정되어 동사구를 수식하는 ‘동사구-부사(동사구-부가어)’, 문
장 전체를 그 수식 범위로 갖는 ‘문장-부사(문장-부가어)’로 나누었다. 또한, 김경
훈(1996ㄴ : 48-59)에서는 수식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부사어를 동사 수식 부사어, 
동사-바 수식 부사어, 동사구 수식 부사어, 선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로 나누었다. 
  이처럼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
으며, 특히 관점에 따라 얼마나 세분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
서는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논의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부사어의 수식 범위
를 아주 세분화하여 부사어를 분석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는 부사어의 
수식 범위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부사어를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분류하되, 
논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좀 더 세분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또한 본 논의
에서는 ‘문장 부사어’의 개념이 실제로는 ‘절 부사어’라고 지적한 구본관 외(2015)
의 견해에 일면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사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 52 -

2.4. 소결

  2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기본적 논의로서 부사어의 정의, 범위, 분류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우선 본 논의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다양한 부사어의 정의들이 가지는 문
제점을 살피고 부사어의 정의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사어를 포괄할 수 있도
록 부사어를 재정의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의에서는 부사어를 ‘문장 안에서 체언 및 
체언 상당어구 외의 다른 요소를 꾸미는 말’로 정의하였다. 
  더불어서 부사어에 포함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어 포함 여부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상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필수적 부사어의 경
우 필수성을 기준으로 별도의 품사로 구분하지 않고 용언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도 부사어의 일종으로 포함하였고, 기존의 논의에서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
로 주로 다루어졌던 절들의 경우도 의미적 독립성과 관계없이 모두 부사절에 포함
하였다. 다만, 보조용언 구성의 본용언절은 그 특수한 성질을 고려하여 본 논의에서 
다룰 부사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사어의 정의와 범위를 한정한 뒤 본 논의에서는 부사어를 구성, 기
능, 의미, 수식 범위에 따라 분류하였다. 부사어는 구성에 따라 부사 부사어, 부사구 
부사어, 부사절 부사어, 부사격조사구 부사어, 체언 부사어, 체언구 부사어, 명사절 
부사어로 분류되었다. 또한 부사어의 의미기능은 상황 표시 기능, 입장 표시 기능, 
접속 기능으로 나뉘며 상황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들은 ‘공간, 시간, 정도, 방
식, 논리적 관계, 바탕, 부정’ 부사어로,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는 ‘양태, 
영역, 양식’ 부사어로 다시 나뉘었다. 또한 이들 부사어가 선행 담화와 후행 담화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특정한 문맥에서 사용될 때 접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식 범위에 따라서는 크게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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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사어의 구성에 따른 특성과 사용 양상

  3장에서는 2장의 기본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부사 상당 부사어들을 그 구성에 
따라 부사와 부사구, 부사절로 나누고, 그 특성과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사용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앞서 1장에서 연구 대상을 밝힐 때 제시한 바와 같이 코퍼스에서 나
타나는 양적 특성이나 사용 양상은 부사와 부사구, 부사절인 부사어들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그러나 부사어의 구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부사어 
외에 다른 구성을 가진 부사어, 즉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나 체언, 체언구, 명사절 부
사어 등도 별도의 절에서 특성과 사용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3.1. 부사

  3.1.에서는 먼저 부사인 부사어의 범주와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품사로서의 부사
는 부사어인 부사의 범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사어인 부사와 부
사어가 아닌 부사를 구분하며 부사어의 특성을 기술할 것이다. 또한 부사인 부사어
의 빈도, 고빈도 부사 등과 같은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
다. 특히,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를 구분하여 두 텍스트 유형에서 부사인 
부사어의 사용 양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3.1.1. 범주와 특성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품사’로서
(남기심·고영근 1985/2014 : 172),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부사어이다. 부사어의 정
의를 ‘부사나 그와 같은 수식기능을 가진 낱말·구·절’로 제시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품사로서의 부사와 문장성분으로서의 부사어는 그 기능이 거의 일치한다. 즉, 부사
는 부사어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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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까닭에 일반적으로 부사가 문장에 나타나면 모두 부사어로 쓰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부사가 부사어인 것은 아니다. 앞서 2.1.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부사어에서 제외된다. 

  (1) 가. 우리 할아버지가 가장 멋있다.
 나. 가장 윗자리는 늘 할아버지 몫이었다. 

 
위의 예 (1가, 나)는 모두 공통적으로 품사가 부사인 어휘 ‘가장’를 포함하고 있지
만, (1가)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인 반면, (1나)는 체언인 ‘윗자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부사어라 할 수 없다. 이때 (1나)의 부사 ‘가장’은 관형어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부사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될 때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조사와 결합
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부사와 결합하는 주요 보조사로는 ‘은/는, 도, 까지, 만’ 
등이 있다.

  (2) 가. 그러면은 합쳐서 그까 칠 대 삼 비율로, 삼 대 칠 비율로 뛰다가 걷다가 그러
는구나.

 나. 아직도 저 병원에 사람이 가나 보네?
 다. 혹시 혹시라도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일부 부사의 경우 축약형으로 나타나거나 일부 음소가 변형된 형태로 나타
나기도 한다. 이러한 부사의 축약형이나 변화형은 대부분 구어에서 나타난다. 

  (3) 가. 그면 대학 소개팅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애들이 젤 재수 없었었어.
 다. 그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4) 가. 운동 별루 하지 않지 않아요?
 나. 그러니깐 어제는 이 분 뛰었고 시간 쪼금 늘렸어.
 다. 난 진짜 쌩판 몰랐어.



- 55 -

축약형 중에서는 특히 접속 부사와 정도 부사의 축약형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이
들은 발음의 경제성과 편의를 위해 구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의 
축약형인 ‘그니까, 근까, 그까’, ‘그러면’의 축약형인 ‘그럼, 그면, 글면’, ‘그런데’의 
축약형인 ‘근데’, ‘그리고’의 축약형인 ‘글고, 글구’, ‘하기는’의 축약형인 ‘하긴’, ‘마
구’의 축약형인 ‘막’, ‘제일’의 축약형인 ‘젤’, ‘조금’의 축약형인 ‘좀, 즘’ 등이 대표적
이다. 일부 부사의 경우에는 축약형의 사용 빈도가 본래 형태의 사용 빈도보다 높기
도 하다. 이 외에도 ‘아무튼’의 축약형 ‘암튼’, ‘이리로’의 축약형 ‘일루’ 등도 코퍼스
에서 나타난다. 한편, 변화형은 발음상의 실수이거나 발음의 편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표현상의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다. 강조를 위해 ‘조금’을 ‘쪼금’ 또는 ‘쪼
끔’으로 발음하거나 ‘생판’을 ‘쌩판’으로 발음하는 것은 표현상의 효과를 노린 변형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어 코퍼스에 쓰이는 부사인 부사어들을 보면 축약형이나 변화형 외에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 즉 비표준어 용례가 나타난다. 화자의 특성에 따라 방
언형 어휘가 종종 쓰이기도 하고, 드물지만 사전에는 없는 비속어나 은어 부사를 사
용하는 경우도 있다.

  (5) 가.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기계를 외국에서 쓰다가 거진 다 대다가 비싸게 들여오니
까…

 나. 조니 워커 열나 큰 거.
 다. 야, 니 목소리만 대빵 우 차게 들릴걸 그러면.

위의 예 (5가)는 ‘거의’의 방언형인 ‘거진’이 쓰인 예이다. 화자에 따라 전체적으로
는 표준어를 사용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비표준어 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5
나, 다)는 각각 비속어 ‘열나’와 은어 ‘대빵’을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비속어나 은어
의 사용은 맥락에 따라 강조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처럼 부사로 된 부사어는 
특히 구어에서 축약형, 변화형이 사용되기도 하고 방언형이나 새로운 어휘, 비속어, 
은어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부사는 구어에서 담화표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담화표지란 의미론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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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기존의 의미·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된 표현이 언어 
사용 또는 담화 차원에서 새롭게 존재 이유를 갖고 사용되는 것이다(전영옥 2002 :
113). 담화표지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품사가 부사인 어휘가 담화표
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어에서 나타나는 부사의 용례 중에는 담화표
지로 활용된 예가 있으며, 담화표지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부사들이 구어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6) 가. 그게 인제 우리가 막 구경하다가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나. 막 영화, 영화도 보고, 둘이 좀 그러면서 화 좀 풀라고.

(6가)의 ‘인제’는 부사이고 통사적으로는 부사어로 쓰였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인제’가 나타내는 시간을 생각할 때 본래의 의미 그대로 쓰였다고 보기 힘들며, 여
기에서는 화제의 전환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6나)의 ‘막’과 
‘좀’ 역시 각각 ‘몹시 세차게, 아주 심하게, 함부로’의 의미나 ‘분량이 적게, 시간이 
짧게’의 의미로 쓰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들 역시 강조 등의 의미를 갖는 담화표
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사는 부사어의 가장 전형적인 구성이지만, 모든 부사가 부사어로 사용되
는 것은 아니다. 부사는 보조사의 결합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
며 축약형의 사용, 음소의 변형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또한 비표준어
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능이 변화하여 담화표지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사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의미와 기능의 부사어를 형성하는데 이러
한 변화는 특히 구어에서 두드러진다. 

3.1.2. 사용 양상

  여기에서는 코퍼스에서 나타난 부사어들 중 부사의 용례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부사로 된 부사어가 어떤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 부사어 중 
부사인 부사어가 차지하는 비율에서부터 부사인 부사어의 의미나 부사의 어휘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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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
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 합계

수 4449 93 5382 4382 515 1038 3 15862
100어절 당 

빈도 8.6 0.2 10.4 8.5 1.0 2.0 0.0 30.7
전체 부사어 

중 비율 28.0 0.6 34.0 27.6 3.2 6.5 0.0 100.0

<표 4>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
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 합계

수 824 48 1966 2985 121 437 1 6382
100어절 당 

빈도 3.2 0.2 7.6 11.5 0.5 1.7 0.0 24.6
전체 부사어 

중 비율 12.9 0.8 30.8 46.8 1.9 6.8 0.0 100

<표 5> 논문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
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 합계

수 3625 45 3416 1397 394 601 2 9480
100어절 당 

빈도 14.1 0.2 13.3 5.5 1.5 2.3 0.0 37.0
전체 부사어 

중 비율 38.2 0.5 36.0 14.7 4.2 6.3 0.0 100

<표 6>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

도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부사인 부사어가 어
떤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하며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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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는 연구 대상 코퍼스에서 나타난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를 보여준다. 
먼저 부사어 전체의 빈도를 보면 부사어는 코퍼스에서 100어절 중 30.7개가 발견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빈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빈도
는 주어, 목적어 등과 같이 한 개의 절에 하나만 쓰일 수 있는 문장 성분들과는 달
리 부사어는 하나의 절 안에서 여러 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
다.
  또한 <표 5>와 <표 6>은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를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
퍼스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부사어 전체의 빈도를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어의 수가 논문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어 수의 1.5배임이 특징적이다. 각 코퍼스의 100어절 당 부사어 수 역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즉,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논문 코퍼스보다 더 많은 부사어가 
사용된다. 
  그런데 위의 <표 4>를 보면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대표적인 형태는 부사라고 여
겨지고 부사어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은 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사용 빈도를 보면 부사의 빈도가 다른 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거나 부사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사인 부사어의 빈도는 부
사절에 비해 낮으며 부사격조사구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코퍼스에서 부사가 부사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의
미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사인 부사어는 단일 어휘로서 다양하고 복
잡한 의미를 나타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의 한계로 인해 사용 빈도가 높
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서 본 논의에서는 기존 논의의 종속접속절뿐만 아니라 대등
접속절에 해당하던 절들도 부사절로 보는 관점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사
절의 빈도가 높아진 것도 부사가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인 원인이 되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부사의 경우는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용례의 수가 4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논문 코퍼스보다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부사인 부사어
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전체적으로 부사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부사어가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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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일상대화
어휘 종류 342 132 273
용례 수 4449 824 3625

한 어휘당 평균 용례 수 13.0 6.2 13.3

<표 7> 코퍼스에서 나타난 부사어인 부사의 어휘 종류와 용례 수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사인 부사어는 유독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일상대화 코
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어 중 부사인 부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논문 코퍼스에서 
부사인 부사어가 차지하는 비중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
에 발생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의 어휘 
종류와 용례의 수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13) 

위의 <표 7>은 코퍼스에서 나타난 부사어 중 부사의 어휘 종류(type)와 용례의 수
(token)를 비교하여 보인 것이다. 위의 <표 7>을 보면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
퍼스의 어휘 종류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반면 용례 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사 어휘 하나당 평균 용례 수 역시 논문 코퍼스
는 6.2개인 반면, 일상대화 코퍼스는 13.3개로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논문 코퍼스보다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부사인 부사어의 빈도가 높은 
것은 다양한 부사를 부사어로 사용해서라기보다는 동일한 부사어를 여러 번 반복하
여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어 중 
고빈도 부사의 목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3) 어휘별 빈도를 보일 때에는 준말, 생략형, 보조사 결합형 등은 하나의 어휘로 처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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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빈도
안 306

그런데 268
막 210

조금 200
또 143

그러니까 120
많이 108
딱 108

되게 107
그냥 97

진짜(로) 97
그래서 95

못 90
다 80

너무 80
또한 75
가장 75

그러면 67
더 67
왜 61

합계 2,454
55.2%

<표 8> 코퍼스에서 나타
난 부사어 중 고빈도 부
사

     

부사 빈도
또한 75
가장 73

따라서 37
특히 36
더 28
즉 26

주로 22
매우 22
한편 21

비교적 20
모두 20
각각 18

그러나 18
먼저 16

그리고 14
다소 14
보다 14
전혀 13
역시 12
많이 11
합계 510

61.9%

<표 9> 논문 코퍼스에서 
나타난 부사어 중 고빈도 
부사

     

부사 빈도
안 297

그런데 258
막 210

조금 198
또 137

그러니까 120
딱 108

되게 107
많이 98
그냥 97

진짜(로) 97
그래서 91

못 89
너무 81
다 79

그러면 66
정말 60
왜 60

지금 57
인제 53
합계 2,363

65.2%

<표 10> 일상대화 코퍼
스에서 나타난 부사어 중 
고빈도 부사

위의 <표 8~10>은 연구대상 코퍼스 전체와 논문 코퍼스,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나
타난 부사어 중 고빈도 부사를 상위 20개씩 추려 빈도와 함께 보인 것이다. 우선 
연구대상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인 부사어 중 고빈도 부사 20개가 차지하는 비
중은 55.2%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어인 부사의 
어휘 종류가 342개임을 고려하면 약 5.8%의 어휘가 부사인 부사어 용례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 양상을 고려할 때, 부사는 몇 개의 한정된 
어휘들이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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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성은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를 나누어 살펴보아도 비슷한 양상
을 보인다.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인 부사어 중 고빈도 
부사 20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89%, 65.2%이다. 논문 코퍼스의 경우에는 
15.2%의 부사가, 일상대화 코퍼스의 경우에는 7.3%의 부사가 전체 부사인 부사어 
용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논문 코퍼스에 비
해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부사의 용례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
이 사용된 부사가 더 다양해서가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부사들이 더 많이 반복적으
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14)
  한편, 위의 <표 9>와 <표 10>에서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부사들은 <표 8>에
서 제시한 전체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고빈도 부사의 목록과 일치하는 것들이다. 자
주 사용되는 부사들이 더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일상대화 코퍼스의 고빈도 부
사들이 대부분 전체 코퍼스에서도 고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9>와 <표 10>의 고빈도 부사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것은 논문 코
퍼스의 고빈도 부사와 일상대화 코퍼스의 고빈도 부사 중 ‘많이’를 제외하고는 겹치
는 부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논문 코퍼스에서 사용되는 부사와 일상대화 코퍼
스에서 사용되는 부사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 그리고 격식성의 정도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처럼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의 고빈도 부사 중 겹치는 어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빈도 부사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은 상당히 유사한 것으
로 보인다.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 모두 고빈도 부사의 목록에서 정도 부사
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도 많다. 또한 일상대화 
코퍼스의 경우 논문 코퍼스와 달리 ‘안, 못’과 같은 부정 부사가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선호하는 부정(否定) 형식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상대
화 텍스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논문 텍스트에 비해 부정 부사
를 사용하는 단형 부정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15)  
14) 이처럼 동일한 부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른 품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성이

다.
15)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나타난 고빈도 부사 상위 20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밑줄 친 것은 위의 <표 9(문어)>, <표 10(구어)>와 겹치는 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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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부사어로 사용된 부사들은 특정 부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정도 부사와 부
정 부사, 그리고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2. 부사구

  3.2.에서는 부사구인 부사어의 범주와 특성, 사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2
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사구는 아주 다양한 대상을 아우르는 넓은 의
미로 쓰이는 개념이나 본 논의에서 ‘부사구’는 부사가 핵인 구들 중에서 단일 부사
가 아닌 구들을 가리킨다. 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사구 역시 부사구인지 부사
절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부사구이지만 부사어는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부사구인 부사어의 범주를 먼저 규정하고, 부사어의 
특성을 기술한 뒤,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3.2.1. 범주와 특성

  부사구는 부사를 핵으로 가지는 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중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 것이 본 논의의 대상이다. 부사구 부사어는 부사나 부사절 형태의 부사어보다 
코퍼스 내 출현 빈도가 낮고 그 유형도 다양하지 않다. 
  그러나 부사구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사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도 함께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보자.

  문어 : 그러나 > 더 > 그리고 > 또 > 안 > 다시 > 잘 > 함께 > 가장 > 다 > 없이 
       > 못 > 바로 > 모두 > 그런데 > 및 > 특히 > 아직 > 왜 > 그래서 
  구어 : 안 > 근데 > 이렇게 > 막 > 그래서 > 좀 > 다 > 또 > 많이 > 지금 > 그냥 
       > 잘 > 되게 > 그렇게 > 이제 > 진짜 > 왜 > 못 > 근까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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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 전술한 바와 같이 건물 영향에 따른 대상 유역 내의 침수 특성 분석을 위해 양
천구 관내에 침수가 발생한 2010년 9월21일 강우에 대해 모의하였다.

 나. 어쩔 수 없이 딱 마주치게 되면은 그냥 아주 어색한 모습.

위의 예 (7가, 나)는 부사 형성 접미사로 알려져 있는 ‘-이’에 의해 형성된 부사의 
예인데, 일반적인 부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어근이 동사로 쓰일 때 가지던 논
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사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
사절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사절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8) 가. 전술한 바와 같게 건물 영향에 따른 대상 유역 내의 침수 특성 분석을 위해 양

천구 관내에 침수가 발생한 2010년 9월21일 강우에 대해 모의하였다.
 나. 어쩔 수 없어서 딱 마주치게 되면은 그냥 아주 어색한 모습.

(8)의 예는 예 (7)의 파생 접사 ‘-이’를 어미로 대체한 것이다. (8)의 밑줄 친 부사
어들은 모두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과 예 (7)의 부사어는 형태나 의미, 기
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흔히 파생 접사로 분류되는 ‘-이’가 어미와 같이 
용언의 활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일찍부터 언
급해 왔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접사 ‘-이’와 어미 ‘-이’를 구분하거나 ‘-이’를 ‘굴
절적 파생접사’라고 부르는 논의도 있었다. 본 논의 역시 이러한 경우에 ‘-이’에 의
해 생성된 부사어는 부사구보다는 부사절이라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이들은 
부사구 부사어에서 제외할 것이다. 다만, ‘-이’에 의해 형성된 부사어가 동사 어간
이 가지는 논항과 동일한 보충어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동사일 때의 의미와 
다르다면 이것은 접미사 ‘-이’에 의해 형성된 부사가 보충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부사구로 처리하기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9) 근데 나두 우리 엄마랑 같이 가는데 나는 갖고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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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 (9)의 ‘같이’는 (7가)의 ‘같이’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 (9)의 ‘같이’는 동
사 ‘같-’과는 달리 ‘함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때의 ‘우리 엄마랑 같
이’는 ‘우리 엄마랑 같-’에 ‘-이’가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사 ‘같이’가 보
충어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형태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부
사어라 할지라도 그 의미에 따라 어떤 것은 부사구 부사어가 되고 어떤 것은 부사
절 부사어가 될 수 있다. 
  부사절에 해당하는 부사어를 제외하면 부사구 부사어의 구성은 비교적 단순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어와 부사의 
수식을 받는 부사로 구성된 ‘부사어+부사’ 형태의 부사구이다. 부사어가 수식할 수 
있는 다양한 피수식 대상 중 부사를 피수식 대상으로 가지는 모든 부사어는 이 유
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10) 가. 근데 또 깎는 사람은 되게 잘 깎는다.

 나. 위 문장은 애초에 ‘나를 잡았다’라고 하려다 좀 더 상세히 표현하려고 ‘허리
를’을 추가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수식 부사어와 피수식 부사로 구성된 이 유형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10가)의 ‘되
게 잘’과 같은 ‘부사+부사’의 형태이다. 부사구 부사어 중에는 이와 같은 단순한 형
태의 부사구가 많이 나타나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는 반드시 부사 한 단어로 구
성되는 것은 아니다. 부사 ‘좀’이 ‘더’를 수식하여 부사구를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부
사 ‘상세히’를 수식하는 (10나)와 같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부사어가 부사구의 핵
이 되는 부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이때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의 종류는 그
리 많지 않다. 몇몇 정도 부사어 정도가 부사를 수식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뿐이다. 또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부사의 종류도 그리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부
사를 수식하는 부사어와 수식을 받는 부사로 구성된 부사구는 그 구성이 다양하지 
않으며 전달하는 의미의 유형도 비교적 한정적이다. 
  두 번째 유형은 ‘체언+와/과’ 등과 같은 보충어가 부사에 선행하는 부사구이다. 
용언이 아닌 부사가 보충어를 가지는 것은 부사라는 품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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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구의 유형은 상당히 한정적이다.16)

  (11) 가. 그런데 인간생활에 유용되는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미디어 간의 결합과 해체
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이와 함께 중독에 대한 개념이 인터넷, 쇼핑, 게임 등 인
간의 행위중독까지로 확장되고 있다.

 나. 유아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교사가 먼저 행동으로 모델을 보임으로써 유
아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의 ‘이와 함께’나 ‘유아로 하여금’은 모두 보충어가 부사에 선행하는 형태의 부
사구이다. 대상 코퍼스에서 나타난 ‘보충어+부사’로 이루어진 부사구로는 ‘NP와/과/
랑/이랑 함께, NP와/과 아울러, NP(으)로 하여금, NP와/과/랑/이랑 같이(‘함께’의 의
미), NP와/과/랑/이랑 따로’ 등이 있다. 
  이처럼 부사구 부사어는 크게 ‘수식 부사어+피수식 부사’ 구성과 ‘보충어+부사’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사구 부사어를 구성할 수 있는 부사의 종류는 한
정적이며 그 의미도 한정적이다. 따라서 부사구 부사어의 쓰임 역시 비교적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3.2.2. 사용 양상

  여기에서는 코퍼스에서 나타난 부사어들 중 부사구의 용례를 바탕으로 한국어에
서 부사로 된 부사어가 어떤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앞서 살펴본 코퍼스에서 나타난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를 다시 확인해 보자.

16) 이러한 ‘보충어+부사’형 부사구를 이루는 부사 중에는 현대 이전 시기에 부사가 아니었
던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부사가 가지는 보충어는 이전 시기의 영향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이들이 부사로 쓰이고 있으면 전체 ‘보충어+부사’ 
구성을 부사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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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일상대화
수 93 48 45

100어절 당 
빈도 0.2 0.2 0.2

전체 부사어 
중 비율 0.6 0.8 0.5

<표 12> 코퍼스별 부사구 빈도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
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 합계

수 4449 93 5382 4382 515 1038 3 15862
100어절 당 

빈도 8.6 0.2 10.4 8.5 1.0 2.0 0.0 30.7
전체 부사어 

중 비율 28.0 0.6 34.0 27.6 3.2 6.5 0.0 100.0

<표 11>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

위의 표를 보면 부사구 부사어는 빈도가 매우 낮아 전체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어 중에서도 특히 부사구 부
사어의 빈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부사구의 종류와 부사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사구의 경우 정도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하
는 경우나 부사가 보충어를 가지는 특수한 유형으로 그 종류가 한정되기 때문에 다
양한 용례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
스를 나누어 그 용례를 확인해 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부사구의 용례 수가 매우 적어서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의 부사구를 비교
하는 것이 유의미한지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우나,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의 
부사구 부사어 용례를 나누어 빈도를 따져 보아도 둘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
는다. 수식 부사어와 피수식 부사로 구성된 부사구와 보충어와 부사로 구성된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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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일상대화
유형 1 2 1 2 1 2
수 75 18 36 12 39 6

부사구 부사어 
중 비율 80.6 19.4 75.0 25.0 86.7 13.3

<표 13> 코퍼스별 부사구 빈도

선행 부사어 피수식 부사
부사어 빈도 부사 빈도
가장 22 많이 45
되게 12 더 8
좀 8 잘 7

합계 42 합계 60
56.0% 80.0%

<표 14> 전체 코퍼스에서 나타난 유형1 
부사구의 고빈도 어휘

선행 부사어 피수식 부사
부사어 빈도 부사 빈도
가장 22 많이 24
더 5 잘 3
좀 2 더 3

매우 2
합계 31 합계 30

86.1% 83.3%

<표 15> 논문 코퍼스에서 나타난 유형1 
부사구의 고빈도 어휘

선행 부사어 피수식 부사
부사어 빈도 부사 빈도
되게 12 많이 21
좀 6 더 5

거의 3 다 4
잘 4

합계 21 합계 34
53.8% 87.2%

<표 16>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나타난 유
형1 부사구의 고빈도 어휘

구를 각각 유형 1, 유형 2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텍스트 유형에 따른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부사구의 종류와 부사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는데 이는 부사구에서 나타나는 고빈도 어휘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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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4~16>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 부사 형태의 부사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어휘를 보인 것이다. 수식 부사어로는 ‘가장, 좀’ 등과 같은 정도 부사가 
많이 사용되고, 피수식 부사어로는 역시 ‘많이, 더’ 등과 같은 정도 부사가 많이 사
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많이, 되게 많이, 좀 많이, 좀 더’ 등과 같은 ‘정
도 부사+정도 부사’ 형태의 부사구가 가장 흔한 부사구이다. 
  보충어를 가지는 부사로 구성된 부사구의 경우에도 그 용례가 많지는 않지만 ‘NP
와/과/랑/이랑 함께’가 용례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NP와/과/랑/이랑 같이’, ‘NP(수
량사구) 가까이’, ‘NP(으)로 하여금’ 정도가 코퍼스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부사구 부사어는 빈도가 낮고 전체 부사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 이는 그 구성과 의미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3. 부사절

  3.3.에서는 부사절 부사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사절은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논
의는 2장에서 부사절의 범위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사절로 구성된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
하고 부사절 부사어의 특성을 기술한 뒤, 빈도나 선호도 등과 같은 코퍼스에서 나타
나는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3.3.1. 범주와 특성

  부사절은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절을 가리킨다. 따라서 
부사절 부사어는 부사형 어미에 의해 형성된 절이 부사어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무엇을 부사형 어미라고 하는가, 어떤 절을 부사절이라고 할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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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2장에서 본 논의는 이전의 많은 논의에서 ‘접속’으로 다루어왔던 절을 모두 
부사절로 간주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따라서 대표적인 부사형 어미 ‘-게’와 같이 기
존 논의에서 부사형 어미로 다루었던 어미들뿐만 아니라, ‘종속접속 어미’로 알려진 
‘-아/어, -아/어서, -(으)니까, -(으)면’ 등과 같은 어미들, 나아가 ‘대등접속 어미’
로 알려진 ‘-고, -(으)며, -(으)나, -지만’ 등도 모두 ‘부사형 어미’가 되고 이들이 
형성하는 절은 부사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부사절의 영역을 넓히면 부사절 부사어가 담당할 수 있는 의
미와 기능은 매우 다양해진다. 종래에 ‘접속절’로 처리되었던 절들이 모두 부사절이 
되면서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지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연결 어미’로 분류되어 있는 어미의 수는 200여 개로 그 수가 매우 많으며 그
만큼 담당하는 의미와 기능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부사절은 부사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부사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형 어미와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사용된 절이라고 하여 모두 부사절
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사형 어미의 경우 종결어미의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12) 예전에는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얘기해서만 알고 계시구?
 
위의 예 (12)는 부사형 어미의 기능을 가지는 어미와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종결어
미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주로 구어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표준》에 종결어미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본 논의에서는 《표준》에 종결어미로 등재되어 있는 어미가 종결어미의 기능
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부사절로 보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표
준》에 종결어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미라 하더라도 부사형 어미의 기능과 구
분되는 의미를 가지고 문장 종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어미의 경우에는 종결어미로 
보고 부사절에 포함하지 않았다.17) 다만 구어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거
나 화자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문장을 끝까지 발화하지 않게 되면서 부사절 뒤에 
17) 연결어미의 종결 기능과 관련한 논의로는 조민하(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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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더 이어지지 않고 발화가 중단되는 예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처럼 단순히 
부사형어미 뒤의 문장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부사형어미가 결합된 절
은 부사절이라고 보았다. 
  또한, 앞서 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의 본용언절의 경
우, 보조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본 논의에서는 이들을 부
사절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들은 선행하는 부사절이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용언+보조용언’이 하나의 단위처럼 기능하는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서술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채 문장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생략 
부사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부사형어미가 발견되지 않으나 부사절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부사절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3) 가. 1차 조사에서 발견된 항목을 포함 총 25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며1) 각 문항
에 대해 동의의 정도를 7점 척도를 사용해 응답하도록 하였다(1점: 전혀 그렇
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나. 먼저 1단계 조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대학생 68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연
구를 실시하였다.

 다. 본 모형은 1차원 배수관망 해석은 물론 2차원 지표수 흐름을 해석할 수 있도
록 개발되었으며 표고자료 입력 시 자체적인 DTM(Digital Terrain Model)을 
생성하여 지표수의 동적인 흐름을 모의할 수 있다.

  
(13)의 문장은 부사절에서 서술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된 경우의 예를 보인 것
이다. (13가)의 경우, 명사 ‘포함’이 동사와 같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
는데 이는 ‘포함하여’에서 ‘하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
-’가 결합할 수 있는 동작성 명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다음으로 (13나)
는 부사격조사 ‘으로’의 뒤에서 서술어 ‘하여’가 생략된 부사절의 예이다. 이때 동사 
‘하-’는 ‘특정한 대상을 어떤 특성이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거나 삼다’의 의
미를 가지는데(《표준》), 중요한 정보는 대상과 그 대상이 가지는 자격이며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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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전달하는 의미는 동사가 생략되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생략이 빈번하
게 일어난다. (13다)는 명사와 결합하는 ‘이-’가 생략된 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 생략은 동작성 명사 뒤의 ‘-하-’의 생략보다 빈도가 낮고 특정 구문에 국한되
는 경향을 보이지만 서술어에서 의미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부분이 생략된다는 점
에서 생략의 기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술어의 일부나 전부가 생략되
는 부사절은 주로 문어 코퍼스에서 많이 발견된다. 
  한편, 부사격조사 ‘으로’와 관련이 있는 특수한 형태의 부사절로는 아래와 같은 예
도 있다. 

  (14) 가. 그림 1은 대상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대상지역은 단독주택지 위주의 전형적인 
주거지를 나타내며 대상지의 중심부에 상업시설이 일부 집중되어 있다.

 나. 아래 예 (15)는 인칭대명사가 대용어로 쓰인 예로서 (15가)에서는 재귀대명
사 ‘자기’가 쓰였다.

위의 예 (14)는 (13나)의 예와 비슷한 구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구성이다. 
본래 (14)와 같은 문장에서 ‘(으)로(서)’는 주어인 ‘그림 1’, ‘아래 예 (15)’의 지위
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뒤에는 이들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나타나
야 한다. 그러나 (14)의 예에서는 ‘(으)로(서)’ 뒤에 새로운 주어를 가지는 또 다른 
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으)로(서)’는 서술격조사의 활용형인 ‘이며’ 
정도로 대치될 수 있다. 즉, 부사절과 그 의미와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에 대하여 이현희(1994 : 57-58), 김혜영(2018 : 194) 등에서는 
중세국어의 기형적 명사문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서술격조사
가 없는 [NP1이 NP2] 형태의 기형적 명사문에 다시 조사 ‘(으)로(서)’가 결합하였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부사절이라기보다는 부사격조사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부사절 중에는 일종의 연어를 이루는 것들이 있으며, 그들 중에는 문법적 
연어로 분류되어 온 것들도 있다. 문법적 연어란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가 통사적
으로 긴 하게 결합한 것으로 선택의 주체인 연어핵(어휘요소)이 연어변(문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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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약적으로 선택한 구성’을 가리킨다(임근석 2006). ‘~에 대하여, ~을/를 비롯하
여’와 같은 것들이 문법적 연어의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적 
연어 중에는 부사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며, 그 구성 내부에 부사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다. 

  (15) 가. 학자들은 이중 주어 구문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중 목적어 구문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나. 유아기는 부모를 비롯하여 또래, 이웃과의 확장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시기
로 이 시기의 정서지능은 이후의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Lee, 2005).

예를 들어, 위의 예 (15)에서 ‘이중 목적어 구문에 대해서는’과 ‘부모를 비롯하여’는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고 ‘이중 목적어 구문에’는 다시 해당 절의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적 연어들은 조사나 어미의 기능을 한다고 분석되기도 한다(임근석 
2005, 2006, 2009, 박형진 2009 등). 예를 들어, ‘~에 대하여’는 목적격 조사 ‘을/
를’의 기능을 한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적 연어들이 반드시 특정 조사나 
어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가. 연구자는 교사에게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기와의 만나기 전 준
비 활동에 대해 안내하였다.

 나. 드라마에 대해선 빠삭하드라고 얘가.

위의 예 (16)은 ‘~에 대하여’가 코퍼스에서 나타난 예이다. 앞서 예를 든 ‘~에 대하
여’는 목적격 조사 ‘을/를’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분석되지만 ‘을/를’과 달리 자동사
가 서술어인 절에 쓰이기도 하고 이미 ‘을/를’이 결합한 목적어가 있는 절에서 ‘을/
를’ 목적어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16가)의 ‘준비 활동에 대해’의 경우에는 ‘준비 
활동을’로 바꾸어도 문장이 비문이 되지는 않지만 (16나)의 경우에는 ‘드라마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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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16가)와 같이 ‘~에 대해’를 ‘을/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도 바꾸었을 때 의미 변화가 전혀 없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어들을 조사나 어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부사절에서 제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연어가 부사절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 그대로 부사절로 인정하였다. 
  부사절은 단 하나의 어휘, 즉 용언 하나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형태부터 여러 개
의 어휘, 더 나아가 여러 개의 구와 절로 구성된 복잡한 형태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문장에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앞서 살펴본 부사나 부사구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부사형어미가 하나의 의미만 전달하는 것은 아
니며 앞뒤 절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부사절 중에는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와 같이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절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대용언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인데, 현재 접속 부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 중 상당수가 대용언
의 활용형에서 온 것임을 생각하면 예측 불가능한 현상은 아니다. 코퍼스에서 나타
나는 대표적인 예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7) 그래 가지고(갖고), 아니면, 그래도,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
서 등

이들은 후에 하나의 어휘로 인정받아 부사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는 부사절들이다. 
이들 외에도 ‘이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이를 통해, (이를) 종합해 보면, 이로 인해’ 
등과 같이 대명사 ‘이, 그, 저’를 포함하고 있는 단순한 형태의 부사절이나 ‘다시 말
하면,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등과 같은 부사절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관계
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부사절 부사어는 기존의 한국어 문법 논의에서 종속접속절이나 대등접속
절로 보았던 절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양한 어미를 통하여 다양한 의미기능
을 가지는 부사어를 형성한다. 부사절의 일부가 생략되어 형성된 생략 부사어나 부
사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법적 연어들 역시 부사절에 포함되나, 부사형어미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종결어미의 기능을 하는 경우나 보조용언 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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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
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 합계

수 4449 93 5382 4382 515 1038 3 15862
100어절 당 

빈도 8.6 0.2 10.4 8.5 1.0 2.0 0.0 30.7
전체 부사어 

중 비율 28.0 0.6 34.0 27.6 3.2 6.5 0.0 100.0

<표 17>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

본용언절은 부사절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대용언에 부사형어미가 결합한 부사절
은 문장 접속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들 중에는 이미 부사로 인정된 것도 있고 
부사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다. 
 
3.3.2. 사용 양상

  여기에서는 부사절이 연구 대상 코퍼스에서 어떤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를 용례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전체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를 보면, 부사절은 부사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
며 전체 부사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부사형어미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사로 된 부사어에 비해 부사절 부사어는 더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와 기능으로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100어
절 당 부사절의 빈도는 10.4개로 빈도가 대단히 높다. 부사절이 다수의 어절로 구성
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한국어 문장에서 부사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34.0%로 부사어의 1/3은 부
사절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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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일상대화
수 5382 1966 3416

100어절 당 
빈도 10.4 7.6 13.3

전체 부사어 
중 비율 34.0 30.8 36.0

<표 18> 코퍼스별 부사절 빈도

부사절의 빈도를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논문 코퍼스
와 일상대화 코퍼스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인다. 특이한 점은 일상대화 코퍼스의 경우 
부사격조사구나 ‘관형절+체언구’와 같은 비교적 복잡한 형태의 부사어는 논문 코퍼
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고 부사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부사어는 빈도가 높
은 편인데, 비교적 복잡한 구성이라 할 수 있는 부사절 부사어가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체 부사어에서 부사절 부사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논문 코퍼스
보다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더 큰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부사절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상대화에서 
부사형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길게 잇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상
대화는 구어로서 텍스트의 생산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문에 문장을 종결
하지 않은 채로 부사형어미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발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는 문장의 길이를 수정하고 조절하며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
이 용이한 문어 텍스트와는 다른 점이다. 
  이처럼 한국어 텍스트에서 부사어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사절은 
그것이 부사어로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부사형어미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부사절을 구성하는 어미를 분석하는 것은 부사절의 의미와 기능을 확인하는 데
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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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일상대화
어미 종류 55 33 47
용례 수 5381 1966 3416

한 어미당 평균 용례 수 97.8 59.6 72.7

<표 19> 코퍼스 내 부사어에서 사용된 부사형어미의 종류와 용례 수

위의 <표 19>는 코퍼스 내 부사어에서 사용된 부사형어미의 종류와 용례 수를 보
여준다. 이를 보면 부사절의 경우 전체적으로 용례의 수에 비해 사용된 부사형어미
의 수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논문 코퍼스
나 일상대화 코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어미가 반복되어 사
용되는 경향은 텍스트에서 부사절이 많이 사용되는 데에 비해 부사절이 나타내는 
의미의 유형은 그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하나
의 어미가 여러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어미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빈도 부사형어미 목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8)
 

어미 빈도
-고 1084
-아 789
-게 602

-는데 505
-면 459

-어서 362
-며 263

-니까 206
-면서 127

-아야(지) 121
합계 4,518

84.0%

<표 20> 전체 코퍼스에서 나
타난 부사어의 고빈도 부사형
어미

 

어미 빈도
-아 727
-며 262
-고 260
-게 157
-면 84
-이 75

-면서 56
-으나 52
-는데 48
-어서 37
합계 1,758

89.5%

<표 21> 논문 코퍼스에서 나
타난 부사어의 고빈도 부사형
어미

 

어미 빈도
-고 824

-는데 457
-게 445
-면 375

-어서 325
-니까 206

-아야(지) 117
-다(가) 106
-어도 96
-면서 71
합계 3,022

88.5%

<표 22> 일상대화 코퍼스에
서 나타난 부사어의 고빈도 
부사형어미

18) 아래 표의 부사형어미는 가독성을 위해 다양한 이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미라 하더라도 
하나의 형태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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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0~22>는 전체 코퍼스와 논문 코퍼스, 일상대화 코퍼스의 부사어에서 
나타나는 고빈도 부사형어미 상위 10개를 보인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위 
10개의 고빈도 부사형어미가 부사절 용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를 나눠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표 
21~22>에서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셀의 부사형어미는 전체 코퍼스에서도 고빈도 
부사형어미 목록에 포함된 것들이다. 이들을 보면 전체 코퍼스의 고빈도 부사형어미
와 논문 코퍼스 및 일상대화 코퍼스의 고빈도 부사형어미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고, -아/어, -게, -(으)ㄴ데/는데’ 등의 초고
빈도 어미들은 매우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다. ‘-고’는 기존의 
논의에서 대등접속으로 많이 처리되었던 ‘바탕’의 의미 외에도 ‘시간’에 해당하는 의
미를 가지기도 하고, ‘-아/어’의 경우도 ‘시간’의 의미, ‘논리적 관계’의 의미 등을 가
지는 부사절을 만들 수 있다. ‘-게’는 ‘논리적 관계’, ‘방식’, ‘정도’ 등의 의미를 가지
는 부사절을 구성하며, ‘-(으)ㄴ데/는데’는 ‘바탕’의 의미로서 문장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미들은 다양
한 의미를 하나의 어미가 담당하면서 사용 빈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21>과 <표 22>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
화 코퍼스의 고빈도 부사형어미 목록에서 동시에 나타난 어미들이다. 두 텍스트 유
형에서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부사형어미들을 보면 이것이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으)며, -(으)나, -아/어’와 같은 어미들은 문
어에서 주로 쓰이며 구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어미라면, ‘-(으)니까, -다(가)’
와 같은 어미들은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어미이다. 초고빈도 어미이면서 그 의미도 
상당히 다양한 ‘-아/어’의 경우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아/
어서’로 대체되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아/어
서’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부사절 부사어는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특히 논문 텍스트보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부사형어미가 반복적으로 텍스트에서 사용되면서 부사절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자주 사용되는 부사형어미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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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대부분이다. 또한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각각 문어에서만 선호
되는 어미와 구어에서만 선호되는 어미가 고빈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3.4. 기타 구성

  이 절에서는 용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구성 외에 다른 구성
을 가진 부사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용례 분석의 대상은 아니지만 엄
연히 부사어 구성의 또 다른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살펴보는 것은 부사어의 구
성 전체의 특성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3.4.1. 부사격조사구

  여기에서 다룰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는 부사격조사가 문면에 드러나는 부사어를 
말한다. 부사격조사는 체언이나 체언구,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제이다.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구들은 부사격조사와의 결합을 통해 부사
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에서 살펴볼 체언, 체언구, 명사절 부사어 역시 대부
분이 부사격조사의 생략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사격조사구 부사어와 체언 부
사어, 체언구 부사어, 명사절 부사어는 동일한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생략된 
부사격조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 생략된 조사를 복원할 수 없는 체언, 
체언구, 명사절 부사어가 존재하므로 이들 모두를 부사격조사의 생략형이라고 일괄
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모든 부사격조사가 생략 가능한 것도 아니고, 부사격
조사가 문면에 드러날 경우 부사어의 기능을 표시하고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부사
격조사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사격조사 부사어를 별도로 구분
하였다. 
  일반적으로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구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사격조
사가 결합되어야 하므로,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는 체언, 체언구, 명사절 부사어에 비
해 그 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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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
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 합계

수 4449 93 5382 4382 515 1038 3 15862
100어절 당 

빈도 8.6 0.2 10.4 8.5 1.0 2.0 0.0 30.7
전체 부사어 

중 비율 28.0 0.6 34.0 27.6 3.2 6.5 0.0 100.0

<표 23>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

전체 논문 일상대화
수 4382 2985 1397

100어절 당 
빈도 8.5 11.5 5.5

전체 부사어 
중 비율 27.6 46.8 14.7

<표 24> 코퍼스별 부사격조사구 빈도

위의 표를 보면, 부사격조사구 부사어의 빈도는 부사절과 부사 다음으로 높고 전체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6%에 이른다. 결국 한국어의 부사어는 부사와 부사
절 그리고 부사격조사구,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큰 축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부사격조사구 부사어의 텍스트 유형별 쓰임을 보면 다른 구성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나타난다. 

위의 <표 24>는 코퍼스별 부사격조사구의 빈도를 보인 것이다. 이를 보면 논문 코
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격조사구의 빈도가 일상대화 코퍼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부사어의 수는 일상대화 코퍼스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
사격조사구의 수는 논문 코퍼스가 더 많으며, 100어절 당 빈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논문 코퍼스에서는 부사격조사구가 전체 부사어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논문 코퍼스의 부사어는 부사격조사구가 주축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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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일상대화
조사 종류 20 13 18
용례 수 4382 2985 1397

한 조사당 평균 용례 수 219.1 229.6 78

<표 25> 코퍼스 내 부사어에서 사용된 부사격조사의 종류와 용례 수

이다. 
  부사격조사구 부사어의 경우 체언 및 체언 상당어구에 어떤 조사가 결합하는지가 
그 부사어의 의미 부류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사격조사구 부사어의 의미기능은 
조사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부사격조사와 결합하여 부사격조사구를 이루는 대상
들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지만, 코퍼스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사격조사의 종류는 
비교적 한정적이다.
  

위의 <표 25>는 코퍼스의 부사어에서 나타난 부사격조사의 종류와 용례 수를 밝혀 
적은 것이다. 이를 보면 전체 코퍼스에서 사용된 조사의 종류는 20개로 그 수가 많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한 조사당 평균 용례수는 219.1개에 달하게 되는
데, 부사형어미 하나의 평균 용례 수가 97.8개임을 생각하면 부사격조사의 반복적인 
사용이 매우 두드러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
를 비교해 보면 두 코퍼스에서 부사격조사의 사용 양상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부사격조사구 부사어의 용례 수는 일상대화 
코퍼스의 2배가 넘는 데 반해 조사의 종류는 일상대화 코퍼스보다 적다. 이 때문에 
논문 코퍼스의 조사 하나 당 평균 용례 수는 229.6개로 전체 코퍼스보다도 많은 반
면, 일상대화 코퍼스의 조사 하나 당 평균 용례 수는 78개로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경향은 구어가 가지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고빈도 부사격조사의 목록을 
통해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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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빈도
에 1666
로 1115

에서 636
과 304
고 258

보다 100
한테 95
합계 4,174

95.3%

<표 26> 전체 코퍼스 부사어
의 고빈도 부사격조사

 

조사 빈도
에 1049
로 900

에서 466
과 301
고 94

보다 62
로서 33
합계 2,905

97.3%

<표 27> 논문 코퍼스 부사어
의 고빈도 부사격조사

 

조사 빈도
에 617
로 215

에서 170
고 164

한테 95
(이)랑 45
보다 38
합계 1,344

96.2%

<표 28> 전체 코퍼스 부사어
의 고빈도 부사격조사

위의 <표 26~28>은 코퍼스의 고빈도 부사격조사 상위 7개를 보인 것이다. 전체 
코퍼스의 경우 35%의 조사가 95.3%의 용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논문 코퍼스의 
경우 53.8%의 조사가 97.3%의 용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대화 코퍼스의 경우 
38.9%의 조사가 96.2%의 용례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텍스트 유형을 막론하
고 고빈도 부사격조사들이 용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 (으)로, 에서, 고(인용), 보다’와 같은 고빈도 조사는 텍스트 유형과 관계없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에, (으)로, 에서’는 각각이 나타
낼 수 있는 의미가 다양하여 여러 의미의 부사어에 사용될 수 있어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고’나 ‘보다’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는 아니지만 그것을 대체
할 수 있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부사격조사가 없는 조사라서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상대화 코퍼스의 경우 논문 코퍼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한테’와 ‘(이)랑’이 고
빈도 부사격조사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들은 문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구어나 구어체 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사격조사이다. ‘(이)랑’은 
논문 코퍼스의 고빈도 조사인 ‘와/과’가 쓰여야 할 자리에서 이를 상당수 대체하고 
있으며,19) ‘한테’는 ‘에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 구어에서 적극적으로 쓰이고 
19) 일상대화 텍스트의 경우 ‘(이)랑’의 용례는 45개가 나타나며, ‘와/과’의 용례는 3개가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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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부사격조사의 쓰임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더 많은 종류의 부사격조사
가 사용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즉,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문어에서 쓰이는 부사격
조사도 사용되지만 여기에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사격조사가 함께 쓰이면서 사
용되는 조사의 종류가 늘어난 것이다. 
  위에 언급한 ‘한테, (이)랑’ 외에도 부사격조사의 경우 구어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하고, 보고, 마따나’와 같은 것들은 문어에서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이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쓰일 수 있는 부
사격조사 ‘와/과, 에게, 대로’ 등이 있지만 구어에서는 ‘하고, 보고, 마따나’ 등이 이
들을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부사격조사구 부사어의 경우는 부사격조사 뒤에 다양한 보조사가 결합하여 
그 의미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준다. ‘은/는, 만, 도, (이)나’ 등과 같은 보조사가 
자주 결합하며, ‘다(가)’와 같이 주로 부사격조사 뒤에 결합하여 부사어의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도 있다. 
  이와 같이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는 한국어 부사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은 수의 부사격조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논문 
텍스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구어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조
사들이 나타난다. 

3.4.2. 체언

  체언인 부사어는 부사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체언으로 된 부사어를 가리킨다. 체
언은 본래 부사격조사 없이는 부사어로 쓰이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문장에서는 체
언이 단일 어휘로, 또는 보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
다. 

  (18) 가. 이때 반복되는 후행 명사를 대용어 ‘것’이나 ‘놈’으로 대체하는 고치기가 실제 
자료에 많이 확인된다.

 나. 글면 배가 쫌 부르면은 갈비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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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
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 합계

수 4449 93 5382 4382 515 1038 3 15862
100어절 당 

빈도 8.6 0.2 10.4 8.5 1.0 2.0 0.0 30.7
전체 부사어 

중 비율 28.0 0.6 34.0 27.6 3.2 6.5 0.0 100.0

<표 29>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

 다. 집까지 태워다 줬잖아.

위의 예 (18)은 체언으로 된 부사어가 나타난 문장의 예이다. (18가)의 ‘이때’는 부
사격조사 ‘에’가 생략되었고, (18나)의 ‘갈비’는 조사 ‘와/과’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다)의 경우는 명사 ‘집’에 보조사 ‘까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집’ 뒤에서 부
사격조사 ‘에’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구조의 절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부사격조
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19) 이처럼 관점을 달리하여 고쳐 말하는 현상은 다양한 성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16)은 주어, (17)은 목적어, (18)은 부사어에서 관점 바꾸기가 행해진 경우이다.

예 (19)와 같은 문장은 문어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주어’와 ‘목적어’ 뒤에서 조사 
‘에서’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는 비슷한 구조의 절이 반복될 
때 반복되는 부분은 마지막 절에서만 모두 나타나고 나머지 절에서는 생략되며, 이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사격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처럼 체언으로 된 부사어는 대부분 문맥에 의해서 유추가 가능한 부사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사격조사가 쉽게 생략되는 것
은 아니다. 이 때문에 체언으로 된 부사어는 부사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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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일상대화
수 515 121 394

100어절 당 빈도 1.0 0.5 1.5
전체 부사어 중 비율 3.2 1.9 4.2

<표 30> 코퍼스별 체언 부사어 빈도

위의 표를 보면 단일 어휘 체언 하나만으로 구성된 부사어의 용례는 코퍼스 전체에
서 515회 나타났으며, 이는 100어절 당 1회의 빈도로 전체 부사어의 3%를 차지한
다. 이를 보면 부사나 부사절 또는 부사격조사구와 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사
어에 비해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일 어휘 체언으로 구성된 부사어의 
대부분을 부사격조사의 생략이라고 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부사격조사구 부
사어의 특수한 형태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체언 하나로 구성된 부사어의 용례를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로 나누어 살
펴보아도 낮은 빈도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논문 코퍼스보다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체언으로 된 부사어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부사와 같
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부사어를 선호하는 구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단일 어휘 체언이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은 체언의 의미에 따라 빈도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사로 된 부사어 중 대다수는 시간 및 공간을 나타
내는 부사어이다. 시간 및 공간 부사어의 경우는 명사의 의미만으로도 그것이 부사
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부사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으로 보인다. 

  (20) 시간 : 그동안, 지금, 이때, 첫째, 둘째, 오랫동안, 향후, 과거, 그날 등 
공간 : 여기, 거기, 저기, 어디, 대학교, 노래방, 상계동, 세미나, 우리나라 등

또한 동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와/과’ 역시 쉽게 생략되어 단일 어휘 명
사의 형태로 부사어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이 부사어들이 함께 쓰이는 서술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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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사, 대칭 동사 등으로 불리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부사
격조사가 생략되어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어 생략이 쉽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의상, 성격상’ 등과 같이 접미사 ‘-상(上)’에 의해 형성된 명사들도 단독으
로 부사어로 쓰인다. 명사뿐만 아니라 대명사, 수사도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단독
으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부사어로 쓰인 대명사는 ‘여기, 저기, 거기, 어디’와 같
이 공간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대부분이다. 
  한편, 사전에서 보조사로 분류된 일부 조사의 경우 명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나
타나면 부사어를 형성하는 것들이 있다. 

  (21) 가. 병욱이한테 나름대로 어울릴 거야.
 나. 학교 가는 거는 교통수단 택시밖에 없는데.
 다. 근데 뉴코아 물건이 싸요, 백화점치고.

《표준》에서 보조사로 분류되어 있는 ‘대로’는 그 의미가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
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기술되어 있는데, 의미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명사와 결합하면 부사어를 형성한다. ‘대로’가 ‘~에 따라, ~와/과 같이’나 조
사 ‘(으)로’ 등으로 교체되는 것이 가능한 것도 ‘대로’가 부사어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1가)는 이러한 ‘대로’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려》의 경우
에는 ‘대로’를 부사격조사로 분류하고 있다.20) ‘밖에’의 경우는 ‘대로’보다 좀 더 복
잡하다. ‘밖에’는 《표준》과 《고려》 모두에서 보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밖에’를 
보조사로 보는 관점에서는 (21나)와 같은 문장에서 ‘택시밖에 없는데’가 ‘택시가 없
는데’에서 주격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쓰인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밖에’가 쓰이
면 문장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택시가 없는데’는 택시의 부재를 나타내지만 
‘택시밖에 없는데’는 택시의 존재와 다른 교통수단의 부재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

20) ‘대로’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 외에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조사 ‘대로’를 《표준》은 보조사로, 《고려》는 부사격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 경우에도 ‘대로’는 부사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보지
만 본 논의에서 다루는 코퍼스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대로’의 용례가 나타나지 않
았으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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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밖에’의 의미 기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에서는 ‘밖에’의 
의미를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밖에’는 대상의 범위를 제시하고 그 뒤에
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이어져 제시한 범위의 외부에서는 해당하는 것이 없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밖에’가 명사에 결합하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의 범위를 제시하는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1나)와 같은 예문에서 ‘택시밖에’는 ‘택시 외에는’과 같은 부사어로 교체가 가능하
다는 것도 ‘밖에’가 결합한 명사가 부사어임을 보여준다. (21다)의 조사 ‘치고’ 역시 
‘밖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치고’는 《표준》과 《고려》 모두에서 보조사로 처
리하고 있다. 《표준》에서는 ‘치고’의 의미를 ‘그 전체가 예외 없이’ 또는 ‘그중에서
는 예외적으로’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기술에 따르면 ‘치고’가 결합한 명사는 부사
어가 될 수밖에 없다. (21다)의 ‘백화점치고’의 경우 ‘백화점 중에서는(예외적으로)’
과 같이 부사어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치고’가 부사어를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
다. 이처럼 보조사가 명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사용될 때 늘 부사어를 형성한다면 
이들은 부사격조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단일 어휘 체언 형태의 부사어 중에는 접속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다. 

  (22) 가. 반면 선행 발화의 반복 없이 새로운 명사만으로 후행 발화가 만들어진 경우
는 이 두 의미 관계를 다 나타낼 수 있다.

 나. 첫째,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킨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을 증진시킨다.

(22가)의 ‘반면’은 뒤에 부사격조사 ‘에’가 생략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앞의 문
장과 대조되는 내용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첫째, 둘
째’의 경우는 그 뒤에 부사격조사 ‘(으)로’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등한 내
용이 나열됨을 표시하는 접속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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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
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 합계

수 4449 93 5382 4382 515 1038 3 15862
100어절 당 

빈도 8.6 0.2 10.4 8.5 1.0 2.0 0.0 30.7
전체 부사어 

중 비율 28.0 0.6 34.0 27.6 3.2 6.5 0.0 100.0

<표 31> 부사어의 구성별 빈도

3.4.3. 체언구

  체언구는 수식을 받는 체언과 그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이루어진 구이다. 이
들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관형사+체언’, 
‘체언+조사 ‘의’+체언’, ‘(수식)체언+(피수식)체언’, ‘관형절+체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인용 조사 없이 사용된 피인용문도 문장 안에서 명사구와 유사한 특성
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들 중 문장에서 부사
어로 쓰인 것들이 여기에서 살펴볼 대상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체언구에서 나타나는 수식어의 형태로는 관형사, 체언구+
‘의’, 명사, 관형절 등이 있다. 

  (23) 가. 거 사람들은 하루 환자 보고 그 이틀날(이튿날) 수술허고.
 나. 채도의 경우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골고루 나타나 다양한 채도 값을 보였

다.
 다. 지금 스무 살 때 만났으니까 육년 째지.
 라.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문장 구조 또는 발화 전략을 바꾸는 경우, 후행 발화는 

선행 발화와 다른 문장 구조를 갖게 된다.
  

위의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체언구는 전체 부사어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구성으로, 그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체언, 체언구, 명사절 부사어 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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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일상대화
수식어의 종류 관형절 기타 전체 관형절 기타 전체 관형절 기타 전체

수 365 673 1038 204 233 437 161 440 601
100어절 당 

빈도 1.3 0.7 2.0 0.9 0.8 1.7 0.6 1.7 2.3
체언구 부사어 
중 비율(%) 35.2 64.8 100.0 46.7 53.3 100.0 26.8 73.2 100.0

<표 32> 코퍼스별 체언구 빈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관형절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담
을 수 있는 수식어를 가지는 구성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가지는 부사구의 빈도와 비교했을 때 체언구
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언구 수식어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부사어 역할을 하는 체언구
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구성은 관형절이 체언구를 수식하는 구성이다. 이러한 
형태의 체언구는 전체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체언구 부사어의 35.2%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관형절이 체언구를 수식하는 구성의 비율은 논문 코퍼스와 일상
대화 코퍼스에서 차이를 보인다. 논문 코퍼스에서는 관형절이 체언구를 수식하는 구
성이 전체 체언구 부사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그 빈도가 높은 반면, 일상
대화 코퍼스에서는 그 비중이 26.8%로 줄어든다. 이는 복잡한 구성보다는 단순한 
구성을 가지는 부사어의 빈도가 높은 일상대화 텍스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일치한
다. 이러한 경향은 발화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서 논문 텍스트가 격식적 문체를 사용하는 텍스트 유형이라는 점
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체언구+조사 ‘의’’가 체언구를 수식하는 구
성 역시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조사 ‘의’가 구어에서 쉽
게 생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 외에 특정한 장소나 단체 등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구가 부사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89 -

  한편 관형절과 그 절이 수식하는 체언으로 된 체언구 부사어는 체언의 수식어가 
관형절이기 때문에 다른 체언구 부사어와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체언이나 관형
사 또는 ‘체언구+조사 ‘의’’에 비해 관형절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형절을 가진 체언구 부사어가 다른 체언구 부사어에 비해 많이 사
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수식을 받는 체언의 어휘적 의미가 희미할 경우 해
당하는 부사어가 전달하는 의미는 대부분 관형절을 통해 표현되게 되므로, 결과적으
로는 관형절이 해당 부사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관형절+명사(+조사)’로 구성된 부사어 중 ‘명사(+조사)’ 
부분의 의미가 약해지고 관형절의 의미가 부각되어 부사형어미에 의해 형성된 부사
절 부사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구성에 대해 주목한 논의들이 있었다. 대표적
으로 채숙희(2002)에서는 이들을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이라고 명명한 
뒤 이들을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각각의 목록을 제시하였다.21) 

21) 채숙희(2002)에서 제시한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의 분류와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부류 : 관형사형어미의 선행과 조사의 제약이라는 제약적인 환경에서 형성된 연결
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

      예) -ㄴ 가운데(에), -ㄹ 겸, -ㄴ 고로, -ㄴ 관계로, -ㄴ 길로, -ㄴ 길에, -ㄴ 김
에, -ㄴ 끝에, -ㄴ 나머지, -ㄴ 대로, -ㄴ 대신(에), -ㄴ 덕에, -ㄴ 덕으로, -ㄴ 
덕분에, -ㄴ 덕분으로, -ㄴ 덕택에, -ㄴ 덕택으로, -ㄴ 도중(에), -ㄴ 동시에, -
ㄴ 등, -ㄴ/ㄹ 듯,  -ㄴ/ㄹ 듯이, -ㄴ 마련으로, -ㄴ/ㄹ 마당에, -ㄴ 만큼, -ㄴ 
바람에, -ㄴ 반면(에), -ㄹ 뿐, -ㄴ 서슬에, -ㄹ 셈으로, -ㄴ 양, -ㄹ 양으로, -
ㄴ 이래(로), -ㄴ 이상, -ㄴ 족족, -ㄴ 중(에), -ㄴ 즉, -ㄴ 차에, -ㄴ/ㄹ 참에, 
-ㄴ 채(로), -ㄴ 척, -ㄴ 체, -ㄴ 탓에, -ㄴ 탓으로, -ㄴ 터에, -ㄴ 터로, -ㄴ 
통에, -ㄴ/ㄹ 판에, -ㄴ 판국에, -ㄴ 한

나. 제2부류 : 선·후행 요소에 제약이 없는 명사가 쓰였으나,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이루
는 시간·조건·인과 관계 등을 직접 나타내는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이 될 수 있는 것들

예) -ㄴ 결과, -ㄴ/ㄹ 경우(에), -ㄴ 까닭에, -ㄴ 까닭으로, -ㄴ 날에는, -ㄹ 녘
(에), -ㄴ 다음(에), -ㄴ/ㄹ 동안(에), -ㄴ 뒤(에), -ㄹ 때까지, -ㄹ 때(에), -
ㄹ 무렵(에), -ㄴ/ㄹ 사이(에), -ㄴ 이후(에), -ㄹ 적에, -ㄹ 제, -ㄹ 즈음(에), 
-ㄴ 후(에)

다. 제3부류 : 선·후행 요소에 제약이 없는 명사가 쓰였으나, 전체 구성이 특정한 연결어미
로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쓰이게 된 
경우

예) -ㄴ 데(에)다가, -ㄴ/ㄹ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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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가. 너 어렸을 때 엄마 목 아파 가지고 물파스 이르케(이렇게) 발르고 자고 한
 나. DEM만을 활용한 경우 지표 유출수의 거동은 지표고의 형상에 따라 자연유하

하면서 맨홀로 유입·배수되는 형태를 취한다.
 다. 종합적으로 18세기 궁정 화가 다섯 명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각 화가의 회화 

경향과 당시 복식에 사용된 색채 경향이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24)는 채숙희(2002)에서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제시한 부사어가 
코퍼스에서 사용된 예를 보인 것이다. 채숙희(2002)에서는 이들을 ‘연결어미 상당’ 
즉, 연결어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본 논의에서는 ‘연결어미’를 
‘부사형어미’로 보고 있으므로 이들은 곧 부사형어미의 기능을 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언구 중에는 앞에 오는 관형절이나 뒤에 오는 조사에 제약이 있
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또한 명사 뒤에 조사가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조
사가 결합한 형태로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물론, ‘관형절+명사’ 부사어의 상당수는 부사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이지만 
그렇지 않은 구성도 있다. 앞서 제시한 의존명사 ‘데’가 피수식어인 부사어 외에도 
명사 및 명사구 부사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조사 ‘와/과’가 생략된 부사어는 
‘관형절+명사’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25) 음, 그 여자에 대해서 편견 섞인 말 같은 건 조심해야지.

  한편 체언구 부사어를 이루는 체언들 중 의존명사는 수식을 받지 않으면 단독으
로 문장에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단일 어휘 명사로 구성된 부사어로는 쓰일 수 
없는 반면, 수식어와 함께 명사구를 이루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난
다. 
 
  (26) 가. 누구 결혼식 때 온 적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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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서 사전 검사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정서지능은 동질적이라 할 
수 있다.

 다. 야, 딴 데 가서 이차를 하자.

예 (26)은 의존명사로 이루어진 체언구 부사어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부사
어 중에는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관여하는 부사어가 많다. ‘때, 시’
를 비롯하여 ‘전, 후, 말’ 등과 같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나 ‘동안’
과 같이 기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들이 주로 사용된다. 공간 부사어로는 (26다)와 
같이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데’가 많이 쓰인다. 그 외에도 대상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로 주로 쓰이는 의존명사 ‘가운데, 중’이나 ‘대신, 정도’도 부사어로 쓰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경우’ 역시 수식어를 동반하여 체언구 형태의 부사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문어에서 쓰이면서 다른 의존명사와 달리 ‘명사+조사 ‘의’’의 수식을 주로 받
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7) 특히 D지역 반시 품종의 경우 다른 지역 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과당의 함유량을 
보였다.

  체언구로 된 부사어들 역시 다른 부사어와 마찬가지로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데, 체언구로 된 부사어가 시간 및 공간 부사어로 주로 쓰이다 보니 보조사 ‘까지, 
부터, 대로’ 등이 주로 결합한다. 

  (28) 가. 내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안 떨어지잖아.
 나.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애들이 젤 재수 없었었어.

  체언구 부사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면, ‘관형절+체언’ 형태의 체언구를 제외
한 체언구 부사어들은 체언 부사어와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어와 공간 부사어가 명
사구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동반의 기능을 가지는 부사어도 비교적 많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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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부사격조사 ‘에, (으)로, 와/과’ 등이 생략된 체언구가 대부분
이다. 특히, 기간이나 거리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흔히 ‘수
량사구’라고 부르는 체언구를 통해 기간이나 거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관형절+체언’ 부사어의 의미 역시 다른 체언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간 부사
어, 공간 부사어 등이 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체언 및 체언구 부사어와 비슷한 양
상이지만, 부사절처럼 쓰이는 구성도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로는 ‘때, 전, 후, 
뒤, 날, 다음, 무렵’ 등과 같은 다양한 명사가 쓰이며, 공간 부사어에서 자주 쓰이는 
의존명사 ‘데’ 역시 많이 사용된다. 다만, 다른 체언구 부사어에서는 ‘데’가 주로 공
간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 ‘관형절+체언’ 부사어에서
는 ‘일, 것, 경우’ 등을 가리키는 좀 더 추상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3.4.4. 명사절

  명사절 부사어는 명사형 어미에 의해 형성된 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명사형 어미로는 ‘-음, -기’ 정도가 있겠으나, 코퍼스에서는 ‘-기’가 쓰
인 용례가 단 세 번 나타난다. 이때 ‘-기’에 의해 형성된 명사형 어미는 모두 보조
사 ‘까지’와 결합한 상태로 나타났다. 

  (29) 가. 감(Diospyros kaki)은 동양이 원산지인 과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아열대부터 온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우
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적합하여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서나 널리 
재배되고 있다(1,2).

 나. 그니까 불꽃이 튄다는 말이 그냥 친구 사이에서는 우정으로 발전되기까지 시
행착오도 많이 겪고 많이 싸우고 좀 뭐라 그럴까.

 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명사절은 보조사 없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기 어렵고 보조
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그 의미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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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3.5. 소결

  3장에서는 부사어들을 구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와 특성, 사용 양상을 살
펴보았다. 
  먼저 부사인 부사어는 부사어의 가장 전형적인 구성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를 
제외한 모든 부사가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부사는 보조사의 결합, 축약형, 비표준
어형의 사용, 음소의 변형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담화표지의 기능을 하
기도 한다. 부사인 부사어는 텍스트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특히 특정 부
사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정도 부사와 부정 부사,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사구 부사어는 크게 ‘수식 부사어+피수식 부사’ 구성과 ‘보충어+부사’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사구 부사어는 빈도가 비교적 낮고 전체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 이는 그 구성과 의미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사절 부사어는 기존의 한국어 문법 논의에서 종속접속절이나 대등접속절로 보
았던 절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양한 어미를 통하여 다양한 의미와 기능의 부
사어를 형성한다. 부사절 부사어는 전체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특히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 또한 특정한 부사형어미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텍스트에서 사용되면서 부사절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 기타 구성으로 부사격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이 있다.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는 한국어 부사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빈도가 높다. 적은 수의 부
사격조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논문 텍스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체언 부사어는 대부분 문맥에 의해서 유추가 가능한 부사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부사격조사가 쉽게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이 때문에 체언 부사어는 그 빈도가 높지 않다.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체언, 부사
격조사 ‘와/과’가 생략된 체언, 접미사 ‘-상’에 의해 형성된 체언들이 비교적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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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다. 체언구 부사어는 그 형태가 비교적 다양하고 체언, 체언구, 체언절 
부사어들 중에서는 빈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관형절이 체언을 수식하는 형태의 
체언구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관형절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명사절 부사어는 텍스트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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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사어의 의미기능

  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의미기능의 분류에 따라 부사어를 분류하고 각 부류에 
해당하는 부사어들의 특성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부사어의 의미기능은 
부사어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크게 상황 표시 기능, 입장 
표시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상황 표시 기능과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
들은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시하는가에 따라 ‘공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 
정도 부사어, 방식 부사어, 논리적 관계 부사어, 바탕 부사어, 부정 부사어, 양태 부
사어, 영역 부사어, 양식 부사어’로 세분된다. 이 장에서는 부사어의 의미기능에 주
목하여 상황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와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분류한 뒤 각 유형의 범주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범주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의미들이 
각 유형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부사어들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사어의 특성을 비교하며 검토할 것이다. 한편, 부사어 중에는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도 있다. 접속 기능의 경우 앞서 2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상황 
표시 기능, 입장 표시 기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접속 기능은 상황 표시 기능이
나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가 특정한 맥락에서 부수적으로 갖게 되는 의
미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접속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사어들
이 나타낼 수 있는 접속의 유형과 접속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부사어의 의미 부류
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것이다.

4.1. 상황 표시 기능

  부사어의 상황 표시 기능은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더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상황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들은 동작이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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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부가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절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사
건에 대해 어떤 정보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그 하위 부류가 나누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황 표시 기능을 하는 부사어를 다시 나누면 ‘공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 정도
부사어, 방식 부사어, 논리적 관계 부사어, 바탕 부사어, 부정 부사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1.1. 공간 부사어

  공간 부사어(space adverbials)는 동작이나 사건, 상태와 관련이 있는 공간을 명
시하는 부사어이다. 이때 ‘공간’에는 일정한 위치, 즉 지점이나 범위, 거리, 방향, 시
발점, 도달점, 수혜자, 수신자, 관계점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된다. 또한 
공간 부사어는 구체적,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공간의 개념까지도 포함
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태와 관련을 맺고 있
는 대상이라든지 마음이나 감정의 방향,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나 직군, 학문
계 등과 같은 개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더해 텍스트나 발화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간 부사어가 가지는 의미는 여러 유형으로 세분
화될 수 있다.

  ① 위치(position)

  먼저,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나타나는 위치를 가리킬 수 
있다. 이것은 특정한 지점일 수도, 일정한 범위일 수도 있다.

  (1) 가. 그, 그 사람이 어느 음식점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약을 먹구 났대요.
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입말 담화에 나타나는 명사구의 고쳐 말하기 현상을 

다루었는데
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이미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과다 이용

이나 중독에 대한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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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때 나타나는 담화표지로는 ‘이제’가 가장 널리 쓰이는데, 특히 전남 방언형 
‘인자’는 경남 방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1)의 예들은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 부사어의 예이다. (1가)의 ‘음식점에’는 사람이 
존재하는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1나)의 ‘이 논문에서는’과 ‘한국인들의 입말 담화
에’ 역시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 부사어의 예이다. ‘이 논문에서는’은 ‘다루-’
의 행위가 나타나는 지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입말 담화에’는 명사구가 
나타나는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1다)의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는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며, (1라)의 ‘가장 널리’ 역시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여기에
서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② 거리(distance) / ③ 방향(direction)

  다음으로 공간 부사어 중에는 거리나 방향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2) 가. 멀리 가고 합승하면 (택시비가)십오만 원 이렇대.
나. 고쳐 말하기는 대부분 바로 인접하여 일어난다.

  (3) 가. 야 일루 와 그럼 너두.
나. 단순하고 부작용이 없는 대신 오히려 당신이 그러니까 <name1>이가 다정하

게 보였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위의 예 (2)와 (3)은 각각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공간 부사어를 보인 것이다. 
(2가, 나)의 ‘멀리’와 ‘바로’는 각각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3
가)의 ‘일루’는 화자와 가까운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어이고 (3나)의 ‘그쪽으로’는 앞
에 나온 ‘<name1>이’와 가까운 쪽을 가리키는 방향 부사어이다. ‘그쪽으로’의 경우
는 마음, 호감의 방향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방향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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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시발점(source) / ⑤ 도달점(goal)

  (4) 가. (전략)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지표수와 해당 지점의 하수관거에서 월류되는 월
류수 등이 합쳐진 지표면 유출수의 유출경로가 (후략)

나. 위의 단계는 글말의 통사적 구성이 입말의 사용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
하였고 (후략)

  (5) 가. 그런데 인간생활에 유용되는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미디어 간의 결합과 해체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이와 함께 중독에 대한 개념이 인터넷, 쇼핑, 게임 등 인간의 
행위중독까지로 확장되고 있다.

나. 이 뿌리가 거 깊게 여기까지 난 사람은 위험하지.

위의 (4)와 (5)는 각각 시발점과 도달점을 나타내는 부사어의 예를 보인 것이다. 
시발점과 도달점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는 보조사 ‘부터’와 ‘까지’가 아주 적극적으
로 사용된다. 

  ⑥ 수혜자(recipient) / ⑦ 수신자(addressee)

  또한 수혜자, 수신자를 나타내는 부사어도 공간 부사어라 할 수 있다. 이때 ‘수혜
자’라 함은 반드시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여 동사류
의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수혜자가 받는 대상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
니다. ‘수신자’는 발화나 표현 행위를 보거나 듣는 사람을 가리킨다. 

  (6) 가. 내가 너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주면은 내가 성을 간다 막 이러잖아. 
나. (전략) 의료인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면서 (후략)
  (7) 가. 공감은 타인의 경험과 느낌을 체험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과정과 그때의 정서를 

자신의 것인냥 느끼는 정서적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타인에게 표현하는 복합적
인 과정이며(Sin, 1994)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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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래 뭐든지 이상이 있으면 얼른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얼 얼  해야 돼.

위의 예 (6)과 (7)은 각각 수혜자와 수신자의 예를 보인 것이다. (6가)의 ‘너한테’
는 남자를 소개받는 사람을 제시하는 수혜자 공간 부사어이고 (6나)의 ‘환자에게’ 
역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제시하는 수혜자 공간 부사어이다. 또한 (7가, 나)
의 ‘타인에게’와 ‘식구들한테’는 표현과 얘기를 듣는 수신자를 가리키는 수신자 공간 
부사어이다.

  ⑧ 관계점(related object)

  한편, 앞서 살펴본 공간 부사어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공간 부사어로 ‘관계점’ 
공간 부사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서정수(1994/2013)에서 제시한 것이
다. 관계점 부사어란 동작이나 상태가 추상적으로 미치는 관련 대상을 나타내는 것
이다(서정수 1994/2013 : 826). 이 부사어는 앞에서 말한 수혜자 부사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행위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더 추상적으
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른 부사어와 차이가 있다. 즉, 이런 부사어들은 행위가 원
격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미치거나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추상적 대상이다. 아래의 
예들은 서정수(1994/2013)에서 제시한 관계점 공간 부사어 예의 일부이다. 

  (8) 가. 그 사람의 작품은 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치었다. 
나. 그 환약은 몸에 좋다. 
다. 그 사람은 외교 문제에 관계하고 있다. 
라. 그 사람은 작문에 관하여 책을 썼다. 
마. 그 평론가는 이 달의 소설에 대하여 비평하였다.    (서정수 1994/2013 : 826)

이러한 관계점 공간 부사어는 연구 대상 텍스트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
히,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 등과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논문 
텍스트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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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 (전략) 또한 오락이나 동영상 감상 어플리케이션 이용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따라서 과거 복식 연구를 통해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다.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중독과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중독은 사실 

다른 차원의 연구이다.
라. 그 잡지가 하여튼 패션에 관계된 잡진데 (후략)

(9)는 연구 대상 코퍼스에서 나타난 관계점 공간 부사어의 예이다. ‘~에 대하-, ~
에 관하-, ~에 따르-’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런 표현들은 일종의 
문법적 연어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관계점 공간 부사어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현
저히 약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공간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공간 부사어의 경우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부사어로 구성된 용례는 그 빈도가 낮
은 편인데, 이는 공간 부사어가 이들과 다른 구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논문 코퍼스와 일상대화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공간 부사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공간 
부사어는 대부분 ‘체언구+부사격조사’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때 부사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다.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로 구성된 부사어 용례가 매우 적
은 것은 ‘공간을 가리키는 체언구+부사격조사’의 경우 공간을 가리키는 체언구를 교
체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반면, 부사나 부사구는 제한된 대상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부사로 된 공간 부사어로는 ‘멀리, 널리, 어디, 일루(이리로), 글리’ 등이 코퍼스에
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부사구인 ‘가장 널리’와 ‘~보다 가까이’ 형태의 부사절이 나
타났다. 이를 보면 부사 중에는 접미사 ‘-이’에 의해 형성된 부사가 공간 부사어로 
자주 쓰이며 거리나 범위,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수의 용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부사어들은 모두 체언구 또는 ‘체언구+부사격조
사’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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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 이때 나타나는 담화표지로는 ‘이제’가 가장 널리 쓰이는데, 특히 전남 방언형 
‘인자’는 경남 방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나. 멀리 가고 합승하면 십오만 원 이렇대.
다. 그게 근까 한두 번은 흥미진진한데, 근데 맨날 지하철 타러 글리(‘그리’의 발

음 오류) 지나가다 보면은, 아, 사람 참 많아 귀찮네.

4.1.2. 시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time adverbials)는 동작이나, 사건, 상태와 관련이 있는 시간을 명시
하는 부사어이다. ‘공간’의 개념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간’에도 역시 특정 시점뿐만 
아니라 기간, 빈도, 순서, 시작점, 완료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점과 유사한 의미
인 동시를 나타내는 부사어, 순서와 유사한 의미인 계기를 나타내는 부사어 등도 시
간 부사어에 해당한다.  

  ① 시점(position in time) / ② 동시(concurrence)

  (11) 가. 처음에는 주로 그의 여동생을 초상화의 대상으로 삼아 그녀를 신화적 존재로 
묘사하였으나 (후략)

나. (전략) 나이가 이십대 중반 이렇게 막 가까워지고 이러니까 소개팅 미팅이나 
그런 일회성 만남 같은 거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

  (12) 가. 예 (1)-(3)은 모두 명사구를 고쳐 말한 것이지만, 아래 예 (4)는 앞선 서술
어를 고치면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첨가한 경우이다.

나. 17세기 불규칙적이고 과장된 성격의 바로크 예술이 유행하여 전 유럽으로 확
산되는 동시에 다른 특징을 가진 로코코 양식이 프랑스로부터 시작되어 건축, 
음악뿐만 아니라 직물 패턴과 복식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위의 예 (11)은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11가, 나)의 ‘처음
에는’과 ‘이제는’은 모두 시점 부사어이며, ‘이제’는 ‘조금 전에’, ‘바로 이때에’의 뜻
을 가지는 부사이다. (12)의 예는 ‘동시’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로 근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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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의 부사어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이 곧 문장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간임을 
밝히는 부사어이기 때문이다. (12가)의 경우, 부사형어미 ‘-(으)면서’에 의해 형성
된 부사절이 사용되고 있는데, ‘-(으)면서’는 부사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일어날 때 
동시에 다른 사태가 일어남을 표시하는 부사형어미이다. 따라서 ‘-(으)면서’가 이끄
는 부사절은 문장의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이 부사절의 사태가 벌어질 때임을 나타
내는 시간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12나)의 ‘-는 동시에’ 역시 어미 ‘-는’이 이끄
는 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문장의 사태와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역
시 ‘-는’이 이끄는 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할 때가 바로 문장의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임을 나타낸다. 

  ③ 기간(duration)
  
  (13) 가. 뭐, 아니면 어, 오래 사귀다 보면, 사실 얼굴 같은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별

로.
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햇수로 오 년 가까이 봤는데 재수 없다면 안 놀지.
다. 끝나는 시간은 작별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카페트 주위를 

돌면서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건넨다.

예 (13)은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의 예이다. ‘오래’는 ‘긴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이고 ‘오 년 가까이’는 기간을 가리킨다. (13다)의 ‘-는 동안’은 관형절과 그것
의 수식을 받는 명사 ‘동안’으로 구성된 부사어이다. 관형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
하는 기간이 곧 문장의 사태가 발생하는 기간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다. 

  ④ 빈도(frequency)

  (14) 가. ‘인자’는 시간부사로 쓰일 때에는 선행 사태를 접고 후행 사태를 새로이 시작
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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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 저는 가끔씩 가긴 가거든요?
다. 1730-1760년대의 복식의 주조색은 회 Y 계열, 보조색은 탁한 톤의 R 계열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예 (14)는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의 예이다. ‘흔히’는 빈도가 높음을 나타내
는 부사이고 ‘가끔씩’은 빈도가 낮음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가장 빈번하게’는 부사형
어미 ‘-게’가 이끄는 부사절로서 빈도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⑤ 순서(sequence)

  (15) 가. 아냐, 내가 먼저 샀는데 지도 덩달아서 사 준 거야.
나. 첫째,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킨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을 증진시킨다.
다. 인사가 끝난 후 아기를 카페트 위에 내려놓았다.

예 (15)는 순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의 예이다. (15가)의 ‘먼저’는 ‘시간적으로
나 순서상으로 앞서서’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이다. (15나)의 ‘첫째, 둘째’는 서수사
로, 문장에서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하는 순서를 제시해 준다. 한편 (15다)의 예는 
넓은 의미에서 순서의 시간 부사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나타내는 부사
어의 예이다. ‘인사가 끝난 후’는 명사 ‘후’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나타내는 사태 이후
에 순차적으로 ‘아기를 카페트 위에 내려놓’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계기
의 부사어이다. 이와 같은 계기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하나의 사태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들 역시 순서를 나타내는 시
간 부사어라 할 수 있다. 

  ⑥ 시작점(initiation) / ⑦ 완료점(ending)

  (16) 가. 근데 정말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 인제 쫌 인제 돈 웬만하면 안 받을라구 그
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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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일부 상급종합병원 간호조직을 중심으로 신규 때부터 경력별로 달성해
야 할 간호전문직 역량을 제시해주고 (후략)

  (17) 가. (후략) 이 영역에서의 게시물과 활동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책을 만들
어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유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었다.

나. 물론 지금까지 사고 친 적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16, 17)은 시작점과 완료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의 예이다. 시작점
은 어떤 사태가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며, 완료점은 어떤 사태가 
완료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역시 조사 ‘부터’
와 ‘까지’가 결합하여 시작점과 완료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간 부사어의 경우도 아주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텍스트나 담화 내의 다른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8) 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행착오도 없고 뭐든지 처음이잖아.
나. 지금까지 고쳐 말하기가 선행 발화의 의미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

우를 살펴보았다.

(18가)의 ‘아까도’는 ‘조금 전에도’를 의미하는 시간 부사어이다. 구어의 경우 담화
가 지면과 같은 공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발화를 지시할 때 시
간 부사어를 활용하여 지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한편 
(18나)의 ‘지금까지’는 ‘말하는 바로 이때까지’라는 뜻의 시간 부사어인데, 문어인 
논문 텍스트에서 선행 텍스트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문어 텍스트는 지면에 
기록되고 독자 역시 이렇게 기록된 문자를 통하여 텍스트를 수용하기 때문에 텍스
트의 다른 부분을 지시할 때 공간 부사어가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텍스트의 
수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부사어 역시 텍스
트를 지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독자가 이전에 읽은 부분부터 현재 읽고 있는 텍스
트까지를 가리킬 때 ‘지금까지’와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간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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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 부사어는 공간 부사어에 비해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로 구성된 부사어의 빈도가 높으며 그 형태도 다양하다. 시간 부사어는 부사 
또는 부사절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부사구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는 일상대화 텍
스트에서만 아주 드물게 나타나며,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의 차이도 비
교적 분명한 편이다.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특성을 살펴보자.

  (19) 가. 더불어 17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대보다 더욱 많은 수의 초상화가 그려
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18세기에도 이어져 많은 작품을 남겨 현재 과거 복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나. 충분한 시간을 갖는 글말이라면 일어나지 않을 이러한 역행대용이 입말의 담
화에서 흔히 출현하는 것은 이러한 발화의 즉발성 때문이다.

다. (전략) 대상자 중심의 전문직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단위별 핵
심간호실무가 파악되어야 한다.

위의 예 (19)는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예이다. 논문 텍
스트의 경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그리 자주 사용되지 않으며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19가)는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부사 ‘현재’가 쓰인 예이며, (19나)는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흔히’가 쓰인 예이다.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부사는 논
문 텍스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특정 시점을 가리켜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점을 표시할 수 있는 ‘명사+부사격조사’ 구문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간 부사어와 유사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는 ‘흔히’ 외에도 ‘자주, 수시로’ 등이 주로 나타났다. (19다)는 순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의 예이다. 이들은 논문 텍스트에서 실험이나 연구의 과정을 나타낼 때 자
주 사용되며, ‘먼저, 일단, 우선’ 등이 자주 나타난다. 한편, 문어적이고 분명한 사실 
전달이 중요한 논문 텍스트에서는 ‘오늘, 어제’ 등과 같이 직시적인 부사나 불특정한 
시간대를 나타내는 부사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20) 가. 특히 너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침례교에서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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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데 코코스 요새 많이 없어졌잖아.
다. 그러면은, 아 뭘 질문, 남자들은 군대 갔다오고 군대 가기 전이랑, 음, 군대 

갔다오고 나서의 여자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여자는 언제쯤 그게 달라지
냐?

예 (20)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예이다. 시간 부사는 논문 
텍스트보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더 빈도가 높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상대화 텍스
트의 시간 부사가 가지는 특성은 우선 ‘오늘, 어제, 어저께, 그저께’ 등과 같은 직시
적인 부사가 논문 텍스트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즉
각적이며 상황 의존적인 구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
문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사에 보조사 ‘부터’나 ‘까지’가 결합하여 시작점이나 
완료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은/는’이나 ‘도’와 같은 보조사의 결합은 논문 텍스
트에 비해 빈번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 중에서는 앞서 제시
한 ‘오늘, 어제, 어저께, 그저께’ 외에도 ‘내일, 지금, 이제, 접때, 이따, 아까’ 등이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며,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 중에서는 ‘오래, 내내, 요새, 
잠시, 금방, 한참’ 등이 나타난다.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한번, 간혹가다, 자주, 
잘, 항상, 가끔(씩), 막, 자꾸’ 등이 나타나며, 순서를 나타내는 부사는 ‘일단, 먼저’ 
등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의 경우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 전체에
서 그 용례가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사용 빈도가 낮다. 부사구는 빈도나 순서 등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의 앞에 정도 부사가 결합한 유형과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가까이’가 결합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1) 가. (전략) 7점: 매우 자주 사용한다.
나. (전략) 내가 젤, 젤 먼저 제대하긴 했지만, 어차피 사업 시작하면 이 학기 때 

해야 된다고.
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햇수 오 년 가까이 봤는데 재수 없다면 안 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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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쓰이는 시간 부사절은 주로 계기, 동시, 결과 
지속 등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형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사절이나 빈도나 기간
과 관련이 있는 형용사에 부사형어미 ‘-게’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22) 가. 운동하면서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
나. 저 초등학교 육 학년 때 가서 계속 서초동에만 살았어요.
다. 군대도 2년 넘게 다 기다리고

(22)의 예들은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시간 부사절의 예이다.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시간 부사절을 구성하는 주요 부사형어미는 큰 
차이가 없다. 주로 쓰이는 어미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으)며, -(으)면서’, 계
기를 나타내는 ‘-고, -아/어, -아/어서’, 결과 지속을 나타내는 ‘-고’, 동작의 중단
과 전환을 나타내는 ‘-다(가)’ 등이다. 다만 구어인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구어에
서만 주로 쓰이는 계기의 ‘-더니, -고서, -(으)니까’ 등이 추가적으로 빈번하게 나
타난다. 또한 어미 ‘-아/어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아/어 가지고’ 역시 구어에서 
‘-아/어서’와 마찬가지로 계기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절을 구성한다. 

  (23) 가. 그래서 어, 나는 시장 그런 재래 시장 싫어, 나는 이마트나 그런 데가 좋아 
그랬더니, 그 언니는 아, 나는 그런 데보다는 재래 시장이 더 정감이 간다고 
그러더라.

나. 그걸 갖다가 이렇게 꼬매는데 미리 자기가 이렇게 연습해서 꼬매구서는 사람 
수술 환자한테 직접 이렇게 하더라구요.

다. 상규형이 전화해 가주고, "넌 이 자식아, 너는 성공해야 돼." 막 이러면서 우
리 동네 사는 애들은 성공해야 된다고, 분위기 사납다고 막. 

4.1.3. 정도 부사어

  정도 부사어(degree adverbials)는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



- 108 -

를 표시해 주는 부사어이다. 따라서 정도 부사어는 그것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 정도
성을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이 때문에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가 나타내
는 상태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김경훈 1996ㄴ :
26). ‘정도’에는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최대, 최소, 정도의 차이나 일치 등이 여기 
포함되며, 많고 적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량 부사어도 정도 부사어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① 다소(level)
  
  (24) 가. …(전략)…18세기 전반적인 색채 경향을 파악하기에 분석 대상의 수가 다소 

부족한 제한점을 밝혀둔다. 
나. 그냥 물건의 그런 것도 되게 달라요.

위의 예 (24)는 다소(多少), 즉 정도의 크기를 표현하는 정도 부사어의 예이다. 주
로 부사나 부사구가 다소(多少)를 표현하는 정도 부사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매우, 
대부분, 모두, 사뭇, 전혀, 많이, 충분히, 조금(좀, 쫌, 쪼끔, 쪼금), 약간, 너무, 아주, 
상당히, 굉장히’ 등과 같은 다양한 부사들이 사용된다. 이들 중에는 ‘거의, 조금(좀, 
쫌), 약간, 전혀’ 등과 같이 적음을 나타내는 부사어들도 있고, ‘많이, 매우, 충분히, 
되게’ 등과 같이 많음을 나타내는 부사어들도 있다. 이때 많고 적음은 단순히 ‘많음’
과 ‘적음’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며 정도성에는 척도(scale)가 있다. 따라서 이 척
도상의 다양한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부사들이 발달되어 있다. ‘되게 많이, 
좀 많이, 매우 많이’ 등과 같이 정도 부사가 정도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도 많고 
적음의 다양한 정도를 표현하는 데에 자주 사용된다. 

  ② 최대/최소(maximum/minimum)

  (25) 가. 제일 중요한 데가 얼굴인데.
나. 담화표지 ‘아니’는 선행 발화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바로잡기에 가장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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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담화표지라 하겠다.
다. 둘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유형은 카카

오톡＞인터넷 검색＞음악 순으로 나타났으며…(후략)

예 (25)는 최대나 최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들은 여럿 가운
데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정도가 높거나 낮음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제일, 가장’ 등과 
같은 부사가 많이 사용된다. ‘제일, 가장’ 등은 본래 여럿 가운데에서 다른 어느 것
보다도 정도가 높거나 센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단독으로 정도 부사어로 쓰일 때에
는 기본적으로 최대를 가리킨다. 그러나 ‘가장’이나 ‘제일’이 다소를 나타내는 다른 
정도 부사를 수식하며 부사구를 이룰 때는 ‘가장, 제일’에 후행하는 정도 부사가 나
타내는 특성이 척도상 극단에 이르는 최대치임을 나타낸다. ‘가장 많이’는 척도상에
서 정도가 높은 쪽으로 최대치임을 표시하고, ‘제일 적게’는 척도상에서 정도가 낮은 
쪽으로 최대치임을 표시하는 식이다. 

  ③ 정도의 차이(distinction of degree)

  (26) 가. 수치해석모형의 발달로 하수관거 내에서의 흐름은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해
석할 수 있으나…(후략)

나. 쪼끔만 이렇게 신경 쓰면 사실 그렇게 한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다.
다. 그러면서 한번 깎아 주게 되면은 뭐 다 깎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이 가격표 붙은 게 소용이 없다구, 다 그거보다 많이 붙여서 깎는 거를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구, 너무 정색을 하고 일
장 연설을 하는 거야 그 주인 아저씨가. 

라. 그리고 이중 목적어 구문이 이중 주어 구문에 비해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떨어
질 가능성을 말해 준다.

위의 예들은 정도의 차이, 정도에 대한 비교나 대조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어의 예이
다. (26가, 나)의 ‘비교적, 더’와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채로 쓰인 
정도 부사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비교 대상은 문맥에 의해 유추할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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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거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도인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26다, 라)와 같이 
비교 대상이 명시되는 부사어도 있는데 이 경우 비교 대상은 조사 ‘보다’나 ‘에 비하
여/비해’와 같은 부사절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④ 정도의 일치(agreement of degree)

  (27) 가. 아마도 그 양상이 이중 주어 구문처럼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 이와 같이 건물은 대상유역의 침수가능면적을 감소시키게 되고 감소된 면적만

큼 침수체적이 감소하는바, (후략)

위의 예 (27)은 정도의 일치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어의 예이다. 이들은 다른 대상
에 빗대어 정도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는 비교의 정도 
부사어와 유사하다. 다만 비교의 정도 부사어는 주로 비교 대상과의 정도 차이를 밝
히는 부사어라면 정도의 일치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어는 정도가 같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처럼, 만큼’ 등과 같은 같음, 상
당함을 나타내는 조사들이 주로 쓰인다. 
  정도 부사어는 전체 부사어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으며, 고빈도로 사용되는 부사
어들도 많다. 정도 부사어는 논문 텍스트보다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더 많이 사용
되며, 더 다양한 종류의 부사어가 나타났다. 하지만 논문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정도 
부사어의 수가 다른 부사어에 비해 아주 적은 것은 아니다. 논문 텍스트의 경우, 텍
스트의 세부 주제에 따라 정도 부사어 출현 빈도가 영향을 받았는데, 실험이나 조사
를 통해 수치를 비교하는 논문의 경우 그 내용으로 인하여 정도 부사어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28) 가. 16세기의 베네치아 회화를 숭배한 와토는 섬세한 파스텔 색조와 다소 음울하
면서도 낭만적인 색채를 사용하였다.

나. 젤 어, 싸구 젤 편했던 거 같애.
다. 특히 대상지역의 북서쪽 도로에서는 약 30cm 이상 BH방법에 의한 침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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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예 (28)은 연구 대상 코퍼스에서 나타난 정도 부사의 예이다. (28가)와 같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부사로는 ‘매우, 대부분, 모두, 사뭇, 전혀, 많이, 충분히, 조금
(좀, 쫌, 쪼끔, 쪼금), 약간, 너무, 아주, 상당히, 굉장히’ 등 다양한 부사들이 사용되
었다. (28나)는 최대, 최소를 나타낼 때 쓰이는 부사 ‘제일’의 축약형 ‘젤’의 예이다. 
이 외에도 ‘가장’ 등이 최대, 최소를 나타낼 때 쓰인다. (28다)는 정도의 차이나 일
치를 나타낼 때 쓰이는 부사의 예이다. ‘더’ 외에도 ‘보다, 훨씬, 그만큼’ 등이 쓰인
다. 
  한편, 일상대화 텍스트의 경우에는 예 (29)와 같은 구어에서만 사용되는 특징적
인 부사들이 사용되었으며, 축약형 부사어나 변형된 부사도 많이 나타났다. 

  (29) 가. 친구가 나한테 욕 엄청 먹어 갖고 아직도 그 얘기 하잖아.
나. 그러니 웬만큼 벌어서 어디 당하겠냐?
다. 하나 잡을려면, 정말 무진장 애를 써서 하나 잡았어.

  (30) 가. 그 매장도 되게 많이 다르구, 그냥 물건의 그런 것도 되게 달라요.
나. 위 문장은 애초에 ‘나를 잡았다’라고 하려다 좀 더 상세히 표현하려고 ‘허리를’

을 추가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30)의 예는 연구 대상 코퍼스에서 나타난 정도 부사구의 예이다. 정도 부사구는 
위의 예들과 같이 정도 부사가 정도 부사를 수식하는 구성이 가장 많다.

  (31) 가. 그래서 아 너무 심하게 반말한다.
나. 이러한 차이는 Hyun(2013)의 연구에서는 총 12회 중 아기와의 만남이 4회로 

제한되었으며,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총 7회의 아기와의 만남 활동을 포함하여 총 35회의 관련 활
동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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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 예는 코퍼스에서 나타난 정도 부사절의 예이다. 주로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
사 어간에 어미 ‘-게’가 결합한 형태가 자주 나타나며,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에 
비해, ~와/과 비교해서’와 같은 구성의 절도 자주 나타난다. 
 
4.1.4. 방식 부사어

  방식 부사어(manner adverbials)는 어떤 동작이나 사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나
타내는 부사어로,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양식이나 과정을 나타
내는 부사어,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어나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어, 행위의 상대나 동
반자를 나타내는 부사어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① 양식(mode) / 과정(process)

  (32) 가. 뭐 서로 진짜 예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구 하다가, 노래방 가서 노래 한 
시간 같이 하고, 호프에서 한 이천인가 먹고, 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헤어졌
어.

나. 〈연구문제1〉에서는 스마트폰 중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지는 과정
의 일환으로서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개념을 직접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위의 예 (32)는 일반적인 행위의 양식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부사어의 예로, 이러한 
유형의 부사어들은 방식 부사어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2가)의 
‘서로 진짜 예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구’, ‘같이’, ‘그렇게’, ‘그냥’은 모두 행위
의 양식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32나)의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역시 
‘진행하-’의 양식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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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단(instrument) / ③ 자격(qualification)

  (33) 가. 고쳐 말하기는 말한 사람 자신이 스스로 고칠 수도 있고(selfrepair) 상대방
이 고쳐 말할 수도 있다(other's repair).

나. 전화, 전화로만 통화해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 많아? 
  (34) 가. 분석 대상이 되는 복식은 인체를 감싸고 있는 의복으로 규정하되 의복과 함

께 인체에 걸쳐진 상태로 그려진 숄과 같은 텍스타일류는 포함시켰으며, (후략)
나. (전략) 한 학번 차이가 나고 일단 선배로 사 년을 만나다가 연애질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위의 예 (33, 34)는 각각 수단을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와 자격을 나타내는 방식 부
사어의 예이다. (33가)의 ‘스스로’는 ‘자신의 힘으로’의 의미로 고치는 행위를 하는 
수단이 자신의 힘임을 나타내는 수단의 방식 부사어이고, (33나)의 ‘전화, 전화로만’
은 통화의 수단이 ‘전화’임을 나타내는 수단의 방식 부사어이다. 한편 자격의 방식 
부사어는 속성의 방식 부사어라고도 하는데 주어나 목적어의 자격이나 속성을 나타
내는 부사어이다. (34가)의 ‘인체를 감싸고 있는 의복으로’는 주어인 ‘분석 대상이 
되는 복식’의 자격을, (34나)의 ‘선배로’는 문맥에서는 생략된 동사 ‘만나-’의 대상
인 남자친구의 자격을 나타낸다. 수단을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와 자격을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는 보통 부사격조사 ‘(으)로’가 결합한 부사격조사구인 경우가 많다. 수
단을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에 사용된 조사 ‘(으)로’는 ‘(으)로써’로, 자격을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에 사용된 조사 ‘(으)로’는 ‘(으)로서’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④ 상대(counterpart) / ⑤ 동반자(companion)

  (35) 가. 그래서 그 친구랑은 계속 안 사귀었겠네.
나. 아마도 주제화와 관련된 구문으로 추정되는데 (후략)

  (36) 가. 지웅이가 영훈이랑 있을 때도 이렇게 갈굼을 당할 텐데.
나. 근데 처음에 인제 처음에는 처음에 갈 때도 친구들이랑 몰려서 가게 되고 그

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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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 (35)와 (36)은 각각 상대와 동반자를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의 예이다. 용
언 중에는 상대가 필요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용
된 문장에서 상대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바로 상대의 방식 부사어라 할 수 있다. 
(35가)의 ‘사귀-’와 (36나)의 ‘관련되-’는 모두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상대가 
되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대는 부사어로 문장에 표시되는데, 이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방식 부사어로 분류된다. 동반자를 나타내
는 부사어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이를 함께 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로 
이 역시 동작의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식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의 방
식 부사어와 동반자 방식 부사어는 모두 ‘와/과, (이)랑, 하고’와 같은 조사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⑥ 내용(contents)

  한편 아래의 예 (37)과 같이 발화나 생각과 같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나
타내는 부사어 역시 방식 부사어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37) 가. 중독이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혹은 반복적 행동을 유
발하도록 하는 충동에 내맡겨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나. 아니 되게 친했던 애라 생각했는데, 그거를 그냥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
우 쟤 왜 맨날 지네 집 돈 없대.” 이런 식으로 막 쫌 안 좋게 얘기를 했어.

위의 예 (37)에서 밑줄 친 부사어는 모두 발화의 내용을 제시하는 부사어이다. 이
와 같이 발화나 생각의 내용을 제시하는 부사어들은 넓은 의미에서 발화나 생각의 
방식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미상 방식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인용 
구문에서 부사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피인용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김경훈(1996ㄴ)에서는 본 논의에서 방식 부사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상태 부사어로 구분하고 있다. 김경훈(1996ㄴ : 30)에 따르면 상태 부사
어는 용언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주어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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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가 놓여있는 상태를 명시하는 부사어이다. 이들은 나타내는 의미가 동적이냐 정
적이냐에 의해서 방식 부사어와 차이가 나며 대체적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을 
수식한다. 즉, 방식 부사어가 ‘동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동적인 의미를 나타낸
다면, 상태 부사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놓여 있는 상태’라는 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김경훈(1996ㄴ)의 이러한 분류는 부사어를 다루는 다른 논의들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분류인데, 다른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용언의 동
작성이나 상태성과 관계없이, 또한 부사어가 동적인지, 정적인지와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방식 부사어로 처리하고 있다.  
  김경훈(1996ㄴ)에서는 상태 부사어에 대한 논의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
지만, 그 논의를 보면 상태 부사어를 방식 부사어로 구분하는 것은 일견 아주 간명
한 것처럼 보인다. 용언이 동작·사건·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용법이지
만 그에 버금가는 용법이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이며, 그와 평행하게 방식 부사어가 
가장 대표적인 부류이지만 상태 부사어도 그게 버금가는 부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경훈 1996ㄴ : 30). 
  그러나 상태 부사어의 구분은 김경훈(1996ㄴ)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리 간명한 것
이 아니다. 우선, ‘상태 부사어’라는 부류가 정확히 어떤 부사어를 가리키는 것인지
가 불분명하다. 김경훈(1996ㄴ)의 상태 부사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주어나 목적어
의 상태를 명시하는 부사어,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가 모두 상태 
부사어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상태 부사어의 예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
이다. 

  (38) 가. 애드벌룬이 하늘 높이 떠 있다. 
나. 한 아이가 얌전히 앉아 있다.
다. 철수는 침울한 표정으로 생각에 빠져 있다.   (김경훈 1996ㄴ : 30, 예 (12))
라. 오늘 따라 영희가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앉아 있네.
                                              (김경훈 1996ㄴ : 81, 예 (20))

위의 예 (38)은 김경훈(1996ㄴ)에서 제시된 상태 부사어의 용례 전부를 제시한 것



- 116 -

이다. 이들 용례는 모두 용언이 결과상(완료상)을 나타내는 ‘-아/어 있-’과 결합한 
문장들이다. 즉, 김경훈(1996ㄴ)에서 제시한 상태 부사어의 예는 모두 결과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경훈(1996ㄴ)에서 새롭게 분류한 상태 부사어가 결
과 상태와 관련이 있는 부사어만을 가리키는 부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태성 용
언과도 관련을 맺는 부류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상태 부사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든 상태 부사어
를 방식 부사어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김경훈(1996ㄴ)에서 제
시한 예문과 같은 결과 상태의 경우 김경훈(1996ㄴ : 30)에서는 ‘떠 있-, 앉아 있-, 
빠져 있-’이 모두 상태를 나타내며 이들을 수식하는 부사어도 모두 상태를 나타내
기 때문에 이 부사어들은 상태 부사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부사
어가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떠 있-, 앉아 있-, 빠져 있-’과 관계를 맺는 것인지, 
아니면 부사어가 용언 ‘뜨-’, ‘앉-’, ‘빠지-’를 수식하고 이것이 다시 ‘-아/어 있-’
과 같은 보조용언 구성을 이루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사론적으로 
볼 때 보조용언 구성의 보조용언은 통사구조 상에서 본용언이 절을 구성한 뒤 마지
막에 결합한다고 볼 수 있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재구조화가 일어나 이들이 하나
의 용언처럼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부사어가 동작을 나타내는 본용언과 먼저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늘 높이 떠 있다’의 경우 김경훈
(1996ㄴ : 30)의 설명에 따르면 ‘떠 있-’이 상태를 나타내고 ‘하늘 높이’가 또 다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하늘 높이’
가 ‘뜨-’를 수식하여 용언이 나타내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표시하고 이 동작
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아/어 있-’에 의해 표시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과 상태와 관련이 있는 ‘하늘 높이’는 동작의 방식
을 나타내는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상태성 용언들과 관련을 맺으며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경우도 
그 특성이나 하위 부류가 방식 부사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39) 가. 공감능력의 하위영역별로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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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옷은 너와 어울린다. 
        나. 드라마에 대해선 빠삭하드라고 얘가.   
        나'. 또한 아기와의 만남의 시간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문점

에 대해 토론하였다.

위의 예 (39)는 상태성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예이다. 김경훈(1996ㄴ)의 상태 
부사어 정의에 따르면 이들 역시 상태 부사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들의 의미나 특성은 방식 부사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39가)의 ‘다음과’는 상대
의 방식 부사어와 그 성격이 같으며, (39나)의 ‘드라마에 대해선’은 일반적인 과정
의 방식 부사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39가', 나')의 방식 부사어와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다. 상태성 용언을 수식하는 상태 부사어의 예와 방식 부사어의 예는 
그 구성도 유사하고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부정문의 의미까지 고려하면 
상태 부사어와 방식 부사어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진다. 

  (40) 가. 그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나. 그는 조용히 [밥을 안 먹었다].   

위의 예 (40가)의 ‘조용히’는 명백한 방식 부사어이다. 그러나 방식 부사어와 상태 
부사어를 구분할 경우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든 (40나)의 ‘조용히’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문 (40나)가 밥을 먹는 행위가 일
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때, (40나)는 엄 히 말해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라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22) 따라
서 김경훈(1996ㄴ)의 정의에 따르면 예 (40가)의 ‘조용히’는 방식 부사어지만 예 
(40나)의 ‘조용히’는 상태 부사어가 된다. 형태도 의미도 동일한 부사어가 긍정문이

22) 위의 예문 (40나)는 부정의 영역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
다. 즉 밥을 먹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밥을 먹는 동작이 조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의미로 해석될 때 ‘조용히’는 부정문에
서도 동작의 방식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방식 부사어와 상태 부사어의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밥을 먹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인 ‘그는 조용히 밥을 안 먹었다.’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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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부정문이냐에 따라 방식 부사어가 되기도, 상태 부사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사어의 특성들을 보면 방식 부사어와 상태 부사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
는지 의심스럽다. 김경훈(1996ㄴ)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사어 관련 논의에서 상태 
부사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도 앞에서 제시한 방식 부사어와 상태 부사어의 유
사성, 상태 부사어 구분의 모호성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상태 부사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는 방식, 즉 어
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어떤 상태가 놓여 있는 양식을 가리키는 부사어를 
모두 방식 부사어로 처리한다.
  다음으로 방식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문장이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태는 
매우 다양하며 그 동작의 방식이나 상태의 양식 역시 매우 다양하다. 같은 동작을 
진술하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관점에 따라 그 방식은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
다. 따라서 방식 부사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방식 부사어의 빈
도는 다른 부사어 부류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전체 부사어에서 방식 부사어가 차지하
는 비중 역시 적지 않은데, 특히 논문 텍스트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
징적이다. 먼저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방식 부사어의 예를 살펴보자.

  (41) 가. 본 연구의 목적은 건물의 유무에 따른 도시지역의 침수특성을 이중배수체계
기반의 2차원 침수해석모형을 이용하여 각각 해석하고 해석 결과의 차이를 비
교하는 데 있다.

나. 유아들은 아기의 행동을 보면서 아기의 발달과정, 아기의 표정, 소리 등을 세
히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예 (41)은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방식 부사의 예이다. 부사의 경우에는 논문 텍
스트에서 나타나는 방식 부사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방식 부사보다 빈도
도 낮고 다양성도 떨어진다. ‘다시, 각각, 함께, 주로’ 등이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
는 부사들이다. 

  (42) 가. 위 문장은 애초에 ‘나를 잡았다’라고 하려다 좀 더 상세히 표현하려고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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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을 추가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나. 분석 대상이 되는 복식은 인체를 감싸고 있는 의복으로 규정하되 의복과 함께 

인체에 걸쳐진 상태로 그려진 숄과 같은 텍스타일류는 포함시켰으며 (후략)

(42)는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방식 부사구의 예이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가지
는데 하나는 (42가)와 같은 ‘정도 부사어+방식 부사’의 구성이며, 다른 하나는 (42
나)와 같이 보충어를 가지는 부사이다. ‘NP와/과 함께’ 구성 외에도 ‘NP와/과 아울
러, NP(으)로 하여금’ 등의 예가 있다. 부사구의 경우는 일상대화 텍스트보다 논문 
텍스트에서 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43) 가. (전략) 각 문항에 대해 동의의 정도를 7점 척도를 사용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그림 7>을 살펴보면 색상은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중략) 
다. 인성은 인간 존재의 방식에 따라 특정한 수준과 요인에 의해 표현되는 인격, 

성격, 도덕, 사회화의 복합적 의미를 지니는 인간의 마음구조로서 (후략)

예 (43)은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방식 부사절의 예이다. 주로 어미 ‘-아/어’와 ‘-
게’로 끝나는 부사절들이 방식 부사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와 같은 
지시용언의 부사형이나 ‘어떻게’의 경우도 많이 쓰인다.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방
식 부사절의 경우 형태가 거의 고정된 채로 쓰이는 표현들도 많이 나타난다. ‘NP을/
를 통해(서), NP에 의해(서), NP에 따라(서), NP에 대해(서), NP와/과 더불어(서)’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방식 부사절은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방식 부사어 중에
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상대화 텍스트에 비해 논문 텍스트에서 부사구
와 부사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논문 텍스트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논문 텍스트의 경우 연구의 과정, 분석이나 관찰의 결과 등을 설명함에 있어서 행위
나 사건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사구나 부사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다. 부사절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고정적인 표현들이 상대적으로 격식적인 문어
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역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즉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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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가 이루어지는 일상대화의 특성상 긴 방식 부사절을 가지는 문장을 발화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방식 부사어를 살펴보자. 
  
  (44) 가. 삼계탕 먹고 면접 잘 보라고 했더니 가 가주고 막 엉뚱한 소리만 하다 오고.

나. 아, 난 이빨은 똑바로 난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슴하게 났거든요.
다. (전략) 그 담에 처음 만나는 여자한테 자기 과거 연애사, 가슴 아팠던 그 첫

사랑의 기억, 이런 걸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재수 없는 남자들도 있는데 (후
략)

라. 쓱 보니까 잠깐만요 하더니 뭘 이렇게 칙칙 뿌려 보더니 아프냐고 (후략)

(44)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방식 부사의 예이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방식 부사어 중에서도 부사구나 
부사절보다 그 빈도가 높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의성어, 
의태어의 활용이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논문 텍스트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의성어 또는 의태어인 방식 부사의 예가 많이 나타난다. (44다, 라)의 ‘주저리주저
리, 쓱, 칙칙’ 외에도 ‘딱, 힐끔, 탁, 푹, 쭉, 쫄래쫄래, 착, 딸랑, 쫙, 까무룩, 덜커덩, 
휙, 쑥, 붕, 꽝, 덜컹덜컹, 딱딱, 톡, 쓱싹쓱싹, 치이익, 버번쩍, 쭈르륵, 치 치 , 후’ 
등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쪼끔쪼끔씩, 가득가득’과 같은 부사 반복형이 나타나는 
것이나 ‘별루, 꺼꾸로, 쪼끔’ 등과 같이 부사의 음상을 변화시킨 형태가 나타나는 것 
또한 일상대화 텍스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5) 가. 근데 또 깎는 사람은 되게 잘 깎는다.
나. 근데 나두 우리 엄마랑 같이 가는데 나는 갖고 가는데.

예 (45)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방식 부사구의 예이다. 구성면에서는 논문 
텍스트의 방식 부사구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논문 텍스트의 방식 부사구보다 빈도
가 낮으며 형태도 다양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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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가. 그때 너 막 되게 막 자기 집에 있는 양 막 이렇게 자세를 취하더구만.
나. 삼십만 원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뭐 두 번에 나눠서 쓰는 애나.
다. 그때두 뭐 암 프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맥박을 집어 가지구 

암을 다 맞춰요. 
  
(46)의 예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방식 부사절의 예이다. 논문 텍스트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어미 ‘-아/어, -게’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도 (46가)와 같이 자주 
사용되며, (46나)와 같은 어미 ‘-아/어서’와 ‘-듯이’ 등의 예도 나타난다. 그러나 주
로 형태가 고정되어 사용되는 표현들은 논문 텍스트에 비해 적게 나타나며 그 종류
도 덜 다양하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고정적인 표현으로는 ‘NP에 대해(서), 
NP에 따라(서), NP에 관해(서)’ 정도가 전부이다. 한편, 일상대화 텍스트에는 논문 
텍스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부사절도 보인다. (46다)와 같은 ‘-아/어 가지고
/가지구’ 절이 그것이다. ‘-아/어 가지고/가지구’는 어미 ‘-아/어서’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아/어서’가 이끄는 절이 방식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
아/어 가지고/가지구’가 이끄는 절 역시 방식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만 나타나는 방식 부사절의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대
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방식 부사절의 비중은 논문 텍스트에 비해 낮다. 

4.1.5. 논리적 관계 부사어

  논리적 관계 부사어(logical relation adverbials)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조건이 
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제시하는 부사어이다(Biber et al. 1996 : 779).23) 절이 나타
내는 명제를 참이 되게 만드는 이유나 원인, 결과, 목적, 양보, 조건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여기에 속하며, 이들은 모두 절과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23) Biber et al.(1996)에서는 본 논의에서 논리적 관계 부사어로 명명한 부사어들을 
‘contingency adverbials’라고 부르며, 본 논의의 2장에서는 ‘contingency’를 ‘수반성’이라 
번역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수반성’이라는 명칭이 이에 속하는 부사어의 특성
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반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낯설게 여겨지
는 측면이 있어 ‘논리적 관계 부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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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의에서는 흔히 대등접속의 일종으로 여겨졌던 이접, 
즉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를 논리적 관계 부사어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이접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가 사용될 경우, 일반적
으로 부사어가 나타내는 사태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다 실
현될 수는 없고 그 둘 중에서 하나만이 실현되게 된다(이은경 2000 : 261). 즉, 부
사어가 나타내는 사태의 미실현이 다른 사태의 실현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어의 이접은 조건의 부사어와 유사한 특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접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는 논리적 관계 부
사어로 분류되었다.  
  논리적 관계 부사어의 경우, 복잡한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기에는 길고 복잡한 내
용을 전달할 수 있는 부사절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사의 빈
도가 낮고 부사절의 빈도가 높다. 또한 논리적 관계 부사어는 사태와 사태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부사어에 비해 다양한 어
미들이 사용된다. 논리적 관계 부사어의 의미는 세부적으로 이유나 원인, 결과, 목
적, 양보, 조건, 이접(선택)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같은 세부 의미를 가지는 어미라 
할지라도 어미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지며, 여기에 보조사가 결합
되어 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① 원인/이유(cause/reason)

  (47) 가.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타인의 정서를 알고, 느끼
고, 배려하는 행동은 인성교육의 기본이 될 수 있다.

나. 명수 있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차피 명수 군대갈 놈 아니냐. 
다. 이는 고쳐 말하기가 말할이와 들을이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말하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쉽게 이해된다.

위의 예 (47)은 원인이나 이유, 근거를 나타내는 논리적 관계 부사어의 예이다. ‘-
아/어, -아/어서, -(으)니까, -(으)므로’ 등과 같은 어미들이 이끄는 부사절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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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에,에서’ 등과 같은 부사격조사가 이끄는 부사격조사구도 사용된다. 

  ② 결과(result) / ③ 목적(purpose)

  결과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어 역시 논리적 관계 부사어에 속한다. 

  (48) 가. (전략)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었
음을 시사한다.

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면.
  (49) 가. XP-SWMM 2D는 지표수의 하수관거로의 재유입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설정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침수에 의한 지표수도 재유입 대상에 포함된다.
나. 배 고픈데 밥 먹으러 갈래?

예 (48)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예이다. 예문에서 ‘-게’가 이끄는 부사절은 결
과적으로 도달한 사태를 제시한다. 예 (49)는 목적을 나타내는 논리적 관계 부사어
의 예이다. 예에서 ‘-도록’과 ‘-(으)러’가 이끄는 절은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
다. ‘-(으)려, -(으)려고, -고자’와 같은 부사형어미도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④ 조건(condition) / ⑤ 양보(concessive)

  (50) 가. BB/BH방법은 고해상도의 지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나. 근데 그게 오십 퍼센트가 죽어야만 다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대. 
  (51) 가. 사람들은 발화 상황에서 즉발적으로 발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물이 바

로 생각나지 않더라도 어떤 개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화를 진행 시킨 뒤 
바로 이어서 특정의 지시물을 제시하는 방식을 흔히 사용한다.

나. 됐어, 안 받아도 굶어 죽진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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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0), (51)은 각각 조건과 양보의 논리적 관계 부사어의 예이다. (50가)의 ‘-
다면’이 이끄는 절은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나타내며 
(50나)의 ‘-아/어야’가 이끄는 절은 ‘다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한편 예 (51)과 같은 양보의 부사어는 넓은 의미에서는 조건의 부사어라고 할 수도 
있다. 조건의 부사어가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양보의 부사
어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문장은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가 발생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조건의 논리적 관계 부사
어가 어떤 사태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양보의 논리적 관계 부
사어는 어떤 사태의 발생을 불가능하게, 또는 어렵게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할 수 
있다. 위의 예문을 보면 예 (51가)의 ‘-더라도’가 이끄는 부사절은 ‘발화를 진행시’
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예 (51나)의 ‘-아/어도’가 이끄는 부사절은 ‘굶어 
죽진 않’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⑥ 이접(disjunction)

  (52) 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여성이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거나 궁정 화가가 되
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후략)

나. 대개는 원래의 말을 쉽게 풀어 말한다든가 아니면 들을이가 쉽게 알 수 있도
록 쉬운 말로 대체되는 과정에 사용되는 말인데, 여기서는 잘못된 선행 발화
를 바로잡는 데 사용되어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예 (52)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이접, 즉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논리적 
관계 부사어의 예이다. 부사절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하며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의 사태가 실행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수한 
형태의 조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논리적 관계 부사어 역시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그 쓰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관계 
부사어의 예를 보면, 논문 텍스트에서는 부사보다는 부사절이 적극적으로 활용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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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어휘로 나타낼 수 있는 사태의 조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또 
그 내용도 몇 가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부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이
다.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는 대부분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들이다. 논문 
텍스트에서는 주로 부사절 형태의 논리적 관계 부사어가 쓰이는데 이들의 예를 보
이면 아래와 같다. 

  (53) 가.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타인의 정서를 알고, 느끼
고, 배려하는 행동은 인성교육의 기본이 될 수 있다.

나. 서술어가 없는 경우는 명사구를 고쳐 말하게 되며 (후략)
다. 간호사가 이와 같은 간호전문직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간호전문성을 확보함으

로써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조직은 간호사 교육, 훈련, 
개발, 관리 및 직무와 관련된 실천적 활동 등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해
야한다.

라. (전략)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확인할 때” (후략)
마. 이중배수체계는 과거 도시침수에서 활용되던 해석모형의 단점인 지표면 월류

량 등이 없어지거나 맨홀에 저류된다는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으
로

(53가~마)는 각각 이유, 결과, 목적, 조건, 이접(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논리적 
관계 부사절의 예이다.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관계 부사절은 상대적으로 
일상대화 텍스트보다 어미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주로 쓰이는 어미는 ‘-게, -
(으)면, -아/어, -아/어서’ 등이다. 그 대신 논문 텍스트에서는 논리적 관계를 나타
내는 고정적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4) 가. (전략) 2가지 지형조건을 2차원 침수해석모형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0m×10m 해상도로 re-sampling 하였다.

나. 결과적으로 유리당 함량은 품종과 재배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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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논리적 관계 부사절의 어미를 살펴보면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문어만의 어미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53가)의 ‘-(으)므로’ 
외에도 ‘-되, -고자, -은바’ 등과 같이 문어에 한정되어 쓰이는 어미들이 논리적 
관계 부사절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55) 가. 감은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알칼리성 이온을 공급하는 대표적
인 식품원료로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과일이기에 품종
이나 재배지역에 따른 무기성분의 차이는 감의 활용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으로 생각된다.

나. 이와 같이 건물은 대상유역의 침수가능면적을 감소시키게 되고 감소된 면적
만큼 침수체적이 감소하는바,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강우량이 같다면 침수 가
능영역이 큰 지형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침수심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관계 부사어를 살펴보자. 일상대
화 텍스트의 경우 논문 텍스트와 달리 부사로 된 논리적 관계 부사어가 비교적 자
주 사용되며, 논리적 관계 부사절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56) 왜 그런지 모르겠어. 
  (57) 가. 나이가 스물넷 스물다섯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들 자리를 찾은 거 같애.

나. 나 예전에는 압구정동 막 처음에 뜰 때, 그때 글쎄 언제부터 떴는지는 확실하
게 모르겠지만 내가 인식하게 된 거는 대학교 초 때, 그때부터 인식을 하게 
됐다.

다. 그때 딴 병원으로 갔다가 거기 예약하러 갔는데 (후략)
라. 일곱 시 사십 분이라도 사람 되게 많아.
마. 아니 오빠가 여기 있어야 자연스럽지.
바. 방에서 누가 보든 상관 안 할 때 이럴 때 할러면 뚜들기든지 전화한다 막 이

러고

위의 예 (56)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논리적 관계 부사의 예이다. (5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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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는 의문 부사로 원인이나 이유를 물을 때에 사용하는 부사이다. (57가~바)는 일
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논리적 관계 부사절의 예로 각각 이유, 결과, 목적, 양보, 
조건, 이접(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어미는 논문 
텍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게, -(으)면, -아/어야, -(으)니까, -아/어, 
-아/어서, -(으)려고, -아/어도, -(으)러’ 등이 주로 쓰인다. 사용되는 어미가 다
양한 만큼 어떤 어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반면에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고정적 표현이 많이 쓰이지 않았다. 다만, ‘-아/어서’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아/어 가지고’의 경우 일상대화 텍스트의 논리적 관계 부사절
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한편, 일상대화 텍스트의 논리적 관계 부사절에서도 
논문 텍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어에서만 쓰이는 어미가 많이 사용되었다. 대표
적인 어미로 ‘-(으)니까, -길래, -(으)러, -느라고’ 등이 있다.

  (58) 가. 근데 무슨 암이길래 저렇게 수술을 하냐?
나. 추석, 추석 때문에 준비하니라고 나 요즘에 되게 바쁘거든.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의 논리적 관계 부사절을 비교해 보면 각각 문어에
서만 쓰이는 어미와 구어에서만 쓰이는 어미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비율도 다른 
부사어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 관계 부사절은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어미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4.1.6. 바탕 부사어

  바탕 부사어(background adverbials)는 어떤 사태의 바탕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사어이다. 바탕 부사어가 전달하는 정보는 문장이 전달하는 동작이나 상태와 시간
적, 논리적으로 접한 관련은 없지만 화자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이다. 흔
히 대등접속절로 분류되었던 나열(순접), 대조(역접), 배경의 의미를 가지는 절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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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나열(enumeration)

  (59) 가. 본 연구에서는 과당과 자당이 주를 이루었으며 포도당은 다른 두 유리당에 
비해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나. 하늘이 노래지고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는 줄 알았어.

위의 예 (59)는 대등접속 중 순접으로 많이 다루어졌던, 사건을 나열하는 부사절의 
예이다. 나열의 부사절은 선행하는 부사절과 부사절의 수식의 받는 절 관계가 완전
히 대등한 관계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발화의 순서상 후행하는 절이 더 강조
될 수밖에 없다. 사실 화자가 두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화자가 판단했다면 
두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발화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나열의 부사절이 사용
된 경우 일반적으로 부사절과 그것이 수식하는 절의 사태가 접한 관련은 없으나 
화자는 부사절의 사태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부가적인 정보로 제시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나열의 부사절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어미로는 ‘-고, -(으)며’ 
등이 있다.

  ② 대조(contrast)

  (60) 가. 처음에는 주로 그의 여동생을 초상화의 대상으로 삼아 그녀를 신화적 존재로 
묘사하였으나 이후 <그림 3>와 같이 점차 귀족적인 취미를 반영하는 여신이
나 로코코풍의 궁정 여인들을 모델로 삼았다.

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아
니면은 뭐 개성에 문제야, 성격의 문제고. 

예 (60)의 밑줄 친 부사절들은 역접으로 많이 다루어졌던 대조의 부사절이다. 수식
을 받는 절과 대조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대조의 부사절은 수식을 받는 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와 대조적인 바탕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할 수 
있다. 대조의 부사절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미는 ‘-(으)나, -지만, -(으)ㄴ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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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③ 배경(backdrop)

  (61) 가. 이러한 지표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측구 등을 통해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데, 국내에는 지표수의 측구유입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수에 대해 신뢰할 만
한 결과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해석모형의 기본 값을 사용하였다.

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아 가지고 지금 여덟 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챙기고 
뭐 이러느라고 새로 들어온 것도 두 개 정도 있고 그거 하면서 이제 해외 자
료조사 같은 거.

예 (61)의 밑줄 친 부사절은 배경이 되는 정보를 나타내는 ‘-(으)ㄴ데/는데’ 절이
다. 바탕 부사어의 가장 전형적인 부류로 부사절이 문장의 내용과 다른 특별한 관계
를 맺지는 않고 화자가 주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배경지식을 전달한
다. 
  바탕을 나타내는 부사어는 주로 부사절이나 대용언과 부사형어미의 결합으로 만
들어진 접속 기능의 부사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비슷하게 부사절의 형태를 가
지고 있는 부사어인 논리적 관계 부사어와 달리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어미가 다양
하지 않고 몇 개의 한정된 어미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사용되는 어미가 한정되는 양상은 바탕 부사어가 가지는 세부 의미들이 다양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바탕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부사어의 의미와 절의 의미가 논
리적으로 긴 한 관계를 맺는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부사절의 의미와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절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하위 부류
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사용되는 어미의 종류 역시 한정된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텍스트 유형에 따른 바탕 부사어의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논문 텍스트
에서 나타나는 바탕 부사어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2) 가. 18세기 프랑스의 복식 스타일은 서유럽 내에서도 주도적이었으며, 특히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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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궁정의 복식은 전반적인 복식 흐름을 파악하는 데 기준이 된다.
나. 바로잡기, 문장의 틀 바꾸기, 관점 바꾸기, 역행 대용, 의미 한정, 구체에서 일

반으로 바꾸기 등이 기능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의미 한정의 일
부 경우만 격 중출 구문의 예와 일치를 보인다.

다. (16마)도 ‘아르꼬르’와 ‘진로병 소주’가 같은 사물을 가리키되, 말할이의 관점
이 달라진 경우이다.

라. Horritt et al.(2011)은 통상적인 침수 해석 시 BR 방법이 비교적 높은 정확
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Schubert et al.(2012)는 BP방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BB/BH방법은 고해상도의 지형자료
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바탕 부사어의 예를 보면 ‘-(으)ㄴ데/는데, -(으)나, -
고, -지만, -(으)며’ 등과 같은 어미들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즉시적으로 발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생성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
을 사용할 수 있고 검토나 수정이 가능한 문어의 특성으로 인해 논문 텍스트에서는 
같은 어미가 반복되는 것을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의 전체 부사어 빈도를 고려할 때,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
나는 바탕 부사어의 상대 빈도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바탕 부사어의 상
대 빈도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 텍스트의 바탕 부사어에서 나타나는 어미 
중에는 (62다)의 ‘-되’와 같이 문어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대조의 ‘-
(으)나’, 나열의 ‘-(으)며’ 역시 구어에서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어에서 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바탕 부사어의 예를 살펴보자.
  
  (63) 가. 천상 여자 아주 재수 없는 애 하나 있는데 진짜 노는 애한테 한 번 걸린 거

야.
나. 거기도 안 가 봤구, 딱 가 본 건 티지아이 갔는데 이것도 딱 한 번.
다. 우리 아버님은 뺏어가지, 달라 그러지 않아. 
라. 근데 백화점은 일단 나는 시세를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 눈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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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비싸 보여.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바탕 부사어의 경우, 사용되는 어미는 논문 텍스트의 
어미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어미별 빈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는 특정 어미 몇 개의 빈도가 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와 ‘-(으)ㄴ데/는데’이다. 이는 구어 발화의 즉각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
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발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정이나 검토도 어렵다. 이로 
인해 같은 어미가 반복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문장 발화 당시 다양한 어미를 선택하
거나 발화한 어미를 수정하는 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일상대화 텍스
트에서 나타나는 바탕 부사어의 상대 빈도는 논문 텍스트의 바탕 부사어보다 낮다. 
한편 일상대화 텍스트의 경우에도 구어에서만 사용되는 어미가 사용되기도 한다. 
(63다)의 ‘-지’와 같은 어미가 대표적이다. 

4.1.7. 부정 부사어

  부정 부사어(negation adverbials)는 용언과 결합하여 부정을 표현하는 부사어를 
말한다. 본래 부정 표현은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중 장형 
부정은 보조용언 구성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본 논의의 ‘부사어’ 범주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 부사어에 속하는 부정 표현은 단형 부정에 해당하는 부사 
‘아니, 안, 못’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정 부사어는 결국 부사 ‘아니, 안, 못’의 세 
가지 형태만을 가지며, 이들 중 ‘아니’의 경우 현재는 그 용례를 거의 찾을 수 없으
므로 결과적으로 부정 부사어는 ‘안’과 ‘못’, 이렇게 두 개의 부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64) 가. 중 삼 때는 기억도 안 나.
나. 일촌을 안 맺어 줬더니 지가 맺던데.

  (65) 가. 근데 못 알아들어.
나. 내 친구들도 주위에서 봤을 때도 첫눈에 반해서 한 번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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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텍스트(%) 일상대화 
텍스트(%) 합계(%)

부정 부사어 용례 수 10(2.5) 386(97.5) 396(100)

<표 33> 텍스트 유형별 부정 부사어 용례 수 

오래 못 만나는 그 친구 한 명이고 (후략)

부정 부사어를 구성하는 두 가지 부사인 ‘안’과 ‘못’은 부정의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다.24) ‘안’ 부정문은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즉, 부사 
‘안’은 동작주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중립적인 부정의 의미나 동작주의 의지에 의
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위의 예 (64가)의 ‘안’은 단순 부정의 예로 동작주의 
의지와 관계없는 중립적인 부정을 나타내고 (64나)의 ‘안’은 의도 부정의 예로 동작
주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나타낸다. 반면에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 또는 ‘타의 부
정’을 나타낸다. 즉, 부사 ‘못’은 동작주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환경이 적절하
지 못하여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위의 예 (65가)의 ‘못’은 능력 
부정의 예로 동작주의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가 일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65나)
의 ‘못’은 타의 부정의 예로 외부의 환경이 적절하지 못하여 행위가 일어나지 못했
음을 나타낸다.
  부정 부사어는 명제의 진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텍스트 유형이나 발화자의 문체 등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부정 부사어는 논문 텍스트보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용
례가 발견되었다. 

<표 33>은 부정 부사어의 용례 수를 텍스트 유형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전체 
부정 부사어의 97.5%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빈
도의 차이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 중 선호하는 부정 표현

24)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의미에 대한 기술은 고영근·구본관(2008/2018 : 365-367)
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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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텍스트(%) 일상대화 
텍스트(%) 합계(%)

부사 ‘안’의 용례 수 9(90) 297(76.9) 306(77.3)
부사 ‘못’의 용례 수 1(10) 89(23.1) 90(22.7)

합계 10(100) 386(100) 396(100)

<표 34> 텍스트 유형별 부사 ‘안’과 ‘못’의 용례 수

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장형 부정은 단형 부정에 비해 문어에
서 더 선호되는 부정의 유형이며, 특히 격식적인 문어 텍스트에서는 단형 부정의 사
용을 피하고 장형 부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구어 텍스트, 
특히 비격식적인 구어에서는 길이가 짧고 단순한 형태의 단형 부정이 선호되는 경
향이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논문 텍스트에서는 부정 부사어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격식적인 문어 텍스트인 논문 텍스트에서는 부정 표현이 필요할 때 
장형 부정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부사어의 용례만을 관찰한 본 논의에서는 부정 
부사어의 수가 적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부정 부사어 중 ‘안’과 ‘못’의 빈도를 비교하면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
트 모두에서 ‘안’의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과 ‘못’의 빈도는 아래 
<표 34>와 같다.

‘안’과 ‘못’은 부정의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들 중 부사 ‘안’이 나타내는 ‘단
순 부정’, ‘의도 부정’의 의미는 ‘못’이 나타내는 ‘능력 부정’, ‘타의 부정’에 비해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미의 차이로 인하여 부사 ‘못’은 ‘안’에 비해 
더 많은 통사적인 제약을 가진다. ‘안’과 ‘못’의 빈도 차이는 바로 이러한 의미 차이
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이 ‘못’에 비해 더 일반적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통사적인 제약도 더 적게 가지기 때문에 빈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이다. 
  그러나 <표 34>를 보면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부정 부사
어의 빈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논문 텍스트에서는 일상대화 텍스트에 비해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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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이 적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빈도의 차이는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
화 텍스트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논문 텍스트는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치중하며 발화자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능력 부정’이나 ‘타의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못’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부사 ‘못’의 유일한 용례는 아래와 같이 설문지의 문항을 직접 인용한 것이었다. 

  (66) (전략)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밤새 잠을 못 잔 적이 있다”의 문항은 요인 구성
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부사 ‘안’의 용례들 역시 모두 ‘단순 부정’이거나 설
문지 문항의 인용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논문 텍스트에서는 다른 성
격을 가지는 텍스트를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정 부사어가 ‘단순 부정’의 
의미로만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입장 표시 기능

  입장 표시 기능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메시지의 내용)이나 말하고 있는 방식
(문체)에 대한 화자의 언급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절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절이 전달하는 내용이나 그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
에 대한 화자의 입장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부사어는 문
장 내의 어떤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절 전체를 수식하게 된다. 여기에 
속하는 부사어는 다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입장이나 태도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양
태, 영역, 양식 부사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태 부사어는 명제에 대해 화자가 주
관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며, 영역 부사어는 명제가 참이 되는 
영역을 화자가 어떻게 한정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양식 부사어는 화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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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양태 부사어

  양태 부사어(modal adverbials)는 양태를 표시하는 부사어이다. 즉, 양태 부사어
는 부사어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양태라는 문법 범주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때 양
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라 정의할 수 있으며,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
관적 태도가 부사어를 통해 드러날 때 이 부사어를 양태 부사어라 할 수 있다. 
  양태 부사어가 곧 양태를 표시하는 부사어라고 정의할 경우, 양태 부사어의 하위 
부류 역시 양태의 하위 부류와 관련을 맺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에서 
양태 부사어의 하위 부류는 양태의 하위 부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양태에 대한 논의와 양태 부사어에 대한 논의가 별개로 이루어지면서 양태의 의
미 범주와 양태 부사어의 의미 범주가 통일되지 않고, 양태의 의미 분류와 양태 부
사어의 의미 분류도 통일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양태 부사어의 하위 부류
는 연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예를 들어, 서정수(1994/2013)에서는 양태 
부사어를 ‘확실성, 개략성, 일반성, 예외성, 의외성, 가상성, 당연성, 당위성’으로 구
분하였고, 김경훈(1996ㄴ)에서는 ‘인식 양태(단언, 확신, 시인, 반전, 부정극성, 추
측, 가정, 양보), 의무 양태(당위성), 정감 양태(감탄)’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도 양
태 부사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최현배(1937/1984), 남기심·고영근(1985/2014), 왕
문용·민현식(1993), 손남익(1995) 등 여러 논의들에서 양태 부사어는 제각기 다른 
하위 부류로 분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의에서
는 양태의 분류를 고려하여 양태 부사어의 범위를 확정하고자 한다. 
  박진호(2011 : 194-195)에서는 양태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 

  (67) 가.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를 
나타냄(예 :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나.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나타냄. 또는 
사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예 : 의무, 허락/허용).

다.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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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예 : 능력, 의도, 바람).
라. 감정 양태/평가 양태(emotive/evaluative modality)

: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예 :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마.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예 : 직접 
경험, 전언, 추론).

(67)의 양태의 종류 중 인식 양태나 당위 양태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들은 이전의 
양태 부사어나 양태 부사 논의에서 전형적인 양태 부사어의 의미로 많이 다루어진 
반면, 동적 양태 및 감정 양태/평가 양태, 증거 양태에 해당하는 부사어는 양태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미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따라 양
태 부사어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25)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양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어들을 역시 양태 부사어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들을 양태 부사어로 분류
하고자 한다.

  ①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68) 가. 그런데 경우에 따라 선행 발화에 서술어가 포함되어 명사구와 서술어의 복합
적 구성을 이루는 수가 있다.

나.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위의 예 (68)은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어의 예로 명제의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부사어이다. (68가)의 ‘경우에 따라’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명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달라짐을 표시하는 부사어이며 (68나)의 ‘확실히’는 명제가 
매우 높은 확실성을 가짐을 표시하는 부사어이다. 
25) 양태 부사 및 양태 부사어 관련 논의 중 최현배(1937/1984), 남기심·고영근

(1985/2014), 왕문용·민현식(1993), 김경훈(1996ㄴ) 등에는 동적 양태나 감정 양태/평
가 양태, 증거 양태에 해당하는 부사어 항목이 일부 제시되어 있는 반면, 서정수
(1994/2013, 2005), 손남익(1995) 등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양태 부사(어) 범주를 찾을 
수 없다.



- 137 -

  ②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69) 가. 막 그런 데 가서, 아 이거 인제 얘기하면은 가 가격 얘기하면은, 얼마 깎아 
주세요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같애.

나. 나가면은 당연히 깔끔하게 하고 나가지.

예 (69)는 당위 양태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어의 예이다. ‘당연히’는 ‘마땅히 그러하
게’의 의미로 의무의 당위 양태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태 
부사어는 ‘-아/어야 되-’와 같은 다른 양태 표현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③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 ④ 감정 양태/평가 양태(emotive/evaluative 
modality)

  (70) 근데 옛날에는 정말 내가 봤을 때 별 거지 같은 새끼한테 다 걸렸구나, 제발 말 
좀 들어라.

  (71) 가. 대학 와서 이, 가, 이상하게 대학 같이 와서 노는 애들도 쫌 돈이 집에 꽤 있
어요.

나. 차라리 현금으로 바까 주면 얼마나 좋아. 

다음으로 위의 예 (70), (71)은 각각 동적 양태와 감정 양태/평가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예이다. 동적 양태의 경우 그것이 부사어로 드러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반면에 감정 양태/평가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종류는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감정적 태도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비교적 다양하다. 

  ⑤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72) 가.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개발한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자의 77%가 스마트폰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SNS를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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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은 온라인을 통한 대인상호관계, 즉 SNS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 내 친구들도 주위에서 봤을 때도 첫눈에 반해서 한 번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오래 못 만나는 그 친구 한 명이고, 다른 내 친한 친구들을 보면은 테크니션
한테 한 번씩 다 걸렸어.

마지막으로 위의 예 (72)는 증거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예이다. (72가)의 밑줄 
친 부사절은 정보의 근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조사’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72나)의 ‘주위에서 봤을 때도’는 정보의 출처가 화자 자신의 경험임을 드러내고 있
다. 
  양태 부사어는 전체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으나 사용 양상에 
있어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부사어이다. 또한 텍스트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의 차이
도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사어라 할 수 있다. 
  양태 부사어는 빈도가 높지 않고 구성 역시 다양하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양태 
부사어가 부사로 구성되며 다른 구성의 부사어는 그 빈도가 낮다. 부사절이나 부사
격조사구로 구성된 양태 부사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양태 
부사어들은 주로 증거 양태에 편중되어 있다.
  
  (73) 가. 잘생겨야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이가 이십대 중반 이렇게 막 가까

워지고 이러니까 소개팅 미팅이나 그런 일회성 만남 같은 거는 이제는 별 의
미가 없어.

나. 지형자료의 형상으로 보아 지표수는 북서측과 남서측의 고지대의 우수가 인
근 지선관거로 유입된 후 서측에서 동측으로 매설된 간선관거를 통해 동남측
으로 이송될 것으로 판단된다.

(73가)는 부사격조사구로 구성된 양태 부사어의 예이고 (73나)는 부사절로 구성된 
양태 부사어의 예이다. 이들은 모두 증거 양태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어로, 부사가 
아닌 양태 부사어는 대부분 증거 양태를 나타내며, 부사가 아닌 양태 부사어 중 증
거 양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이상하게도’와 같은 감정 양태/평가 양태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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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의 양태 부사어가 있다. 
  한편 양태 부사어의 경우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양상에 
차이가 있다. 우선 논문 텍스트의 경우 일상대화 텍스트에 비해 양태 부사어가 적게 
사용된다. 전체적으로 논문 텍스트의 부사어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양태 부
사어의 빈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논리와 객관성을 중시하는 논문 텍스트의 특성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태 부사어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
사어인데 논문 텍스트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지양하는 특성이 있
다. 따라서 논문 텍스트에서 양태 부사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74) 가. 아마도 그 양상이 이중 주어 구문처럼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 Salovey와 Mayer(1996)에 의하면, 정서지능의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되어 정

서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서 발달해간다.

위의 예 (74)는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양태 부사어의 예이다.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양태 부사어는 대부분 (74가)와 같은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거나 
(74나)와 같은 증거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이는 인식 양태가 나타내는 확실
성, 가능성이나 증거 양태가 나타내는 정보의 출처 등의 의미가 다른 양태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증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거 양태는 다른 텍스트보
다 논문 텍스트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논문 텍스트에서는 부사
절이나 부사격조사구와 같은, 부사가 아닌 양태 부사어의 빈도 역시 높다. 
  반면에 일상대화 텍스트에 나타나는 양태 부사어는 논문 텍스트보다 그 빈도가 
높다. 이는 텍스트 유형의 특성상 주관적 태도가 논문 텍스트보다 적극적으로 표현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5) 가. 확실히 오늘 안 가져가도 아무도 몰라.
나. 오히려 그런 애들일수록 진짜 막말로 좆도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튼 그

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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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 (75)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양태 부사어의 예이다. 일상대화 텍스
트에서는 (75가)와 같은 인식 양태 부사어와 (75나)와 같은 감정/평가 양태 부사어
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감정 양태/평가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논문 텍스트와는 다른 특성이다. 

4.2.2. 영역 부사어

  영역 부사어(domain adverbials)는 명제가 참이 되는 영역을 표시해 주는 부사어
이다. 즉, 어떤 명제가 특정한 영역에서만 참이 될 때 그 영역을 부사어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76) 가. 이론적으로 이중 부사어 구문이나 이중 관형어 구문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모든 이 모든 일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연애질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는 한두 

번씩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 (76)은 다양한 구성을 가지는 영역 부사어의 예이다. (76가)의 ‘이론적으로’는 
‘이중 부사어 구문이나 이중 관형어 구문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론적’
인 부분으로 제한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실제
적으로는’ ‘이중 부사어 구문이나 이중 관형어 구문도 가능하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76나)의 ‘연애질에 있어서도’ 역시 ‘시행착오는 한두 번씩 필요하다’는 명제
가 성립하는 영역이 ‘연애질’임을 표시하는 영역 부사어이다. 이 경우에도 연애질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예 (76나)의 경우는 
‘모든 이 모든 일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이라는 절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연애
질에 있어서도’는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연애질’이라는 영역에서도 명제가 참이 
됨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역 부사어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역 부사어는 그 명제가 성립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사와 같이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단일 어휘의 부사어보다는 부사절이
나 부사격조사구, 또는 ‘관형절+명사’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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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의에서 분석한 텍스트들에서도 부사나 부사구의 형태를 가진 영역 부사어의 
예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부사절의 형태가 주로 나타났다. 
  영역 부사어는 명제가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 참이 되는 경우, 또는 명제가 참이 
되는 어떤 특정 영역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부사어이기 때문
에 그 빈도가 다른 부사어에 비해 높지 않다.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나타난 영역 부
사어의 예는 아래와 같다. 

  (77) 가. 이를 통해 응답자들에게 있어 스마트폰 중독이란 핸드폰 사용이 불가할 때의 
불안, 초조 그리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이
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돈 내는 거 있어서는 무조건 아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다 내야 한다는 것도 
재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돈 내는데 뒤에서 뒤꽁무니 치면서 신발 끈 
매는 거 이것도 재수 없어.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영역 부사어의 형태는 ‘~에/에게 있어(서)’
이다. 조사 ‘에’나 ‘에게’ 앞에는 ‘관형절+명사’ 등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대상이 결
합하여 구체적인 영역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조사 ‘에서, (으)로’에 의한 부
사격조사구나 ‘관형어+경우’와 같은 명사구, ‘(으)로+보면’ 등과 같은 부사절 등이 
영역 부사어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영역 부사어의 빈도를 텍스트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일상대화 텍스트보
다 논문 텍스트에서 그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텍스트 유형에 따
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정확성이 핵심이며 분석이 내용의 중심인 논문 
텍스트에서는 명제가 모든 영역에서 참이 아닐 때 이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논문 텍스트에서는 영역 부사어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대화 주제에 따라 영역 부사어의 빈도가 달라
진다. 분석 대상 텍스트 중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영역 부사어의 예는 모두 
한 파일에서 발화된 것인데, 이것은 당시의 대화 주제로 인해 발화자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영역을 나누어 가며 설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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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양식 부사어

  양식 부사어(style adverbials)는 화자가 발화를 어떤 양식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에 대해 명시하는 부사어이다. 즉, 화자가 발화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사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식 부사어는 문장의 구성 요소나 발화의 내용과 관
련이 없다. 문장의 특정 성분이나 명제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으며, 문
장 부사어로서 절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기는 하지만 명제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명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다. 이러한 양식 부사어의 특성은 다른 부사어와 구별되며, 양태 부사어나 영역 부
사어와 같이 절 전체와 관련을 맺는 전형적인 문장 부사어들과도 차이가 있다. 양태 
부사어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명제의 내용
과 관련을 맺으며, 영역 부사어는 명제가 참이 되는 영역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역시 
명제 내용과 관련을 맺고 있다. 반면에 양식 부사어는 명제 내용이 아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부사어라는 점에서 메타언어적인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78) 가. 예를 들어 강희양·박창호(2011)는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
으로 생기는 불안과 초조와 같은 일상생활 장애라고 하였다.

나. 다시 말하면 후행 발화가 선행 발화 직후에 발화되기 때문에 발화현장에서 멀
리 떨어진 것을 가리키는 ‘저’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이’와 ‘그’가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예 (78)은 양식 부사어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78가)의 ‘예를 들어’는 예를 제시하
는 방식으로 발화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따라서 명제 내용은 곧 ‘예’가 된다. (78
나)의 ‘다시 말하면’ 역시 앞의 명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하는 방식으로 발화가 이
루어짐을 나타낸다. 따라서 문장의 명제 내용은 곧 앞선 명제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
이 된다. 
  코퍼스에서 양식 부사어는 주로 부사와 부사절의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논문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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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서 나타난 양식 부사어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9) 가. 즉 집합적으로 선행 발화가 의미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나타나게 됨으로써 
‘부류-요소’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 아래의 예 (19)-(21)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가령, 연관 활동으로 감정 카드의 슬픈 표정을 보면서 그 이유를 자신의 경험
과 연결 지어 이야기 나누기와 슬픈 표정 지어보고 전달하기 게임 등을 통해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79가, 나)는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양식 부사의 예로, 논문 텍스트에서 주로 나
타난 양식 부사는 ‘곧, 즉, 가령’ 등이다. 이들은 그 뜻풀이를 살펴보아도 양식 부사
어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0) 가. 곧 : 바꾸어 말하면
나. 즉 : 다시 말하여
다. 가령 : 가정하여 말하여 / 예를 들어

(80)은 《표준》에 있는 ‘곧, 즉, 가령’의 뜻풀이이다. 이를 보면 동사 ‘말하-’와 말
하기의 방식을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로 그 뜻풀이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뜻풀이는 이들 부사가 발화 방식을 표시하는 의미를 지님을 알려준다. 

  (81) 가.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대한 중독현상을 살펴보았을 때 실질적
으로 어떠한 콘텐츠 사용에서 중독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탐구는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예를 들어 담화의 사용이 어떻게 문법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81가, 나)는 논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양식 부사절의 예이다. 논문 텍스트의 양식 
부사절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방식 부사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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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말해(서)’와 같이 말하기의 방식을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와 동사 ‘말하-’로 이
루어진 부사절이고 다른 하나는 ‘정리하-, 종합하-, 들-(‘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
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과 같이 말하기의 방식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하는 서술
어를 가지는 부사절이다. 양식 부사절은 양식 부사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예가 나타
난다. 부사의 경우는 발화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의 수도 적고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도 다양하지 않은 반면에, 부사절의 경우에는 동사 ‘말하-’의 앞에 오는 
방식 부사어를 교체하여 다양한 발화의 방식을 나타낼 수 있고 말하기의 방식을 나
타낼 수 있는 서술어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양식 부사어의 예는 아래와 같다.

  (82) 가. 솔직히 저금통 돈 주고 우리가 안 사잖아요.
나.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그 정도 되고 군대 갔다 오고 다른 여자를 만나 본 경

험이 있으면, 닳고 닳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야. 
다. 그니까 잘못됐을 경우에 캠퍼스 커플들이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좆 되는 경

우가 많잖아.

(82가)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양식 부사의 예이다. 분석 대상이 된 일상대
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양식 부사어 중 부사는 ‘솔직히’뿐이다. 일반적으로 ‘솔직히’는 
방식 부사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82가)의 ‘솔직히’는 동사 ‘사-’를 수식하지 않는다. 
이때의 ‘솔직히’는 뒤에 ‘말하면’ 또는 ‘말해(서)’ 등이 생략된 상태로 말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라 할 수 있다. (82나, 다)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양식 부
사절의 예이다. (82나)는 ‘솔직히’ 뒤에 ‘말하면’이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부사절의 
형태로 나타난 양식 부사어이다. 이 외에도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등과 같이 예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양식 부사절이 사용되었다. 일상대화 텍
스트에서 나타나는 양식 부사어들은 논문 텍스트의 양식 부사어들보다는 좀 더 주
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다. 논문 텍스트에서는 ‘정리, 예시, 종합, 반복’ 등과 
같은 객관적인 말하기 방식을 제시하기 위한 양식 부사어들이 사용된 반면에, 일상
대화 텍스트에서는 발화의 정직성이나 비속성과 관련이 있는 양식 부사어들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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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이들 두 텍스트 유형이 가지는 격식성 및 객관성의 차이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4.3. 접속 기능

  접속 기능은 절을 텍스트의 다른 구성 단위와 연결하는 기능을 말한다. 부사어를 
‘꾸미는 말’이라고 할 때 부사어의 의미기능은 곧 ‘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접속 기능은 부사어의 일반적인 의미기능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Biber et al.(1999 : 765)에서는 접속의 기
능을 담당하는 부사어가 절의 나머지 부분과 맺는 관계가 상황 부사어에 비해 주변
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접속 기능이 절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접속 기능의 특성으로 
인해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들이 다른 부사어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사어의 접속 기능이 부사어의 다른 기능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접속 기능은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절
의 일부 또는 전체에 더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들이 접속 기능을 하지 않는 다른 부사어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 힘들
다. 후술하겠지만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어들과 그렇지 않은 부사어들은 구성면에서
나 의미기능면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접속의 기능이 상황 표시 기능이나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
하는 부사어가 특정한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고,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를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어의 하위 부류로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 절에서는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어가 나타낼 수 있는 절과 절 사이의 관
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존의 논의를 기반으로 살펴보고, 어떤 의미 부류에 속
하는 부사어들이 접속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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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접속 기능의 하위 부류 

  접속의 기능은 그것이 나타내는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의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분류의 과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가 접속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접속 기능을 가지는 
부사어를 살펴보기 전에 접속의 하위 부류를 확인하는 것은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
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 또는 부사어들이 나타내는 관계는 이미 여러 선행 연
구를 통해 다양하게 분류된 바 있다(최현배 1937/1984, 왕문용·민현식 1993, 손남
익 1995, 김경훈 1996ㄴ, 김미선 2001, 김선영 2003 등). 이들 분류는 서로 공통
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완전히 일치하는 분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접
속 부사를 인지·텍스트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서반석(2018)에서는 실제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접속 부사의 예를 기반으로 하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와 자주 인정
된 부류들을 참고하며 접속 부사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관계들을 소부류로 나타낸 
후, 이들을 다시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통합하는 방식으로 접속 부사를 분류
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면서 동시에 코퍼스에서 실제
로 나타난 예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반석(2018)의 접속 부사 분류를 받아들여,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관계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부류는 ‘인과’이다. 인과 관계는 선후행 내용이 인과적인 관련성을 맺는 
관계를 말한다. 그 하위 부류로는 ‘결과, 귀결, 원인’ 등이 있다. ‘결과’와 ‘귀결’은 선
행한 내용으로부터 후행한 내용이 기인하는 것이고, ‘원인’은 반대로 후행 내용이 선
행 내용의 원인 또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과’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로는 ‘그
래서, 그러므로’ 등이 있고 ‘귀결’에는 ‘결국’이 있다. ‘원인’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로
는 ‘왜냐하면’이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시간’이다.26) 이는 선후행 내용 사이의 시간적 위치 관계를 말한
26) 접속 기능을 분류할 때 서반석(2018)에서 사용한 ‘시간’이라는 용어는 선후행 내용 사

의 시간적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는 상황 표시 기능의 부사어를 구분할 때 사
용된 ‘시간’과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본 논의에서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분류할 때 사
용한 ‘시간’은 동작이나 사건, 상태와 관련이 있는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하나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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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하위 부류로는 ‘동시’와 ‘순차’가 있다. ‘동시’의 접속 부사는 후행한 내용이 
선행한 내용과 시간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때, 순간’ 등이 그 예이
다. ‘순차’는 후행한 내용이 시간적으로도 선행 내용에 후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순차’의 접속 부사로는 ‘그러다가’ 등이 있다. 
  세 번째 부류는 ‘상술’이다. ‘상술’은 선행한 내용을 후행한 내용이 구체화시키거나 
보다 풍성하게 하는 관계로, 하위 부류에는 ‘환언, 예시, 첨가, 강화’가 있다. ‘환언’
은 선후행 내용이 동일성을 가지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접속 부사로 ‘즉’이 
있다. ‘예시’는 후행 내용이 선행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관계로 ‘가령, 
예컨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첨가’는 후행문의 정보가 선행문에 덧붙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또, 또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화’는 선행 내용의 속성을 후행 내
용에서 한층 더 강하게 만드는 관계를 의미하며, ‘특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 부류는 ‘대립’이다. 이는 선후행 내용이 의미적·텍스트적으로 상반되는 관
계로 하위 부류로는 ‘역접, 양보, 예외, 중단’이 있다. ‘역접’은 선후행 내용이 의미적
으로 상반되는 관계, ‘양보’는 후행 내용이 선행 내용으로 인한 기대를 부정하는 관
계라 할 수 있으며, ‘예외’는 후행 내용이 선행 내용이 적절성을 갖기 위한 예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관계, ‘중단’은 선후행 내용이 텍스트적으로 상반되는 관계, 즉 선
행한 이야기가 중단되고 후행 내용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역접’의 접속 부사로는 ‘하지만, 그러나’ 등이 있고, ‘양보’의 접속 부사로
는 ‘그래도, 그러면서(도)’ 등이 있으며, ‘예외’에는 ‘다만, 단’, ‘중단’에는 ‘한편, 좌우
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어가 나타낼 수 있는 관계는 매우 다양한데, 각
각의 대부류, 소부류들이 나타내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것이 부사어의 의미 부류 중 
어떤 것과 관련을 맺고 있을지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후에는 상황 
표시 기능이나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들 중 어떤 부사어들이 접속의 기
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맥락에서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는지, 

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서반석(2018)에서 사용한 용어를 
‘시간’보다 더 구체적인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하나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그대로 제시하기 위하여 용어를 수정하지 않고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밝
혀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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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래 가진 의미기능과 접속 기능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4.3.2. 부사어의 접속 기능과 의미 부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속 기능은 부사어의 다른 의미기능과는 다른 특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부사어의 다른 의미기능은 절 내부의 다른 요소 또는 절 자체를 
수식하며 절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사건에 대한 정보나 이에 대한 화자의 입장 
등을 표시하는 데에 반해 접속 기능은 그 자체로서 절의 일부 요소나 절 자체에 대
한 구체적인 정보나 입장을 표시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고 선행하는 담화 단위와 
절의 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가 상황 표시 기능이나 입장 표시 기능을 담
당하는 부사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 의미나 구성 측면에서 공
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접속 기능의 하위 부류 중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은 논리적 관계 부사어와 의미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
고,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은 시간 부사어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상술’ 관
계를 나타내는 기능은 양식 부사어나 바탕 부사어, 양태 부사어와 유사하고,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은 바탕 부사어나 논리적 관계 부사어와 유사하다. 
  또한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와 그렇지 않은 부사어는 구성면에서도 공통
점을 가진다. 

  (83) 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나.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위의 예에서 (83가)의 ‘배가 고파서’와 (83나)의 ‘그래서’는 구성면에서 크게 다르
지 않다. ‘배가 고파서’는 어미 ‘-아/어서’가 이끄는 부사절이고, ‘그래서’는 ‘그러하
-’에 어미 ‘-아/어서’가 결합한 것이 굳어져 만들어진 부사이다. 또한 (83가)에서는 
어미 ‘-아/어서’가 이끄는 부사절이 주절 사건의 이유를 나타내는데, (83나)의 ‘그
래서’ 역시 선행하는 문장이 후행하는 절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도 유



- 149 -

사성을 보인다. 즉 어떤 사건의 이유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둘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
가 없다. 다만 전자는 부사어 자체에 원인이 드러나 있는 반면, 후자는 구체적인 원
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문장에 원인이 되는 사태가 나타나 있음을 보
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접속 기능을 가지는 부사어가 접속 기능을 가지
지 않는 부사어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상황 표시 기능이나 
입장 표시 기능을 가지는 부사어가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접속 기능을 부수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기능을 가지는 
부사어가 어떤 맥락에서 접속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사어의 의미기능 부류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생각
해야 할 것은 접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사어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접속 기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담화 단위와 절의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이
다. 따라서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는 적어도 자신이 속해 있는 절 전체를 수
식 영역으로 가지거나 절 전체의 내용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사
어가 연결하는 대상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앞의 내용과 해당 절 전체를 연
결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절의 일부만을 수식 영역으로 가지거나 절의 일부 
요소와만 관계를 맺고 있는 부사어는 절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절 전체를 
앞의 내용과 연결하기 어렵다. 
  이처럼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는 절 전체와 관련을 맺는 것이 가능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며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의 의미 
부류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시간’의 부사어는 접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27) 

  (84) 가. 그러면은 예의상 처음부터는 이렇게 신문을 좀 보는 척을 해. 그러다가 까무
룩 잠이 드는 거야.

나. 그래서 음, 그 정도면 그래 선물이니까 그 정도는 사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또 막 다른 거 둘러보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그걸로 결정을 

27) 시간 부사어의 수식 범위에 대해서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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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

예 (84)는 시간 부사어가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의 예이다. (84가)의 ‘그러다
가’는 선행하는 사태와 후행하는 사태가 순차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며 
둘을 연결해 주는 접속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그러다가’는 ‘그리하-’와 계기 관계
를 나타내는 부사형어미 ‘-다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사어로 순서/계기의 의미를 
가지는 다른 시간 부사어와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문
장의 맨 앞에서 지시용언 ‘그러하-’가 사용됨으로써 절이 나타내는 사태와 관련이 
있는 시간이 곧 ‘그리하-’의 지시 대상인 앞 문장의 사태가 발생한 시간임을 표시하
여 앞 문장의 내용과 ‘그러다가’가 포함된 절을 연결시킨다. (84나)의 ‘그러면서’는 
선행하는 사태와 후행하는 사태가 동시에 발생함을 표시하며 둘을 연결해 주는 접
속 기능을 담당한다. 이 경우에도 ‘그러면서’는 ‘그리하-’와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형어미 ‘-(으)면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사어로 시점/동시의 의미를 가지는 
다른 시간 부사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그리하-’가 사용됨으로써 ‘그러
면서’를 가지고 있는 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이 곧 앞 문장의 사태가 
발생한 시간과 동일함을 표시하여 둘을 연결하는 접속 기능을 한다. 
  이처럼 시간 부사어가 주로 절의 맨 앞에 쓰이면서 절이 나타내는 사태와 관련이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 내부에 선행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
어를 포함하고 있어 절이 나타내는 사태와 선행하는 내용이 시간적으로 관련을 맺
고 있음을 나타낼 때 시간 부사어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접속의 기능을 함
께 담당하게 된다. 주로 ‘동시, 순차’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논리적 관계’의 부사어 역시 특정한 문맥에서 접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85) 가. 수치해석모형의 발달로 하수관거 내에서의 흐름은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해
석할 수 있으나, 지표면 유출수의 경우 박층류 해석의 불확실성과 도시표면의 
복잡한 지형구조물에 의한 간섭현상 등으로 정확도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이에 최근의 도시침수에 관한 연구는 지표면 유출의 해석 정확도를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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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건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나. 특히 예비역이랑 새내기 사이에서 정들어 버리면은 그거는 클나거든. 그래서 

작년에 내가 걸었던 노선이 군대식 그거 어, 무지막지 노선이었거든.

위의 예 (85)는 접속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논리적 관계 부사어의 예이다. (85가)
의 ‘이에’는 ‘이러하여서 곧’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즉, ‘이
에’는 그것이 속한 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논리적 관계 부사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에’가 나타
내는 원인/이유는 ‘이에’가 지시하는 선행 내용이다. 즉, ‘이에’는 선행하는 내용이 
후행하는 내용의 원인/이유가 됨을 표시함으로써 선행하는 문장과 후행하는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85나)의 ‘그래서’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접속의 기능을 수
행한다. ‘그래서’는 부사절이었던 것이 하나의 어휘가 되어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
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는 논리적 
관계 부사어에 속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
라 선행하는 내용을 지시하며 그것이 곧 원인/이유가 됨을 표시함으로써 선행하는 
내용과 후행하는 절을 연결한다. 
  이처럼 논리적 관계 부사어가 문두에 쓰이면서 사태의 원인이나 이유, 조건,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 대신에 선행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함을 표시하
게 되면 이 논리적 관계 부사어는 선행하는 내용과 후행하는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
의 기능을 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부사들 외에도 양보의 ‘그런데도(근데도), 그래
도’, 인과의 ‘왜냐하면, 그러니까, 따라서’, 선택의 ‘아니면’ 등이 연구 대상 텍스트에
서 자주 나타났으며, ‘인과’와 ‘양보’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빈번하게 사용된다.
  세 번째로, ‘바탕’의 부사어가 접속 기능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86) 가.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채택과 이용 동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각각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
준은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나. 이마트가 하나 이마트랑 마그넷이 있는데, 다 멀어 집에서. 그리구 요새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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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 다니잖아.

예 (86가)에서 ‘그러나’는 바탕 중에서도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하지
만 ‘그러나’는 문장의 내용과 대조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앞의 내용이 ‘그러나’가 속해 있는 절의 내용과 대조되는 정보에 해당함을 표
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나’는 의미적으로는 대조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바탕 부사어임과 동시에 기능적으로는 선행하는 내용과 후행하는 내용이 대
조를 이루고 있음을 표시하여 둘을 연결하는 접속의 기능을 한다. (86나)의 ‘그리구
(그리고)’ 역시 의미적으로는 바탕의 부사어, 그 중에서도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부
사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시적인 의미에 의하여 문장에 부가되
는 정보가 선행하는 내용임을 표시함으로써 선행하는 문장과 후행하는 문장을 연결
하는 접속의 기능을 한다. 
  위의 예에서 제시한 것처럼 바탕 부사어 역시 문두에 쓰이면서 그 자신은 구체적
인 바탕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대신 앞에 오는 내용이 그 바탕 정보에 
해당함을 표시하게 되면 이를 통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가지는 관계를 표시하
고 이들을 연결하는 접속 기능을 하게 된다. 대조의 ‘그러나, 하지만’, 나열의 ‘그리
고’, 배경의 ‘그런데(근데)’ 등이 활발하게 사용되며, 이들은 ‘첨가’와 ‘역접’의 접속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네 번째로, 입장 표시 기능을 하는 부사어에 속하는 ‘양태’ 부사어 역시 접속의 기
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87) 가.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퇴진하자 의아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지 모른다. 심지어 내부 불화설까지 나오고 있다.    (서반석 2018 : 214)

나. 이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책
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서반석 2018 : 206)28)

28) 양태 부사어는 본 논의에서 사용한 코퍼스에서 그 용례가 많지 않아 접속 기능을 담당
하는 양태 부사어의 전형적인 예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여기에서는 서반석(2018)에서 제
시한 예를 제시하였다. 이 예는 모두 21세기 세종계획 현대원시말뭉치에서 있는 문장을 
서반석(2018)에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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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 (87)은 양태 부사어가 접속 기능을 하는 경우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87
가)의 ‘심지어’는 ‘더욱 심하다 못하여’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 부사어라 할 수 있는데, 동시에 후행하는 내용이 선행
하는 내용보다 더욱 심화된 내용을 드러냄을 표시한다. 즉, 이때의 ‘심지어’는 선행
하는 내용을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 삼고 후행하는 내용이 선행하는 내용보다 더 심
화된 내용임을 표시함으로써,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한다. (87나)
의 ‘오히려’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로 일반적으로 의외성,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정 양태의 부사
어로 쓰인다. 그러나 (87나)의 경우와 같이 ‘오히려’가 전복시키는 ‘기준, 예상, 짐
작, 기대’가 선행하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오히려’는 선행하는 내용이 주는 
예상이나 짐작과는 달리 이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 후행함을 표시하며 접속의 기능
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양태 부사어의 경우 부사어가 나타내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선행
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때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양태 부사어가 
접속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 예 (87)의 경우와 같이 주로 문두에 양태 부사어가 
위치하게 된다. 이때 양태 부사어는 주로 ‘강화’나 ‘중단’의 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이후인(2015)에서는 양태 부사의 속성과 접속 부사의 속성을 모두 가지는 
부사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을 ‘양태 접속 부사’라 칭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양태 
부사와 접속 부사의 개념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기능의 층위가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하는데(이후인 2015 : 17), 본 논의의 관점을 따
르면 이러한 양태 부사와 접속 부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
사들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의미적으로는 양태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
어로서 절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만, 그것이 나
타내는 양태 의미가 선행하는 내용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문맥에서 쓰일 때 접속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식’ 부사어 역시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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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가. 용법기반문법은 자연발화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총체를 통해 이론적 문제
를 다룬다. 예를 들어 담화의 사용이 어떻게 문법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나.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 현상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대한 집착 또는 과다 이용 등 주로 매체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스마트폰 
기기가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어플리케이션 유형과 중독현상과의 관계성에 대
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대한 
중독현상을 살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콘텐츠 사용에서 중독현상이 나
타나는지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탐구는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예 (88)은 접속의 기능을 가진 양식 부사어의 예이다. (88가)의 경우 ‘예를 들
어’라는 양식 부사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부사어는 발화의 양식을 제시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의 ‘예’가 선행하는 내용에 대한 것임을 알려준다. ‘예’는 어떤 다수의 대
상 중에서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대상의 본보기인지
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이 ‘예’는 선행하는 내용의 본보기라고 이
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식 부사어 ‘예를 들어’는 후행하는 내용이 선행 내용의 예
가 됨을 표시함으로써 둘을 연결하는 접속 기능을 하게 된다. (88나)의 경우에도 
‘다시 말해서’는 발화의 방식을 표시하는 양식 부사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다시’ 
말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말한 바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 대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말하는 대상은 선행하는 내
용이 된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는 발화의 양식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선행하는 내용
과 후행하는 내용이 유사한 내용을 형식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
냄으로써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부사어의 경우 그 부사어가 나타내는 발화의 양식이 선행하는 내용과 관련
이 있는 것일 때에는 발화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선행하는 내용과 양식 부
사어가 나타나는 절의 관계를 표시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접속의 기능을 하게 된다.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양식 부사어로는 ‘예를 들어, 정리
해 보면, 요컨대, 즉, 다시 말해(서)’ 등이 있으며, ‘환원’이나 ‘예시’의 관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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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접속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4.4. 소결

  이 장에서는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부사어를 분류하였다. 
  먼저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상황 표시 기능과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메시지의 내용)이
나 말하고 있는 방식(문체)에 대한 화자의 언급을 전달하는 입장 표시 기능으로 나
누고, 각각을 부사어의 의미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상황 표시 기능의 부사어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공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 정도 부사어, 방식 부사
어, 논리적 관계 부사어, 바탕 부사어, 부정 부사어로 나뉘었고, 입장 표시 기능의 
부사어는 양태 부사어, 영역 부사어, 양식 부사어로 나뉘었다.  
  그리고 부사어의 기능 중에는 선행하는 담화 단위와 절을 연결하는 접속 기능도 
있는데, 이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상황 
표시 기능이나 입장 표시 기능을 하는 부사어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쓰일 때 담당하
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고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어를 4.3.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접속의 하위 부류를 살펴보고, 접속 기능을 가지는 부사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를 확인한 결과, 부사어의 의미 부류 중 시간, 논리적 관계, 바탕, 양태, 양식을 나
타내는 부사어들이 접속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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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

  이 장에서는 부사어와 그 수식 범위를 중심으로 부사어를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사어의 수식 범위에 따라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를 나누
어 각각의 정의와 특징, 의미 부류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
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장에서는 부사어 중에서도 문장 
부사어의 특성을 살피는 데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본 논의에서 문장 부사어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문장 부사어의 수식 대상이 다른 수식어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
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5.1.1.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5.1.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

5.1.1. 정의와 특성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사어를 그것이 수식하는 대상의 범위를 기준으
로 분류하는 것은 부사어 분류의 오랜 전통 중 하나이며, 수식 범위를 기준으로 했
을 때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분류는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로 부사어를 나누
는 것이다. 그러나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다양해서 반드시 둘로만 나뉘는 것은 아니
다.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가. 2분법 : 성분 부사어 / 문장 부사어
          (남기심·고영근 1985/2014, 권재일 2012 등)
           성분 부사어 / 절 부사어(구본관 외 2015 등)
나. 3분법 : 동사-부사(어) / 동사구-부사(어) / 문장-부사(어)

         (임홍빈·장소원 199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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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분법 : 동사 수식 부사어 / 동사-바 수식 부사어 / 동사구 수식 부사어 / 선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김경훈 1996ㄴ 등)

부사어를 둘로 나눈 남기심·고영근(1985/2014 : 282-284)에서는 부사어를 문장의 
한 성분인 서술어의 뜻을 한정하여 꾸며 주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 주
는 문장 부사어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부사어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에는 서술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사어는 서술어는 물론이고 관형어, 부사어 등 다양한 성분을 
수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사어를 이분한다면 문장 내의 어
떤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어’와 절 전체의 의미와 연결되어 절 전체를 꾸미는 부
사어를 ‘절 부사어’로 분류한 구본관 외(2015 : 239-240)의 분류가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사어의 명칭도 본 논의에서는 좀 
더 보편적인 명칭인 ‘문장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수식 범위가 절 
전체라는 점에서 ‘절 부사어’라는 명칭이 더욱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성분 부사어나 문장 부사어를 좀 더 세분하면 부사어를 셋 이상의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부사어를 수식 범위에 따라 셋 또는 다섯으로 
나눈 분류 역시 각각의 부류를 성분 부사어나 문장 부사어 중 하나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임홍빈·장소원(1995)의 분류법의 경우, 동사-부사(어), 
동사구-부사(어)의 경우는 ‘성분 부사어’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문장-부사(어)는 
본 논의의 ‘문장 부사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김경훈(1996ㄴ)의 경우도 ‘동사 
수식 부사어, 동사-바 수식 부사어’는 ‘성분 부사어’에 해당하며 ‘선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는 ‘문장 부사어’에 해당한다. 다만, ‘동사구 수식 
부사어’의 경우는 기존의 논의에서 성분 부사어로 취급하였던 부사어들과 문장 부사
어로 취급하였던 부사어들이 일부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김경훈(1996ㄴ)에서 ‘동사
구’를 주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서 기존의 논의와 다르게 시간 부사어, 공간 
부사어와 영역 부사어, 평가 부사어 등을 ‘동사구 수식 부사어’로 묶었기 때문이다. 
결국 ‘절’을 기준으로 삼아 절보다 작은 범위를 수식하는 부사어를 성분 부사어, 절
이나 그 이상의 범위를 수식하는 부사어를 문장 부사어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절이나 그 이상의 범위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는 문장에서 쓰이는 다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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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들의 피수식어와는 다른 종류의 피수식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부사어
가 아닌 수식어, 즉 성분 부사어나 관형어는 모두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을 수식하는데, 문장 부사어는 절 이상의 단위를 수식하며 절 내의 일부 성분과 직
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 부사어는 수식어들 중 유일하게 절 이상의 
단위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장 부사어는 절의 
맨 앞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으며, 성분 부사어는 가지지 않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
다. 본 논의에서 문장 부사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역시 이러한 유표성 
때문이다. 
  성분 부사어와는 다른 문장 부사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문장 부사 관련 논의를 참
고할 수 있다. 기존의 문장 부사 관련 논의에서는 문장 부사를 성분 부사와 구분하
는 특징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제시되었다. 
  
  (2) 가. 성분 부사는 명령문에 쓰일 수 있으나 문장 부사는 명령문에 쓰이지 못한다.

나. 성분 부사는 의문문에 쓰일 수 있지만, 문장 부사는 일반적인 의문문에 쓰이기 
어렵고, 확인의문문에서만 쓰일 수 있다. 

다. 부정문에서 성분 부사는 부정의 영역에 들어오지만, 문장 부사는 부정의 영역
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 성분 부사가 쓰인 문장은 긍정문과 부정문 모두 같은 전제를 가지지만, 문장 
부사가 쓰인 문장은 그렇지 않다. (이환묵 1976 : 131-134)

  (3) 가. 문장 부사는 문두 위치에 왔을 때 가장 명확하다. 
나. 문장 부사는 분열문이 가능하다. 
다. 문장 부사는 문장 내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서정수 1969=1975 : 73-76)

부사를 수식 범위에 따라 분류하는 연구에서는 논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 3)에 제시된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특징들을 기준으로 삼아 부사를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를 구분하게 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김선효(2005)에서는 (2다~라), 
(3가~다)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문장 부사의 특성들을 가지는 성분 부사를 찾아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기준이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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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위의 기준들 중 일부를 만족시키는 성분 부사는 비교
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래는 김선효(2005)에서 제시한 예이다. 

  (4) 가.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신다. /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선생님이 
술을 마신다.

나. 멍하니 나는 해가 질 때까지 남산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다. 김 후보는 자나깨나 대통령 선거를 걱정한다. / 김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걱정

하는 것은 자나깨나이다.
라. 자나깨나 그는 칼만 만지고 있다. / 그는 자나깨나 칼만 만지고 있다. 

그는 칼만 자나깨나 만지고 있다. / 그는 칼만 만지고 있다 자나깨나.  
                                                   (김선효 2005 : 40-48)

위의 예들은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를 구분하는 특징의 예외에 해당하는 예이다. (4
가)의 ‘항상’은 시간 부사로서 흔히 성분 부사로 분류되지만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
지 않을 수 있다.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와 같은 문장은 ‘선생님은 술
을 마시는 때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상’이 긍정
문에 쓰인 경우와 부정문에 쓰인 경우를 비교하면 둘이 동일한 전제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긍정문인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신다.’는 ‘선생
님이 술을 마신다.’를 전제로 가지지만, 부정문인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시지 않는
다.’는 ‘선생님이 술을 마신다.’를 전제로 가지지 않는다. (4나)의 예는 성분 부사가 
문두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문두에 있는 부사 ‘멍하니’는 성분 
부사이다. 또한, (4다)와 (4라)의 예는 성분 부사 ‘자나깨나’가 분열문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으며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의 기준들을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
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기준들
이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성분 부
사와 문장 부사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서인(2011 : 215-2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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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문장 부사가 성분 부사와 여전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
음을 지적한다. 
 
  (5) 가. 철수가 분명히 말했다. 

나. 분명히 철수가 말했다. 
다. 분명히 철수가 분명히 말했다.
라. 철수가 분명히 분명히 말했다.     (신서인 2011 : 215-216)

위의 예 (5)의 ‘분명히’는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의 쓰임을 모두 가지는 부사이다. 
위의 (5가)는 ‘분명히’가 성분 부사로 쓰인 경우이고 (5나)는 ‘분명히’가 문장 부사
로 쓰인 경우이다. 신서인(2011 : 215-216)에서는 문두에 놓아보면 문장 부사인지 
알 수 있다는 서정수(1969=1975)의 주장도 재고되어야 하지만, (5나)와 같은 문장
의 ‘분명히’는 일반적으로 문장 부사로만 해석되지 성분 부사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고 지적하며, (5가, 나)와 같은 예는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의 전형적인 위치를 보
여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5다, 라)의 경우 문장 부사인 ‘분명히’와 성분 부사인 ‘분
명히’가 한 문장 안에서 쓰이고 있는데 (5다, 라) 모두 첫 번째 ‘분명히’는 문장 부
사로, 두 번째 ‘분명히’는 성분 부사로 느껴진다. 만약 문장 내 위치에 따라 부사어
의 수식 범위가 결정된다면 (5라)의 ‘분명히’는 문두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문장 부
사가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동일한 형식의 두 개의 부사어가 
공존할 수 있으며, 앞의 것은 늘 문장 부사로 해석되고 뒤의 것은 늘 성분 부사로 
해석된다는 것은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
두 위치가 아닌 문장 부사도 여전히 문장 부사로 기능한다 할 수 있으며 분명하게 
성분 부사와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또한 신서인(2011 : 217)에서는 이환묵(1976)에서 제시한 부정의 영역과 관련한 
특징, 즉 부정문에서 성분 부사는 부정의 영역에 들어오지만, 문장 부사는 부정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특징은 분명히 성분 부사와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6) 가.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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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7) 가. 철수가 문을 [[확실히 잠그지] 않았다].

나. [확실히 [철수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
다. 철수가 문을 [확실히 [잠그지 않았다]].    (신서인 2011 : 217)

위의 예 (6)은 시간을 나타내는 성분 부사가 부정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보
이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김선효(2005 : 46-47)에서는 ‘항상, 자주’와 같이 시간
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 부사와 비슷하게 부정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지적
하며 이를 전통문법의 관점에 입각한 문장 부사는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하
였다. 그러나 신서인(2011 : 217)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성분 부사가 쓰인 (7)과 
같은 문장은 구조적으로 중의적이어서 부사 ‘항상’이 부정의 영역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문장 부사의 경우는 (7)과 같이 부정의 영역 안
에 들어오는 일이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부정의 영역에 있어서 문장 부사는 성분 
부사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문장 부사를 설정하는 것 역시 여전히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를 구분하는 특징들이 부사가 아
닌 부사어에 있어서도 유효한지 살펴보자. 

  (8) 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 *솔직히 말해서 조심해라. 
나. 떨어지지 않게 조심했니? / ??솔직히 말해서 조심했니?
다. 철수는 위가 아플 정도로 먹지 않았다.  /  솔직히 말해서 철수는 먹지 않았다.

철수는 [위가 아플 정도로 [먹지 않았다]].  /  [솔직히 말해서 [철수는 먹지 
않았다]].
철수는 [[위가 아플 정도로 먹지] 않았다].  /  철수는 [솔직히 말해서 [먹지 
않았다]]. 

라. 철수는 죽도록 [힘들었다/힘들지 않았다]. : 철수는 힘들었다.
       / 솔직히 말해서 철수는 [힘들었다/힘들지 않았다]. : 철수는 힘들었다.

마. 철수가 확실하게 말했다. / 확실하게 철수가 말했다.
바. 철수가 말한 것은 확실하다.
사. 솔직히 말해서 철수는 부모님께 선물을 빨리 드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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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빨리 드리지 않았다. 
철수는 부모님께 솔직히 말해서 선물을 빨리 드리지 않았다. 
철수는 부모님께 선물을 솔직히 말해서 빨리 드리지 않았다. 

      
위의 예들을 보면 부사가 아닌 부사어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이 대체적
으로 유효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예 (8가, 나)는 각각 문장 부사어가 명령문과 
의문문에서 쓰이기 어려움을 보여주며, 예 (8다)는 문장 부사어가 부정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성분 부사어로 쓰인 ‘위가 아플 정도로’는 부정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장 부사어로 쓰인 ‘솔직히 말해서’
는 부정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8라)는 전제와 관련하여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의 특성이 다름을 보여주는 예이다. 성분 부사어의 경우 긍정문과 부정
문 모두에서 ‘철수는 힘들었다.’라는 전제가 성립하지만 문장 부사어의 경우에는 부
정문이 되었을 때 ‘철수는 힘들었다.’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8마)는 신서
인(2011)에서 제시한 예문과 비슷한 것으로, 성분 부사어로도 문장 부사어로도 쓰
일 수 있는 ‘확실하게’가 동사 앞에 왔을 때에는 성분 부사어로 해석되는 반면 문두
에 왔을 때는 문장 부사어로 해석됨을 보여준다. 이는 문두 위치가 문장 부사어의 
기본적인 위치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예 (8바)는 예 (8마)의 문장을 분열문으
로 바꾼 것인데, 이 분열문은 문장 부사어 ‘확실하게’가 쓰인 ‘확실하게 철수가 말했
다.’의 변형으로 해석되며 성분 부사어인 ‘확실하게’가 쓰인 문장의 변형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는 문장 부사어만이 분열문으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마지
막으로 예 (8사)는 문장 부사어가 성분 부사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장 내에서 위
치가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을 종합해 볼 때, 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사어 전체의 경우에도 위의 특징들을 모두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를 구분하
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에 이러한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의 구분에는 위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문장 부사의 문장 내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과 관련이 있다. 문장 부사의 
위치가 달라지면 부사의 수식 범위도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홍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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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원(1995)에서는 위치에 따라 부사의 수식 범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문장-
부사라도 동사구-부사의 쓰임을 가질 수 있고, 동사구-부사라도 동사-부사의 쓰임
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임홍빈·이홍식 외(2002 : 189-190) 역시 동일한 부사가 
문장 내 위치에 따라 ‘V-부사, VB-부사, VP-부사’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
선효(2005)의 주장 역시 이와 비슷하다. 김선효(2005)에서는 부사의 위치에 따라 
수식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부사를 그것이 출현한 위치와 상관없이 문장 부
사로 분류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서인(2011)에서는 다른 성분의 이동을 설정하면 부사어의 위치에 따라 
부사어의 작용역을 축소할 필요가 없으며, 목적어만 문장 부사의 앞에 오는 경우와 
같이 어순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신서인(2011)은 문
장 부사가 문두가 아닌 위치에 오는 경우 위치와 상관없이 문장 부사의 수식 범위
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문장 부사의 앞에 위치한 문장 성분이 주제화된다고 설명
한다. 
  문장 부사의 위치와 수식 범위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은 부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문장 부사어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문장 부사의 위치와 수식 범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문장 부사어의 위치와 수식 
범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여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가 정말 부사어의 위
치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9) (철수가 화자의 친동생이라고 청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 솔직히 말해서 철수는 내 친동생이 아니다.
가'. 솔직히 말해서 철수는 내 친동생이 아니다. 내 조카다. 
가". 솔직히 말해서 철수는 내 친동생이 아니다. 영희가 내 친동생이다. 
나. 철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친동생이 아니다. 
나'. 철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친동생이 아니다. 내 조카다.
나". 철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친동생이 아니다. 영희가 내 친동생이다.

예 (9)의 밑줄 친 ‘솔직히 말해서’는 문장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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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부사어의 위치에 따라 그 수식 범위가 달라진다면, (9가)의 ‘솔직히 말하면’과 
(9나)의 ‘솔직히 말하면’의 수식 범위는 다를 것이다. (9가)의 경우 주어 ‘철수는’이 
‘솔직히 말하면’의 수식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9나)의 경우 주어 ‘철수는’은 ‘솔직
히 말하면’의 수식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청자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화자가 ‘솔직히 말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정정하려 한다면 (9가)의 경우는 
그 정정의 범위 안에 주어 ‘철수는’이 들어가지만, (9나)의 경우는 그 정정의 범위 
안에 주어 ‘철수는’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의 수식 범위 안
에 ‘철수는’이 들어가지 않는 (9나)의 경우에도, 주어 ‘철수는’을 정정하는 (9나")와 
같은 문장의 연쇄가 ‘내 친동생’을 정정하는 (9나')에 비해 특별히 어색하다고 느껴
지지 않는다. 이는 ‘솔직히 말해서’가 ‘철수는’을 수식 범위 안에 두고 있는 (9가")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문장 부사어 ‘솔직히 말해서’
가 위치에 따라 수식 대상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어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예들 역시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 

  (10) 가. 깔고 앉아, 앉았으니까 인제, 깔고 앉았으니까 더럽지.
나. 아마 걔는 그걸 아마 다 먹었을 거야.

위의 예 (10)은 구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사어 반복의 예이다. 만약 위치에 따
라 부사어의 수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 (10가)의 첫 번째 ‘깔고 앉아, 앉았으니
까’와 ‘깔고 앉았으니까’는 수식 범위가 달라야 한다. 부사어 ‘인제’와 서술어 외에 
다른 문장 성분이 나타나지 않은 (10가)의 예와 달리 (10나)의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 (10나)의 경우 임홍빈·장소원(1995)의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 ‘아마’는 
문장 부사어이나 두 번째 ‘아마’는 동사구 부사어가 될 것이다. 그러나 (10가)와 
(10나)의 예문에서 동일한 부사어가 위치를 달리하여 여러 번 등장할 때 이것의 수
식 범위가 달라진다거나 그리하여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일반
적으로 동일한 문장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는 한 번만 사용되는 문어의 
문장과 달리 구어에서는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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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위치를 달리하며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 화자
가 동일한 부사어를 위치에 따라 수식 범위를 달리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지 의문이다. 청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우 수식 범위, 의미 등이 동일한 부사
어를 반복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또한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분 부사어로도 쓰이고 문장 부사어로도 쓰이는 
부사어들의 경우 문장 내에서 동일한 위치에 나란히 쓰인다고 해도 앞의 부사어는 
문장 부사어로, 뒤의 부사어는 성분 부사어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역시 부
사어의 문장 내 위치가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결정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어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문장 부사어의 위치에 따라서 수식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즉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위치에 따라 결
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는 위치에 상관없이 고유한 특성
과 수식 범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문장 부사어가 문장 내 위치를 달리할 때 그것을 문장 부사어의 위치 이동
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문장 내 다른 성분의 위치 이동이라고 볼 것인지도 생각
해 볼 문제이다. 그간의 논의를 보면 대부분의 논의, 특히 문장 부사의 위치에 따라 
수식 범위가 달라진다고 본 논의들은 부사의 이동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장 
부사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부사의 위치에 따라 그 오른쪽에 오는 대상을 수식 범
위로 갖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임홍빈·장소원 1995, 김경훈 1996ㄴ, 김
선효 2005 등). 반면에 임유종(1999)은 다른 성분들의 이동 가능성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하였고, 신서인(2011)은 문장 부사의 문장 내 위치가 변화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장 성분이 이동한 결과이며 이때 이동한 문장 성분은 주제화된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특히 신서인(2011 : 221-228)에서는 다른 문장 성분의 이동을 상정할 때 
문장 부사가 가지는 많은 특성들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11) 가. 철수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나. 철수i는 다행히 [ei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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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인(2011)에 따르면 (11가)와 같은 문장은 실제로 (11나)와 같은 구조를 가진
다. 이러한 구조를 상정할 경우, ‘다행히’의 문장 내 위치가 변화하였음에도 이것이 
‘일어나는’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다’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부사 ‘다행히’는 주제 자리에 나온 ‘철수’와 
동일지시적이나 제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주어를 포함한 문장 전체를 수식함으로써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식 범위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11나)의 구조는 
문장 부사가 부정의 영역 밖에 있는 것 역시 설명할 수 있으며, 문장 부사의 작용역
이 축소된다고 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부사가 아닌 다른 성분의 이동을 상정
할 경우, 주어가 아닌 대상이 부사보다 앞에 위치하거나 여러 개의 성분이 부사보다 
앞에 위치하는 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12) 가. 철수i가 약속시간j을 [확실히 [ei ej 알려주지 않았다]].
나. 약속시간i은 [확실히 [철수가 ei 알려주지 않았다]].

  (13) 가. 약속시간은 철수가 확실히 알려주지 않았다.
나. 약속시간i은 철수j가 [확실히 [ej ei 알려주지 않았다]].  
다. 약속시간i은 철수가 ei [확실히 [알려주지]] 않았다. (신서인 2011 : 224)

신서인(2011)에 따르면 위의 예 (12가)에서는 ‘확실히’가 문장 부사로 해석될 수도 
있고 성분 부사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때 ‘확실히’가 문장 부사로 해석된다면 이는 
드물지만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주제화된 경우이다. 이 문장에서 ‘확실히’ 뒤에는 휴
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12가)의 구조는 왜 이 위치에 휴지가 오는 것이 자
연스러운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12나)의 경우 주어 이외의 성분만이 주제
화된 경우로 아주 유표적인 어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순은 부사의 이동을 
상정하는 경우 설명하기 어렵지만, 목적어의 이동과 그로 인한 주제화를 상정하면 
설명이 어렵지 않다. (13가)의 예문은 목적어와 주어가 모두 주제화되었다고 볼 수
도 있고 목적어만 주제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확실히’가 문장 
부사이며 (13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확실히’가 성
분 부사로서 (13다)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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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부사어를 제외한 다른 성분의 이동을 상정할 경우, 문장 부사어가 가지는 
특성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부사어를 포함하는 아주 유표적인 
어순의 문장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
장 부사어의 문장 내 위치 변화를 설명할 경우, 결국 문장 부사어는 문장 안에서 자
유롭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부사어의 위치는 문두로 고정되고 다른 문장 
성분들이 이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부사어가 아닌 문장 성분의 이동 
기제를 신서인(2011)과 같이 주제화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
다. 
  신서인(2011)에서는 문장 부사의 문장 내 위치가 달라지는 기제를 주제화로 설명
하는 반면, 김경훈(1996ㄴ)에서는 초첨화로 설명한다. 특별히 한 성분에 초점이 놓
이지 않는 문장에서 문장 부사어는 문두에 놓이지만 부사어의 초점이 주어가 아닌 
다른 성분에 놓일 경우에는 부사어가 해당 성분 바로 앞에 온다는 것이다(김경훈 
1996ㄴ : 53-55). 이때 부사어보다 앞에 오는 부분은 전제되는 부분이며, 부사어 
뒤에 오는 부분은 신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김경훈(1996ㄴ)의 설명은 신서인
(2011)과 비교했을 때 부사어의 문장 내 위치 변화를 가져오는 기제를 설명하는 방
식은 다르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부사어가 문
두에 있지 않을 때, 문장 부사어에 의해 구정보와 신정보가 구분이 되고 구정보가 
배경화, 신정보가 전경화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문장 부사어 뒤에 있는 성분들이 
초점화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문장 부사어 앞에 있는 성분(들)이 주제화되었다
고 볼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그 관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서인(2011 : 232-237)에서는 주제화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들고 
있다. 우선, 김경훈(1996ㄴ : 53)에서 의식하지 않고 쓴 예문에서도 문장 부사어 앞
에 주어가 위치할 때 주제 표지가 함께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4) 가. 다행히 철수가 시험에 합격했다.
나. 철수는 다행히 시험에 합격했다.    (김경훈 1996ㄴ : 53)

위의 예는 김경훈(1996ㄴ)에서 문장 부사어 수식 범위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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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인데, 이를 보면 주어가 부사어 앞으로 올 때 별다른 설명 없이 주격 조사 
‘가’가 아닌 주제 표지의 보조사 ‘는’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서인(2011)에서는 말뭉치에서 문장 부사의 선행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선
행 요소에서 주제 표지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문장 부사의 선행 요소는 주
제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장 부사어 ‘다행히’의 경우, 문두에 오지 않는 ‘다행히’
의 전체 용례에서 주제 표지 ‘은/는’이 선행하는 경우는 73.16%에 달한다.
  신서인(2011 : 236)에서는 결국 어떤 성분을 문장 부사보다 앞에 놓을 때 의도하
는 바는 해당 성분의 존재 전제라고 이야기한다. 

  (15) 가. 철수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
나. 다행히 철수는 다치지 않았어.   (신서인 2011 : 236)

두 문장은 명제적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즉, 문장 부사어가 문두에 오
는 경우와 뒤에 오는 경우는 명제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 
전제와 주제화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15가)의 경우는 ‘철수’가 앞의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주어진 정보로 ‘철수’의 존재가 전제되어 ‘철수는’이 주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 전체는 ‘철수에 대한 진술’이라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15
나)의 경우 보조사 ‘는’은 주제 표지라고 할 수 없다. 이때는 ‘철수는’이라고 하면 다
른 사람은 몰라도 ‘철수는’ 다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대조성이 부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는 절 기준으로 하여 절과 
같거나 그보다 큰 단위를 수식하는 부사어와 절보다 작은 단위를 수식하는 부사어
로 구분되며, 그 위치와 상관없이 구별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부
사어의 수식 범위는 부사어의 문장 내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며, 문장 부사
어의 문장 내 위치가 변한다고 해서 문장 부사어가 성분 부사어가 된다고 볼 수 없
다. 문장 부사어의 문장 내 위치 변화는 부사어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
른 문장 성분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문두로 이동한 문장 성분은 
주제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문장 부사어의 이러한 특징을 전
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문장 부사어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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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부사어의 수식 범위와 의미 부류

  부사어는 수식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로 나눌 수 있고, 
의미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 부사어, 공간 부사어, 논리적 관계 부사어, 방식 부
사어 등 다양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부사어를 분류하는 ‘수식 범위’와 ‘의미기능’이
라는 기준은 별개의 기준으로 그 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하나가 다른 하
나의 하위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에서 부사어의 수식 범위에 따른 분류는 의미에 
따른 분류와 연계되어 많이 설명되었다. 부사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했을 때 일부 부
류는 모두 문장 부사어에 속하고, 나머지 부류는 모두 성분 부사어에 속한다고 설명
하는 식이었다. 이는 부사어의 의미에 따라 부사어가 서술어나 다른 부사어의 의미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아니면 명제 내용 전체와 관련되는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부사어가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지 명제 내용을 담고 있는 절 이상의 단위를 
수식하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사어의 수식 범위와 의미 부류의 관계를 논할 때 이들의 관계는 부사어의 수식 
범위와 의미 부류를 각각 얼마나 세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흔한 
설명은 접속 부사어와 양태 부사어가 문장 부사어이고 나머지가 성분 부사어라는 
설명이다. 왕문용·민현식(1993), 손남익(1995) 등이 이에 속한다. 

  (16) 가. 양태 부사 : 사실법 양태 부사(과연, 아닌게 아니라, 하기야, 반드시 등)
               가정법 양태 부사(아마도, 어쩌면, 혹시, 만일, 비록 등)
               의지법 양태 부사(제발, 아무쪼록, 부디, 확실히 등)
나. 접속 부사 : 순접(그리고, 그러나 등), 역접(하지만, 하나 등), 환접(곧, 즉, 

또한 등)

(16)은 왕문용·민현식(1993)의 문장 부사 분류를 보인 것이다. 동일하게 문장 부사
어를 양태 부사어와 접속 부사어로 양분하는 경우에도 양태 부사와 접속 부사의 하
위 부류 및 그에 속하는 부사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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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사어를 (16)과 같이 양태 부사어와 접속 부사어로 양분하는 것은 많은 부사어 
관련 논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장 부사어를 양태 부사어와 접속 부사어로 양분하는 견해는 몇 가지 문
제를 가진다. 
  우선, 문장 부사어 중 접속 부사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부사어가 그 의미나 특
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 없이 모두 양태 부사어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양태 부
사어에 대한 논의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양태 부사’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저별로 그 하위분류와 각 하위 부류에 
속하는 부사들의 목록에 큰 차이가 있으며, 부사에 따라 어떤 논저에서는 양태 부사
로 인정되는 것이 다른 논저에서는 양태 부사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양태 부사어 논의의 혼란상은 접속 부사어가 아닌 문장 부사어를 별다른 고민 없이 
양태 부사어로 분류하는 관행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양태 부사어에 성격이 다른 다양한 부사어들이 포함되게 되면서 
양태 부사어 논의는 양태에 대한 논의와도 동떨어지게 되었다. ‘양태’는 ‘명제에 대
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가리킨다. 한국어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양태 부사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태와 양태 부사어의 관계를 
고려하면 양태 부사어 역시 양태의 의미나 하위분류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하위분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의 부사어 
관련 논의에서 양태 부사어의 범위와 분류를 고려할 때 이를 양태와 비교하거나 양
태의 하위분류와 함께 고려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본 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접속’을 부사어 중 일부가 상황 표시 
기능이나 입장 표시 기능 중 하나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부수적으로 담
당하게 되는 의미기능으로 보고 ‘양태’를 부사어의 의미기능 중 입장 표시 기능에 
속하는 하위 부류 중 하나로 본다면, ‘접속’과 ‘양태’는 대등한 층위에서 다룰 수 있
는 대상이 아니다. 접속의 기능을 하는 양태 부사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외에도 문장 부사어 중에는 접속 부사어도, 양태 부사어도 아닌 다른 의미 부
류에 속하는 부사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음과 같은 부사어들은 분명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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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부사어도, 양태 부사어도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17) 의미적 관점에서 보면 3.5.2와 3.5.1은 별다른 차이가 없이 모두 ‘부류-요소’의 
관계를 나타낸다.

위의 예 (17)의 ‘의미적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 범위로 
가지지만 이들은 접속 부사어나 양태 부사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부
사어들은 문장 부사어를 다루는 기존의 논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매우 드
물었다. 이러한 부사어들이 문장 부사어 논의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들 
부사어가 가지는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문장 부사어 관련 논의
는 주로 부사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문장 부사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거나 
문장 부사어 전체를 논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주요 논의는 부사 위주로 전개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문장 부사어에 속하면서도 부사보다는 부사구나 부사절, 
부사격조사구 등으로 주로 나타나는 특정한 의미 부류의 부사어들은 문장 부사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논의의 대상을 부사가 아닌 부
사어로도 확대할 경우 문장 부사어에 속하는 다양한 의미의 부사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부사어의 수식 범위와 의미 부류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첫
째, 양태 부사어를 양태의 의미 및 하위 부류와 연계하여 양태 부사어에 포함되는 
부사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태 부사어 외에 문장 부사
어에 해당하는 의미 부류는 없는지, 또한 의미 부류 중 일부는 성분 부사어에, 일부
는 문장 부사어에 속하는 것은 없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4장에서 양태 부사어를 다룰 때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좀 더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부사어를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총 10개의 부류로 분류하였다. 이
들 중 양태 부사어 외에 문장 부사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양식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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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영역 부사어, 바탕 부사어와 논리적 관계 부사어, 그리고 시간 부사어이다. 
  첫째로, 양식 부사어는 화자가 발화하는 양식에 대해 명시하는 부사어이다. 발화
가 전달하는 명제의 내용이 아닌, 그 명제의 전달 방식과 관련이 있는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사어는 특정한 문장 성분을 수식하거나 그와 관계를 맺
을 수 없고 명제 전체와만 관계를 맺는다. 즉, 양식 부사어는 모두 문장 부사어일 
수밖에 없다. 

  (18) 가. 예를 들어 (29나)의 ‘시계가 엘진이 좋다’ 대신 ‘시계가 엘진이 좋기 때문
에...’ 등으로 바꾼다면 훌륭한 글말 문장이 될 수 있다.

나.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대한 중독현상을 살펴보았을 대 실질적
으로 어떠한 콘텐츠 사용에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탐구는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예 (18)은 양식 부사어의 예이다. (18가)의 ‘예를 들어’는 뒤에 오는 문장 전
체를 수식 대상으로 삼아 문장 전체가 앞서 언급한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임을 
명시한다. (18나)의 ‘다시 말해서’는 후행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삼아 문
장 전체가 앞서 언급한 어떤 내용의 재진술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명제가 발화
되는 방식을 표시하는 양식 부사어는 모두 문장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영역 부사어는 명제가 참이 되는 영역을 명시하는 부사어이다. 즉, 영역 
부사어는 명제 전체의 참·거짓 여부와 관련이 있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한 성
분과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명제 전체, 즉 그 명제를 담고 있는 절 전체와 관련
을 맺게 된다. 

  (19) 가. 이를 통해 응답자들에게 있어 스마트폰 중독이란 핸드폰 사용이 불가할 때의 
불안, 초조 그리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이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돈 내는 거 있어서는 무조건 아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다 내야 한다는 것도 
재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돈 내는데 뒤에서 뒤꽁무니 치면서 신발 끈 매
는 거 이것도 재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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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예는 모두 영역 부사어의 예이다. (19가)의 ‘응답자들에게 있어’는 이후의 
명제 내용이 ‘응답자들’이라는 영역 안에서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역 부사어이
다. 따라서 이후의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가진다. (19나)의 ‘돈 내는 거 있어
서는’의 경우 역시 문장이 전달하고 있는 명제가 돈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영역 부사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명제를 전달하는 절 전체와 
관련이 있는 문장 부사어이다. 
  셋째로, 어떤 사태의 바탕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바탕 부사어도 절 전체를 수식 
범위로 가진다. 

  (20) 가.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은 들을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
쳐 말하게 된다.

나. 그래서 올라와서 공부를 하구 있는데, 그 공부 다 마치구 나서 갈린다 그러더
라구요.

위의 예 (20가)의 ‘그러나’와 ‘이런 경우는 매우 소수이고’는 각각 대조와 나열의 바
탕 부사어이고, ‘그래서 올라와서 공부를 하구 있는데’ 역시 배경 정보를 제시하는 
부사어이다. 이때 부사어들이 제시하는 정보는 절의 일부 성분과만 관계를 맺고 있
는 것이 아니며, 명제 내용 전체, 절이 나타내는 사태 전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바탕 부사어 역시 절 전체를 수식 범위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논리적 관계 부사어 역시 절 전체를 수식 범위로 가질 수 있다. 

  (21) 가. 18세기 내에서도 색채 경향이 변화가 발생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장에서는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궁정복식의 색채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나. 거기서 니가 얘길 하면 너한테 득 될 게 없잖아. 

위의 예 (21)은 논리적 관계 부사어의 예이다. (21가)는 절이 나타내고 있는 사태
의 원인/이유를, (21나)는 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참이 되는 조건을 나타내는데, 이



- 174 -

들은 절이 나타내는 사태 전체, 명제 내용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절 전
체를 수식 범위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시간 부사어 역시 문장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22) 가.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막, 어 어 막 이러는 거야. 
나. 막 영화, 영화도 보고, 둘이 좀 그러면서 화 좀 풀라고.

예 (22가)의 부사형어미 ‘-더니’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한 사태를 
표시하는 순서(계기)의 시간 부사어이다. 즉,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는 ‘막, 어 어 
막 이러는 거야’가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나를 힐끔 쳐다보는 행위가 먼저 
발생하였음을 나타냄으로써 부사절의 행위가 끝난 후가 곧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절의 사태가 발생한 시점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부
사어는 하나의 절이 나타내는 사태와 다른 절이 나타내는 사태의 발생 순서를 표시
하는 부사어이므로 이러한 부사어는 절 전체를 수식 범위로 가진다. 예 (22나)의 
부사형어미 ‘-(으)면서’는 동시의 시간 부사어인데, 부사어가 나타내는 사태가 모절
의 사태와 동시에 발생함을 나타낸다. 즉, 부사절의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이 곧 모
절의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부사절이 나타내는 사태는 모절
의 사태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동시의 시간 부사절은 절 전체를 수식 범위
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간 부사어의 경우 그 특성에 있어서 문장 부사어인지 성분 부사어인지 분
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모호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부사어
의 수식 범위를 다룬 많은 논의에서 시간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성분 부사어로 분류
되곤 하였다.29) 그러나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를 구분하는 특성을 논의하는 과정에
서 성분 부사이면서도 문장 부사의 특성을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가장 많이 제시
된 예들이 바로 시간 부사어이다.

29)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의에서는 앞서 보인 순서(계기)나 동시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시간 
부사어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격조사구 등이 주로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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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가.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신다. /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선생님이 
술을 마신다.

나. 멍하니 나는 해가 질 때까지 남산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다. 김 후보는 자나깨나 대통령 선거를 걱정한다. / 김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걱정

하는 것은 자나깨나이다.
라. 자나깨나 그는 칼만 만지고 있다. / 그는 자나깨나 칼만 만지고 있다. 

그는 칼만 자나깨나 만지고 있다. / 그는 칼만 만지고 있다 자나깨나.  
                                                   (김선효 2005 : 40-48)

위의 예 (23)은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를 분류하는 기준의 예외로 앞에서 인용한 
김선효(2005 : 40-48)의 예들을 다시 한 번 보인 것인데, 여기에서 제시한 부사어 
중 ‘항상, 자나깨나’는 시간 부사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시간 부사어가 성분 부사
어의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문장 부사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예는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24) 가. 나는 오늘 집에 가지 않는다. 학교에 간다.
나. 나는 오늘 집에 간다. / 나는 오늘 집에 가지 않는다. / 나는 집에 간다.
다. 내가 집에 가는 것은 오늘이다.

  (25) 가. 나는 가끔씩 학교에 가지 않는다. 오락실에 간다. 
나. 나는 가끔씩 학교에 간다. / 나는 가끔씩 학교에 가지 않는다. / 나는 학교에 

간다.

위의 예 (24)는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어 ‘오늘’이 문장 부사어와 유사한 특성을 가
지는 예이다. 시간 부사어 ‘오늘’은 (24가)와 같이 부정의 영역 밖에 있을 수도 있
고, (24나)와 같이 ‘오늘’이 쓰인 긍정문과 부정문이 동일한 전제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4다)와 같이 분열문을 이룰 수도 있다. (25)의 빈도를 나타내는 부
사어 ‘가끔씩’ 역시 (25가)의 예처럼 부정의 영역 밖에 위치하기도 하고 (25나)와 
같이 ‘가끔씩’이 쓰인 긍정문과 부정문이 동일한 전제를 공유하지 않기도 한다. 
  앞서 5.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를 나누는 기준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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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이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문장 부사어의 특성을 일부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성분 부사어
가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문장 부사어가 성분 부사어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
기 때문에 문장 부사어는 여전히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분 부사어가 문장 부사어의 특성을 공유하는 예외적인 현상이 시간 부
사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간 부사어라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의미에 따라 성분 부사어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있고 문장 부사어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있다. 
  이러한 시간 부사어의 특성은 시간 부사어가 문장 안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
이 다른 성분 부사어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amat and 
Ricca(1998)에서는 부사가 문장 안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을 서술어
(predicate), 사태(state of affairs), 영역(domain),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 발화행위(speech act), 접속(connecting)으로 나눈다. Ramat and 
Ricca(1998)의 구분에 따라 한국어의 부사어가 문장 안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
을 나누어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분 부사어는 서술어(predicate)와 관련을 맺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부사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층위인 사태
(state of affairs)와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이들은 일반적으로 성분 부사어로 분류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문장 부사어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논의는 김태인(201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Ernst(2002)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를 ‘화행 > 사실 > 명
제 > 사건 > 하위 사건(과정과 결과 상태)’로 설정하고 부사어가 어떤 범주와 관
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때, 시간과 관련이 있는 부사어 중 시위치 부사어
와 빈도 부사어는 사건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지속 부사어와 완결 부사어는 
하위 사건과 관련을 맺는다.30) 즉, 일반적으로 하위 사건과 관련을 맺는 성분 부사
어들과 달리 시간과 관련이 있는 부사어 중에는 ‘사건’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부
류가 존재하는 것이다. 

30) 김태인(2016)의 지속 부사어와 완결 부사어는 본 논의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와 유사한 것들로 ‘~ 동안’, ‘~ 만에’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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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시간 부사어 중에는 사건이나 사태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들이 있다. 시간 부사어 중 유독 문장 부사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
사어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하
는 부사어로서 의미적으로 사건 전체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은 시간 부사어의 특
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간 부사어는 성분 부
사어로 분류되는 부류라 하더라도 성분 부사어 중에서 문장 부사어에 가장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31) 

5.2.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

5.2.1. 문장 부사어 수식 범위의 다양성

  앞서 5.1.1.에서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할 때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논의에서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단위는 
바로 ‘절’이다. 즉, 문장 부사어는 절 안의 특정 성분이 아닌 절 또는 절 이상의 단
위를 수식하는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 역시 하나
의 단위로 정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성분 부사어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라 할 수 있는 ‘절 또는 절 이상의 단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가 얼마나 다양한지 분석
해 보고자 한다. 
  구본관 외(2015 : 239-240)에서는 ‘절 부사어’를 설명하면서 ‘절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한다. 

31) 의미적으로 볼 때 시간 부사어와 유사하게 절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을 확률이 높은 부
사어는 공간 부사어이다. 실제로 Ramat and Ricca(1998)와 김태인(2016)에서도 공간 부
사어 또는 공간 위치 부사어가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과 시간 부사어나 시위치 부사어가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공간 부사어는 시
간 부사어와 비교했을 때 문장 부사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더 적다. 문장 부
사어로 쓰이는 공간의 부사절 역시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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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가. 설마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겠어?
나. 과연 설악산은 절경이구나. 
다. 만약 이것이 진품이라면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비록 반대가 있더라도 할 말은 할 것입니다.   (구본관 외 2015 : 239-240)

구본관 외(2015 : 240)에서는 예 (26가, 나)의 ‘설마’와 ‘과연’은 각각 뒤따르는 절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26가, 나)는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단문이므
로 결과적으로 ‘설마’와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예 (26
다, 라)의 ‘만약’과 ‘비록’은 각각 ‘이것이 진품이라면’, ‘반대가 있더라도’와 같은 부
사절을 꾸며준다. 
  구본관 외(2015)에서는 문장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
나, 단문이 아닌 문장이 늘 두 개의 절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절로 구성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장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좀 더 세분할 수 있다. 우
선, 문장 부사어의 정의에 따르면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크게 ‘하나의 절’과 
‘절보다 큰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절’보다 큰 범위로는 일차적으로 ‘복수의 
절’을 생각할 수 있으며,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가 되는 하나의 절이나 복수의 절
은 절보다 더 큰 단위로서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
라서 문장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하나의 절인 것과 복수의 절인 것, 그리고 문장인 
것과 문장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 각각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장 부사어의 수식 대상 중 첫 번째 유형은 하나의 절이면서 동시에 문장인 것
이다.  

  (27) 가. 따라서 침수면적과 침수심의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차마 그거는 못 하겠다.

위의 예 (27가, 나)는 문장 부사어 ‘따라서’와 ‘차마’가 하나의 절이면서 동시에 문
장인 ‘침수면적과 침수심의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와 ‘그거는 못 하겠다.’ 
전체를 수식하는 예이다. 이들은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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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 부사어의 수식 대상 중 두 번째 유형은 하나의 절이지만 문장은 
아닌 것이다. 

  (28) 가. 천상 여자 아주 재수 없는 애 하나 있는데, 진짜 노는 애한테 한 번 걸린 거
야. 

나. 내가 아무리 흡연을 해도 첫 만나는 여자 앞에서 미쳤다고 담배 피냐?

위의 예 (28가)는 양태 부사어인 ‘진짜’가 관형절 ‘노는’을 수식하는 경우이다. 이때 
양태 부사어 ‘진짜’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절들 중 관형절 하나만을 수식
한다. 예 (28나)는 양태 부사어 ‘아무리’가 ‘내가 흡연을 해도’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의 의미를 가지는 ‘아무리’는 부정적인 명제 내용과 어울리는 
양태 부사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상 ‘내가 흡연을 해도’만을 수식할 수 있다. ‘-아/어
도’와 같은 어미가 이끄는 절을 부사절로 보는 본 논의의 관점에서 (28나)와 같은 
문장은 문장 부사어 ‘아무리’가 부사절을 수식하고 이 부사절이 다시 후행절을 수식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아/어도’ 절을 종속접속절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문
장 부사어 ‘아무리’가 선행절을 수식하고 이것이 후행절과 종속접속되어 있다고 설
명할 것이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아무리’가 문장 전체가 아닌, 문장을 구성하고 있
는 일부 절만을 수식하는 것은 동일하다. 
  세 번째 유형은 복수의 절이면서 동시에 문장인 것이다. 

  (29) 가. 다시 말해, 이런 편의성 어플리케이션은 대인관계형 어플리케이션과 오락형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해서 상호작용정도가 극히 미약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과의 네크워크 연결성이 배제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점이 
중독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럼 나도 종합 병원으로 가서 해 봐야 되겠다. 

예 (29가)의 ‘다시 말해’는 양식 부사어로, 복수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후행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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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수식한다. 후행 문장 전체의 내용은 ‘다시 말해’ 앞에 오는 내용에 대한 재진
술이다. 또한 예 (29나)의 ‘그럼’은 ‘그러면’의 준말로 복수의 절로 구성된 후행하는 
문장 ‘나도 종합 병원으로 가서 해 봐야 되겠다.’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복수의 절이지만 문장은 아닌 것이다. 이 경우 문장 전체는 셋 이
상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 부사어는 이들 중 일부인 둘 이상의 절을 수식 범
위로 갖는다. 

  (30) 가. 물론 나는 책도 안 읽고 누가 뭐 했는지 봐도 기억도 안 나고 하지만 요즘엔 
그럴려고 노력한다. 

나. 돈을 좀 썼었는데, 아빠 엄마한테 투자하라구, 나한테 투자하라구 돈, 그랬는
데 결론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못 했지만, 아무튼 나도 언니 그런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어. 

(30가)의 ‘물론’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뜻의 양태 부사어로 의미상 ‘나는 책도 안 
읽고 누가 뭐라 했는지 봐도 기억도 안 나고 하지만’까지를 수식한다. 본 논의의 관
점에서는 복수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부사절을 ‘물론’이 수식한다 할 수 있다. 따라
서 ‘물론’은 복수의 절을 수식하지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
다. (30나)의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
의 의미로 후행하는 내용이 선행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30
나)의 ‘아무튼’ 역시 복수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후행 내용만을 수식하며, 문장 전체
를 수식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하나의 절로 구성될 수도, 
복수의 절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이때 그 수식 범위는 문장일 수도 있고 문장의 일
부일 수도 있다. 이때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나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5.2.2.에서는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가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181 -

5.2.2. 문장 부사어 수식 범위의 결정 요소

  5.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비교적 다양하다. 따라
서 어떤 문장 부사어가 문장에서 특정한 수식 범위를 가질 때 이 수식 범위는 무엇
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장 부사어
의 수식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문장 전
체를 수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장 부사어나 문장의 일부를 수식하는 것이 불가능
한 문장 부사어가 있는지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자. 문장 전체를 수식하
는 것이 불가능하고 항상 문장을 구성하는 절들 중 일부만을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
는 수식이 제한되는 원인에 따라 편의상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유형 구분은 각 유형이 상보적으로 분포되는 완전한 분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장 전체 수식이 제약되는 원인을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첫째는 부사어의 의미로 인하여 부사절만을 수식할 수 있는 문장 부사어이다. 이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비록, 아무리’와 같은 양태 부사어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수식을 받는 절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절, 특히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절과 주로 어울리는데, 이때 이들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절은 부사절과 반대되
는 의미를 가지므로 부사절을 수식하는 ‘비록, 아무리’ 등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31) 가.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표준》)
나. 그것도 진짜 처음에는 약간 감이 안 잡히다가 한번 딱 하면 아무리 오래간만

에 해도 그 틀이 생각나더라구.

(31가)의 ‘비록’은 부사절 ‘가난하지만’과 함께 어울려 ‘행복하다’와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록’은 그 수식 범위 내에 ‘행복하다’를 가질 수 없다. 또한 (31
나)의 ‘아무리’ 역시 ‘오래간만에 해도’와 어울려 ‘그 틀이 생각나더라구’와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아무리’ 역시 문장 전체를 그 수식 범위 내에 가질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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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부사절을 만드는 어미와 호응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문장 부사어들 중에는 
반드시 부사절을 만드는 특정한 어미와 호응해야 하는 부사어들이 있는데, 이들은 
통사론적으로 그 호응하는 어미를 넘어서는 영역을 수식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의미
적으로도 부사절이 가지는 의미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부사어들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부사어들과 겹치기도 한다. 대표
적인 부사어가 ‘아무리’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는 ‘-아/어도, -더라도’ 등과 같은 
어미와 호응하는데, 이들 어미가 만드는 부사절은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논리적 관
계 부사어이다. 이 외에도 특정한 부사형어미와 호응하는 문장 부사어는 아래와 같
다. 

  (32) 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버지와 의논해야지. (《표준》)
나. 만약 이 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이것은 담화구조에서 통사구조로의 문법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2가)의 ‘비록’ 역시 (31가)와 같이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와 어울리거나 
(32가)와 같이 ‘-아/어도’ 등 양보의 부사형어미와 호응하는 부사어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아무리’와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도 부사절 뒤에 오는 내용과는 어울릴 수 
없는 부사어이다. (32나)의 ‘만약’은 ‘비록’이나 ‘아무리’와 달리 ‘-다면’ 등과 같은 
조건의 부사형어미와 주로 어울리는 부사어이다. 이때 ‘만약’은 ‘조건’에 해당하는 부
사절만을 수식 범위로 가진다. 
  세 번째 유형은 부사절 뒤에 오는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어이다. 접속 기능을 하
는 부사어는 보통 문장과 문장, 또는 텍스트와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
이다. 따라서 접속 기능의 부사어는 주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며 뒤에 오는 절이
나 문장 전체를 수식 범위로 가진다. 그런데 구어 텍스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
인 경우와는 다른 접속 기능 부사어의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33) 가. 단순하고 부작용이 없는 대신 오히려 당신이 그러니까 <name1>이가 다정하
게 보였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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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래서 거기 애들 내리고 나면 자리가 생기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굳이 막 
앉을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별로 앉는 일은 없는 것 같애.

다. 세상풍파 겪은 사람들이랑 상대를 해야 되니까 말도 되게 조심해야 되구, 근
데 거기서 손해 안 볼려면은 또 그 잔머리 굴려야 되구, 아 짜증 나.

위의 예 (33)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어의 특수한 
용법을 보여주는 예이다. 보통 문장의 맨 앞에서 부사어에 선행하는 문장이나 텍스
트와 후행하는 문장의 관계를 표시하는 전형적인 예들과 달리 (33)은 모두 접속 기
능의 부사어가 문장 중간에 있는 예이다. 정확히 말하면 부사절 바로 뒤에 접속 기
능의 부사어가 위치하고 있다.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형어미는 그 자체로 이미 부사
절과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절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의 뒤에 다시 접속 기능의 부사어가 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예는 부사어의 잉여적 쓰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
이나, 실제 문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사절의 의미는 뒤에 오는 접속 기능의 
부사어가 나타내는 의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4) 가. 단순하고 부작용이 없는 대신 오히려 당신이 그러니까 <name1>이가 다정하
게 보여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나. 그래서 거기 애들 내리고 나면 자리가 생겨도 막 이렇게 굳이 막 앉을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별로 앉는 일은 없는 것 같애.

다. 세상풍파 겪은 사람들이랑 상대를 해야 되니까 말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손해 안 볼려면은 또 그 잔머리 굴려야 되구, 아 짜증 나.

위의 예 (34)는 앞서 제시한 예 (33)의 ‘부사형어미+접속 기능의 부사어’를 접속 
기능의 부사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형어미로 대치한 것이다. 위의 예들을 
보면 접속 기능의 부사어 앞에 오는 부사형어미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부사형어미
+접속 기능의 부사어’를 후행 부사어와 동일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형어미로 
대치하여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사형어미와 
접속 부사어가 연속적으로 쓰인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절과 절을 접속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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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부사형어미가 아니라 어미에 후행하는 접속 기능의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부사어의 쓰임은 왜 나타나는가? 그것은 구어 텍스트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어의 발화는 즉흥적이며 일회성을 갖는다. 즉, 일단 
발화하고 나면 그것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어
에서 발화를 수정하는 것은 수정 대상 발화 뒤에 수정 발화가 오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데, 위의 예 (33)에서 나타나는 ‘부사형어미+접속 기능의 부사어’ 역시 이러
한 발화 수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발화한 부사절의 어미가 나타내는 의미
가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자, 다시 후행하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수정을 한 것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부사절의 실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후행하는 부사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후행하는 부사어는 다른 접속 기능의 부사어들과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절만을 수식 범위로 가진다. 따라서 이처럼 부사절의 뒤에서 
둘 사이의 의미 관계를 표시해 주는 접속 기능의 부사어는 그 선행절인 부사절을 
수식 범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는 없다. 
  네 번째 유형은 부사절의 뒤에 위치할 때 의미로 인하여 선행하는 부사절을 수식 
범위로 가질 수 없는 문장 부사어이다. 이에 속하는 부사어들은 문장의 맨 앞에 올 
수 있으며 이때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도 가능하나, 선행하는 부사절을 두고 부
사절의 뒤에 위치할 때에는 후행하는 절만을 수식 범위로 가지고 문장 전체를 수식
할 수 없다. 

  (35) 가. 이처럼 고쳐 말하기는 명사나 서술어 외에 다양한 어휘 범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생산적인 말하기의 방식인데, 이 글에서는 특히 명사구의 고쳐 
말하기를 중심으로, 말할이가 스스로 고쳐 말하는 selfrepair에 국한하여 그 양
상을 살펴보려 한다.

나. 돈을 좀 썼었는데, 아빠 엄마한테 투자하라구, 나한테 투자하라구 돈, 그랬는
데 결론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못 했지만, 아무튼 나도 언니 그런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어. 

다. 또한 이러한 불안/초조함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예를 들어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잔량이 적어질수록 불안하
고 초조해진다”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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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5)는 의미로 인하여 선행하는 부사절을 수식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는 문장 부
사어의 예를 보인 것이다. (35가)의 ‘특히’는 ‘보통과 다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는데 수식하는 대상이 담고 있는 명제 내용이 이례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부사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특히’는 선행하는 내용이 일반적, 보편적인 사
태를 제시하고 ‘특히’가 수식하는 절은 특수하고 이례적인 사태를 제시하는 문맥에
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가 부사절 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선행하는 부사
절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태에 해당하고 ‘특히’가 속해 있는 절이 특수하
고 이례적인 사태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특히’는 그 의미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태를 제시하는 절은 수식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부사절 뒤에 오
는 ‘특히’는 부사절을 포함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없다. (35나)의 ‘아무튼’ 역시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의미를 가지며, 선행
하는 사태가 후행하는 사태와 관련이 없음 또는 선행 사태와 후행 사태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아무튼’은 문장 중간에 오더라도 선행하는 절을 수식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항상 후행하는 절만을 수식 범위로 갖는다. (35다)의 
‘예를 들어’는 후행 내용이 선행 내용의 구체적인 예시임을 의미하는 부사어이다. 이
러한 의미로 인해 ‘예를 들어’도 위의 다른 예들과 마찬가지로 예가 제시되어 있는 
후행하는 절만을 수식 범위로 가지며 선행하는 절을 수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앞의 절이 제시하는 내용에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이는 부사어 
‘다만’이나 ‘단지’, 앞의 절이 제시하는 내용의 재진술을 의미하는 ‘즉’이나 ‘다시 말
해서’ 등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부사어가 문장 전체만을 수식할 수 있고 문장의 일부 절만을 수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문장 
부사어들은 문장의 일부 절을 수식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수식 범위가 문장 전체
인지 아니면 문장의 일부 절인지는 문맥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다만, 의미 유형이나 위치에 따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부
사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영역 부사어나 양식 부사어는 문장의 맨 앞에 올 경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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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가. 돈 내는 거 있어서는 무조건 아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다 내야 한다는 것도 
재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돈 내는데 뒤에서 뒤꽁무니 치면서 신발 끈 매
는 거 이것도 재수 없어.

나. 다시 말해 이런 편의성 어플리케이션은 대인관계형 어플리케이션과 오락형 어
플리케이션과 비교해서 상호작용정도가 극히 미약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 네크워크 연결성이 배제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점이 중
독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 (36)은 영역 부사어와 양식 부사어가 문장의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
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들 부사어들은 문장의 맨 앞에 올 때 그 문장이 몇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든 후행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문장 중간
에 새로운 영역 부사어나 양식 부사어가 있는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지 않는
다. 

  (37) 지시적으로는 동의 관계에 있으나, 형태적으로는 서로 관계없는 어휘들이 사용된
다.

예 (37)의 문두에 있는 영역 부사어 ‘지시적으로는’은 뒤에 오는 또 다른 영역 부사
어 ‘형태적으로는’으로 인해 그 수식 범위가 부사절 ‘동의 관계에 있으나’까지로 한
정된다. 
  반면에 영역 부사어나 양식 부사어가 부사절을 앞에 두고 문장의 중간에 올 때에
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후행하는 절만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문두
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수식 범위는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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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이 장에서는 부사어의 수식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문장 부사어의 특성을 살
펴보았다. 
  먼저 부사어를 절을 기준으로 하여 절과 같거나 그보다 큰 단위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와 절보다 작은 단위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로 구분하고, 문장 부사어 고유
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부사어의 문장 내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며, 문장 부사어의 문장 내 위치 변화는 부사어의 이
동이 아닌, 주제화로 인한 다른 성분의 이동을 의미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문장 부사어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절 이상의 단위를 
수식 범위로 가질 수 있는 부사어의 의미 부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혔다. 
문장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부사어의 의미 부류로는 양태 부사어를 비롯하여 양식 
부사어, 영역 부사어, 바탕 부사어, 논리적 관계 부사어, 시간 부사어를 제시하였다. 
  한편,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하나의 절이면서 동시에 문장인 것, 하나의 절
이지만 문장은 아닌 것, 복수의 절이면서 동시에 문장인 것, 복수의 절이지만 문장
은 아닌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문장 부사어의 다양
한 수식 범위를 살펴보고,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사어의 의미, 부사어
와 호응하는 어미, 부사어의 위치 등이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역 부사어와 양식 부사어의 경우에는 문장의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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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의 부사어의 유형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그 범주
와 특성을 살펴보고, 부사어가 실제로 사용된 문장을 코퍼스에서 수집하여 그 사용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부사어의 특성을 명확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한국어 부사어를 구성, 의미기능, 수식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유형을 분류하였
고 각 유형의 범주와 특성, 사용 양상을 실제 용례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어 부사어의 체계를 세우고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부사어를 ‘문장 안에서 체언 및 체언 상당어구 
외의 다른 요소를 꾸미는 말’로 정의하고, 필수성을 가지는 부사어들 역시 부사어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기존의 한국어 문법 논의에서 접속절로 주로 다루어진 절들을 
모두 부사절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특히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의 구분이 의미적
인 것이며 통사적으로는 이들이 모두 부사절에 해당함을 주장함으로써 부사절의 영
역을 확장하였다. 이렇게 부사어의 범위를 특정한 뒤에는 부사어의 분류 기준으로 
구성, 의미기능, 수식 범위를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른 부사어의 유형 분류를 제시
하였다. 이들 유형 분류에 따라 3장, 4장, 5장이 마련되었다.  
  3장에서는 부사어의 구성에 따른 특성 및 사용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사어
를 구성에 따라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격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로 나누고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중심으로 각각의 범주와 특성,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부
사는 품사가 부사인 단일 어휘로 구성된 부사어로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는 제외
한 것으로, 그 구성은 단순하나 보조사와 어울려 사용되거나 축약형, 변화형, 비표준
어형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구어에서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사는 특정한 부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논문 텍스트보다는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정도 부사와 부정 부사, 그리고 접속의 기
능을 하는 부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사구의 경우는 크게 ‘수식 부사어
+피수식 부사’ 구성과 ‘보충어+부사’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사구 부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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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할 수 있는 부사의 종류는 한정적이며 그 의미도 한정적이다. 따라서 부사구 
부사어의 쓰임 역시 비교적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때문에 부사구 부사어는 코
퍼스에서도 빈도가 낮고 전체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부사절 부사어는 
기존의 한국어 문법 논의에서 종속접속절이나 대등접속절로 보았던 절들을 모두 포
함하는 것으로, 다양한 어미를 통하여 다양한 의미와 기능의 부사어를 형성한다. 부
사절 중에는 부사절의 일부가 생략되어 형성된 생략 부사어나 부사절의 형태를 가
지고 있는 문법적 연어들도 있다. 또한 대용언에 부사형어미가 결합한 부사절은 문
장 접속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부사절 부사어는 부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크며 특히 논문 텍스트보다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부사형어미가 반복적으로 텍스트에서 사용되면서 부사절을 형성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자주 사용되는 부사형어미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
는 어미가 대부분이다. 또한 논문 텍스트와 일상대화 텍스트에서는 각각 문어에서만 
선호되는 어미와 구어에서만 선호되는 어미가 고빈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외에 기
타 구성으로 부사격조사구, 체언, 체언구, 명사절이 있다. 부사격조사구 부사어는 한
국어 부사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빈도가 높다. 적은 수의 부사격조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논문 텍스트에서 더욱 두드러
진다. 체언 부사어는 대부분 문맥에 의해서 유추가 가능한 부사격조사가 생략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부사격조사가 쉽게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이 때문에 
체언 부사어는 그 빈도가 높지 않다.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체언, 부사격조사 ‘와/
과’가 생략된 체언, 접미사 ‘-상’에 의해 형성된 체언들이 비교적 빈도가 높게 나타
난다. 체언구 부사어는 그 형태가 비교적 다양하고 체언, 체언구, 명사절 부사어들 
중에서는 빈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관형절이 체언을 수식하는 형태의 체언구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관형절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한편, 명사절 부사어는 텍스트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4장에서는 부사어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사어의 의미기능을 크게 상
황 표시 기능과 입장 표시 기능, 그리고 접속 기능으로 나누고, 상황 표시 기능의 
부사어와 입장 표시 기능의 부사어를 다시 크게 10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눈 뒤, 각
각의 의미 부류에 해당하는 부사어들의 범주와 특성 그리고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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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접속 기능은 상황 표시 기능이나 입장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가 특
정한 문맥에서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고 접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사어들과 이들이 접속의 기능을 하는 문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
과 부사어를 분류한 체계는 아래와 같다. 

  (1) 상황 표시 기능
가. 공간 : 위치, 거리, 방향, 시발점, 도달점, 수혜자, 수신자 등

 나. 시간 : 시점, 기간, 빈도, 순서, 시작점, 완료점 등
 다. 정도 : 정도의 크기, 최대, 최소, 비교(정도의 차이), 일치 등
 라. 방식 : 과정, 수단, 주어나 목적어의 자격, 상대, 동반자 
 마. 논리적 관계 : 원인, 이유, 결과, 목적, 양보, 조건, 선택 등
 바. 바탕 : 부가, 대조, 배경 등
 사. 부정 : ‘아니’, ‘안’, ‘못’

  (2) 입장 표시 기능
가. 양태 : 인식 양태, 당위 양태, 동적 양태, 감정 양태/평가 양태, 증거 양태

 나. 영역 : 명제가 참이 되는 영역
 다. 양식 : 화자가 발화하는 방식

  (3) 접속 기능 : 인과, 시간, 상술, 대립(상황 표시 기능 및 입장 표시 기능의 부사어 
중 시간, 논리적 관계, 바탕, 양태, 양식 부사어가 해당될 수 있음)

  5장에서는 부사어의 수식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사어를 수식 범위에 따라 
크게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문장 부사어의 특성 및 수
식 대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성분 부사어와 문
장 부사어는 여전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
위는 문장 부사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문장 부사어의 위치 변화는 
부사어 외의 다른 성분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더불어서 문장 부
사어를 양태 부사어와 접속 기능의 부사어로 나누는 일반적인 설명과 달리 더 다양
한 부사어들이 문장 부사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문장 부사어
가 수식하는 범위를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유형화하여 문장 부사어의 수식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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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어 부사어의 전체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코
퍼스의 용례를 바탕으로 부사어의 유형별 특징과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부사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꾀하였다. 한국어 부사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다
양한 대상들을 망라하여 분석함으로써 부사어 전체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부사어의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연구에도 도움
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코퍼스를 활용하여 실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부사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체계와 부사어 각 유형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
에 집중하면서 개별 부사어의 특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부족하였다. 특히, 부사
어의 구성뿐만 아니라 의미기능, 수식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사어의 사용 양상 역
시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더 폭넓은 분석이 가능하리라 짐작되나 본 논의는 거기까
지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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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dverbials in Current Korean

Kim, Hye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lassify adverbials in current Korean according to several 
features to find the system of current Korean adverbial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usages of each type.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the range of adverbials in Korean because 
they have much more constructions and semantic functions than any other 
sentence constituents. So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eaning of 
adverbials and establish the range of them. This study defines adverbial as a 
word or a group of words modifying sentence elements in a sentence except 
nouns or noun equivalents and claims that obligatory adverbials, coordinate 
clauses and subordinate clauses should be considered as a part of adverbials. 
And the following work is that constructions, semantic functions and scopes of 
modifying are proposed as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adverbials.
  On the basis of constructions, adverbials are divided into adverbs, adverbial 
phrases, adverbial clauses, adverbial case postposition phrases, nouns, nominal 
phrases and nominal clauses. Adverbs which are composed of an adverb but not 
modify noun phrases are viewed as adverbials. Their construction is very 
simple but their usages are various. Several adverbs are used repeatedly, 
especially in conversation texts. Degree adverbs, negative adverbs, connective 
adverbs are used more repeatedly than others. Adverbial phrases are de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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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modifying adverbial+modified adverb' and 'complement+adverb'. The kinds, 
meanings and usages of adverbs in adverbial phrases are restrictive. Adverbial 
clauses include coordinate clauses and subordinate clauses and have various 
semantic functions. They also have elliptical adverbials and grammatical 
collocations, and some of them even can be used for connecting. Adverbial 
clauses, especially in conversation texts, are frequently used and hold a very 
high share of the total adverbials. In adverbial clauses, polysemous endings are 
used repeatedly in texts. While in thesis texts the preferred endings are used 
frequently only in written Korean, in conversation texts the preferred endings 
are used frequently only in spoken Korean. Adverbial case postposition phrases 
are a big part of adverbials and used frequently. A few adverbial case 
postpositions are used repeatedly, especially in thesis texts. Noun adverbials 
are almost the forms where adverbial case postpositions are omitted, but not 
every adverbial case postposition can be omitted. That’s why noun adverbials 
are not used in high frequency. Noun phrase adverbials have various 
constructions comparatively and are used in high frequency. Noun phrases with 
adnominal clauses, which have complex and various meanings, are used 
frequently. Noun clause adverbials are used scarcely.
  On the basis of semantic functions, the semantic functions of adverbials are 
divided into indicating circumstances, indicating stances and connecting. 
Adverbials indicating circumstances are divided into space adverbials, time 
adverbials, degree adverbials, manner adverbials, logical relation adverbials, 
background adverbials and negation adverbials. And adverbials indicating stances 
are divided into modal adverbials, domain adverbials and style adverbials. 
Moreover, each type of adverbials can be sub-classified. On the other hand, 
connecting is the subordinate function that adverbials have when they don't 
indicate circumstances or stances directly but just indicate the fact that the 
preceding context indicates circumstances or stances. Time adverbials, 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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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adverbials, background adverbials, modal adverbials, style adverbials can 
have this function.
  Finally, on the basis of scopes of modifying, adverbials are divided into 
constituent adverbials and sentence adverbials, both of which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the scopes of sentence adverbials don't depend on their 
positions. The positioning of adverbials in sentences depends on movements of 
other constituents. In many previous discussions, sentence adverbials were 
divided into modal adverbials and connective adverbials, but upon the 
investigation of this paper it is ascertained that there are various adverbials 
such as style adverbials, domain adverbials and time adverbials in sentence 
adverbials. Moreover, the scopes of sentence adverbials are determined by 
various mechanisms.

Keywords : adverbials, adverb, adverbial phrase, adverbial clause, indicating 
circumstances, indicating stances, connecting, sentence adverbials, 
constituent adverbials

Student identification number : 2008-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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