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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조사 중첩에서의 보조사의 관여 양상 연구

고 동 현

  본고는 한국어 보조사의 대안집합적 의미가 조사 중첩이 구성될 때 어떻
게 관여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사는 특징적인 의미로 대안
집합적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대안집합이란, 보조사가 결합한 선행 요소에 
대치되어 쓰일 만한 계열 관계 요소들, 곧 자매항의 집합을 일컫는다. 보조
사는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안집합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니는 
의미의 연산 작용이 일어나 대안집합적 의미가 출현한다. 
  한편으로 보조사는 보조사가 출현하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비대
안집합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보조사는 대안집합적 의미와 비대안
집합적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양층 의미의 성격을 가진다. 이때 대안집합
적 의미가 전경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배경 의미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 대안집합적 의미의 전경성은 보조사 자체가 지니는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는 보조사마다 다
르며, 이를 기준으로 보조사들을 연속선상에 위치시킬 수도 있다. 한편 대
안집합적 의미의 전경성은 맥락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 부정-수정 검
증법을 활용해 대안집합적 의미의 전경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사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가질 때에만 의미격 조사에 선
행하는 조사 중첩을 구성할 수 있고, 문법격 조사와 중첩될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의미의 순차적 결합, 의미의 중복, 의미의 포괄 등 조사 중첩을 
결정하는 여러 일반 원리들에 의해 나타난다. 보조사가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가진다면 의미격 조사보다 먼저 선행 요소와 결합할 요인이 생
긴다. 즉 의미의 순차적 결합 원리에 따라 ‘보조사 + 의미격 조사’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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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조사가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가진다
면 문법격 조사와는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루어 중첩이 가능하다. 대안집합적 
의미는 배경 의미로만 나타내고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낸다
면, 문법격 조사와는 의미 중복을 이루어 중첩이 불가능하다. 본고는 말뭉
치에 나타나는 실제 조사 중첩의 분포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기술하
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조사 중첩, 보조사, 문법격 조사, 의미격 조사, 자매항, 대안집합, 
대안집합적 의미, 비대안집합적 의미, 전경 의미, 배경 의미, 부정-
수정 검증법

학번: 2018-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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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한국어 보조사의 대안집합적 의미가 조사 중첩이 구성될 때 어떻
게 관여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사 각각은 저마다의 용법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모종의 
연산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다. 다만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
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보조사에 따라,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 중첩을 구성하는 양상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 
즉 보조사가 지니는 대안집합적 의미가 조사 중첩 구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될 것이다.
  본고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조사 중첩 구성’1)은 아래와 같은 조사
들의 연속체를 가리킨다.

(1) 가. 학교에도 간다고?
나. 우복이는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장학회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더라.

(1가)에서처럼 의미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출현할 수 있다. (1나)에서처
럼 의미격 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문법격 조사가 복합적으로 함께 출현하기
도 한다. 이처럼 보조사가 중첩 형성에 개입되면 다수의 조사가 중첩될 수
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보조사가 격조사와 중첩될 때의 양상을 주로 

1) 선행 연구에서는 ‘조사 연속 구성(김진형 2000; 한용운 2004)’, ‘조사 중첩(황
화상 2003)’, ‘조사 결합(임동훈 2004)’,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
르는 이름은 다르더라도 가리키는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본고에서 ‘조사 중
첩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조사가 선행 명사
구에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을 만들고, 이 구성에 다시 조사가 겹쳐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들이 연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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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게 될 것이다.
  조사 중첩 구성은 ‘복합조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2) 가. 민호는 안양으로부터 멀리 이사를 갔다.
나. 동혁이는 학교 대표로서 대회에 참가했다.

(2가)의 ‘로부터’와 (2나)의 ‘로서’는 복합조사의 예이다. 형태적으로는 두 
개의 조사가 중첩된 것처럼 보이나, 조사 중첩 구성과는 달리 하나의 조사
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복합조사의 의미 기능은 이를 구성하는 개
별 조사의 의미에서 합성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분포를 보아도, 개별 조
사들이 서로 긴밀하게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중첩 구성이 형성되
는 기본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서는 복합조사를 논의의 대상
으로 삼지 않는다.
  조사 중첩 구성은 일정한 규칙을 따라 형성된다. 여러 개의 조사 목록 중 
아무 조사나 집어서 아무 순서로나 배열할 수는 없다. 즉, 특정한 조사를 
선택하고 이들을 특정한 순서로 배열하는 규칙이 존재한다. 예컨대 (3)이나 
(4)와 같은 조사 중첩 구성은 비문이다. 

(3) 가. *학교도에 간다고?
나. *우복이는 학교만뿐에서가 아니라 장학회도에서 장학금을 받았

더라.

(4) 가. *난 너의 그런 점{까지부터/부터까지} 좋아해.
나. *재훈이{만큼처럼/처럼만큼} 공부해라.

(3)은 (1)과 동일한 조사들이 중첩된 형태이지만, 결합 순서가 바뀌면서 적
절했던 조사 중첩이 부적절하게 되었다. 한편 (4)에서는 결합 순서가 어떠
하든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애초에 이들 조사는 서로 결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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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결합 순서가 어떠하든 중첩 구성으로 나타
날 수 있는 (5)와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5) 가. 요즘은 창구 없이 스마트폰{으로만/만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 시스템도 있다.

나. 예람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더니, 우리 학교 다독왕으로 
선정되기{까지에/에까지} 이르렀다.

(5)에서는 두 조사의 중첩이 순서를 바꿔가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5
가)처럼 다소간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듯한 경우도 있고, (5나)처럼 그 의
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 (4), (5)의 예를 종합해 보았을 때, 조사 중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어떤 순서로 결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리가 한국어 모어 화
자들에게 내재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예 중첩될 수 없는 조사들부
터, 중첩은 가능하나 순서가 고정된 조사들, 순서에 상관없이 중첩될 수 있
는 조사들까지 다양한 중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첩을 결정하
는 모종의 원리가 존재할 것이며, 본고에서 밝히고자 시도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조사 중첩의 원리 중에서 특히 본고가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조사 
중첩 구성에서 보조사의 역할이다. 보조사가 중첩 가능한 조사들을, 그리고 
그 중첩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
다. 보조사에는 자매항 및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이에 모종의 연산 작용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에 의해 나타나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가질 수 있는 경우와, 배경 의미로만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나뉜다. 
그리고 보조사가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낼 수 있을 때와 그렇
지 못할 때, 조사 중첩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고는 
보조사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조사 중첩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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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가 보조사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양적 분석의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
다. 말뭉치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조사 중첩 구성이 보조사를 포함하고 있
다.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21세기 세종계획 문어·구어 형태분석 말뭉
치를 검토해보면, 조사 중첩 구성 중에서 90% 이상이 보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조사를 중첩시키는 이유의 하나로 
보조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
서 다음 절에서 말뭉치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자료

  이번 절에서는 실제 말뭉치에 나타나는 조사 중첩 구성에서 보조사가 차
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언어 요소의 실제 분포와 특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언어 요소의 특성에 따라 그 분포가 좌우
될 것이다. 이는 역으로 출현 분포를 통해야 해당 요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조사 중첩 구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할 때에도, 실제
로 어떤 분포가 나타나는지 먼저 짚어본 후에야 적확한 이론적 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로 나타나는 조사 중첩 구성은 무엇이고, 나타나지 
않는 구성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적절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2)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주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이다. 이는 현대 문어 1,000만 어절과 현대 구어 80만 어절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형태소 단위의 태깅이 되어 있어 조사 형태를 일일이 검
2) 이는 Tognini-Bonell(2001)에서 제시했던 말뭉치 주도(corpus-driven) 연구방

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남윤진(1997), 박진호(2003), 고석주
(2008), 나은미·최정혜(2009)를 비롯하여, 최석재(2013), 신서인(2017, 2019), 
박문자(2019) 등 조사를 다루는 말뭉치 활용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주된 연구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논의들에 기대어, 말뭉치에서 출현
하는 조사 중첩 구성을 살펴보고 연구하고자 한다. 가능한 말뭉치 그 자체를 연
구 자료로 삼았지만, 연구 과정에서 부정-수정 검증법 등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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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 정리하기에 용이한 자료이다. 다만 다소간의 오분석이 포함되어 있
어, 이를 수작업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분석되어있는 형태에서 
조사와 조사 중첩형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python 3.7.3에 기반한 프
로그램을 작성하여 수행하였다. 이후의 예문에서 괄호 안에 알파벳 대문자·
숫자·‘-’로 구성된 내용은 모두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의 예문 
번호임을 밝혀 둔다.
  본고에서 주목고자 하는 것은 보조사라는 범주가 조사 중첩 구성에서 어
떤 비중으로 나타나는가이다. 각 개별 보조사들이 말뭉치에서 출현하는 빈
도 등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개별 보조사의 출현 빈도 및 중첩 
양상에 대한 분석은 이미 남윤진(1997), 고석주(2008), 최석재(2013) 등 
선행 연구에서 상세히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보조사가 공통적
으로 가지고 있는 대안집합적 의미에 주목하여 조사 중첩 구성을 다룬다. 
각 개별 보조사들이 출현하는 양상이나 비율 등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보조사라는 범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말
뭉치 자료를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된 조사 전체의 토큰 개수는 4,166,740개였다. 이는 한 어절, 곧 조
사 중첩 구성 하나를 이루고 있는 조사 각각을 하나씩 집계한 수치이다. 이
에 비해, 몇 개의 조사가 중첩되어 있든 조사 중첩 구성을 한 건으로 집계
한 경우는 모두 4,001,179건이었다. 이 중에서 단일 조사 형태가 
3,837,5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중첩형은 총 163,667건으
로, 전체 조사 출현 어절의 4.09%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4개가 
중첩된 형태는 모두 8건, 3개 중첩은 1,825건, 2개 중첩은 161,83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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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예문 개수 백분율(%)

전체 조사
(BTAA0005-00016300)
안에서뿐만이: 안+에서+뿐+만+이
→ 각 조사를 1개씩 집계, 위의 경우 4개.

4,166,740 -

조사 출현 
어절

(BTAA0005-00016300)
안에서뿐만이: 안+에서+뿐+만+이
→ 어절 단위이므로 조사 중첩 구성은 
1개로 집계.

4,001,179 100.00

단일 조사
(BTAA0005-00016395) 이는: 이+는
(BTBE0240-00004301) 
목소리도: 목소리+도

3,837,512 95.91

조사 2개 
중첩

(BTBE0240-00004360)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BTBE0240-00010588) 
합의만으로: 합의+만+으로

161,834 4.04

조사 3개 
중첩

(BTBF0265-00026418) 
사회에서만이: 사회+에서+만+이
(8CT_0034-0023800) 
앞에까지는: 앞+에+까지+는

1,825 0.05

조사 4개 
중첩

(BTAA0005-00016300)
안에서뿐만이: 안+에서+뿐+만+이
(5CT_0058-0044360)
앞에까지밖엔: 앞+에+까지+밖에+ㄴ

8 0.0002

<표1-1> 21세기 세종계획 문어·구어 말뭉치 조사 중첩 분석 결과

  한편 말뭉치를 분석해보면 조사 중첩 구조가 나타날 때 보조사와 의미격 
조사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조사 중첩형 163,667개 중 보조
사를 포함하는 조사 중첩 구성은 147,657개로, 9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의미격 조사를 포함하는 조사 중첩 구성은 총 141,861개로, 87% 정도를 
차지한다. 보조사나 의미격 조사가 포함되지 않는 조사 중첩형은 전체에서 
단 1건 존재할 뿐이다.3) 조사 대상 말뭉치의 거의 모든 조사 중첩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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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나 의미격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만큼 높은 비율이다. 
  이 중 본고는 의미격 조사보다는 보조사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조사 중첩 구성에 보조사가 포함되는 비율
이 90%로, 조사 부류의 하위 유형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특히 보조사는 
전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전체 937,542어절에서 출현하고, 의미격 
조사는 1,020,055어절에서 출현한다. 즉 전체 출현 빈도는 보조사가 낮음에
도 불구하고 조사 중첩 구성에서의 출현 비율은 높은 것이다. 이는 조사 중
첩이 이루어질 때 보조사의 역할이 더 긴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이유는, 특정한 보조사가 조사 중첩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의미격 조사와 보조사의 중첩을 분석해보면 보조사
가 조사 중첩 순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다. 의미격 조사와 보조사
의 중첩 유형에서 결합 순서가 ‘의미격 조사 + 보조사’인 경우는 124,742
건, ‘보조사 + 의미격 조사’인 경우는 2,158건이다. 비율을 놓고 보았을 때, 
‘의미격 조사 + 보조사’가 일반적이고 ‘보조사 + 의미격 조사’는 예외적으
로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를 만들어내는 보조사
는 다양한 보조사 중 ‘-만, -(이)나, -까지, -부터, -뿐, -마다, -조차’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미격 조사 + 보조사’의 경우
에서 나타나는 의미격 조사나, ‘보조사 + 의미격 조사’에서 나타나는 의미
격 조사의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일부의 보조사만이 예외적인 
중첩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한 건의 예외는 구어 말뭉치에서 발견된 ‘지금 형준이랑 나와랑, 회신이랑 
다르잖아.(7CT_0024-0039200)’이었다. 동일한 의미의 접속조사 두 개가 연속
된 문장으로, 구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화 실수로 보인다. 실제로 구어 말뭉치
에서는 발화 도중 조사 발화의 실수를 인지하고 말을 교정하려는 시도들이 분석
된다. 예컨대 ‘그 기관을 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오 
년쯤 이후로 생기게 된다라고 …(5CT_0055-0023630)’에서처럼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것을 인지하고 다시 조사를 말하거나, ‘처음 단계 그거만대로 대로만 한
다면 왜 반대를 하겠어 교육부에서.(6CT_0031-0030850)’에서처럼 조사 중첩
의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준하여 1건의 예외를 단순 발화 실
수라고 본다면 보조사나 의미격 조사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조사 중첩 구성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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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보조사와 의미격 조사가 조사 중첩 구성을 형성할 
때, 주로 보조사의 의미가 중첩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미격 조사는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의미역 표시로 비교적 한정되
어 있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기능을 기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보조사는 
문장에 드러나지 않은 자매항과 대안집합을 끌고 들어와 이에 대한 연산 작
용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에 따라 조사 중첩 구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고는 보조사의 의미 및 기능이 조사 중첩 
구성의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려는 것이다.

1.3. 선행 연구 검토 

  본고는 조사 중첩이 구성되는 원리를 보조사의 자매항 및 대안집합 상정
과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크게 
조사 중첩 구성에 대한 연구와, 보조사의 대안집합적 의미에 대한 연구, 두 
부류로 나누어 선행 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중첩 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먼저 조사 중첩 구성과 복합조사를 구
분하는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복합조사는 조사들이 연속된 것처럼 보여 
조사 중첩 구성과 형태적으로는 유사하다. 그러나 통시적 변화를 거쳐 단일 
조사처럼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사 중첩 구성과 구분될 필요가 있는 
별도의 조사 범주이다. 다른 범주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 중첩 구성의 특성
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창수(1997), 김진형(2000), 한
용운(2004), 유경화(2014) 등에서 조사 중첩 구성과 복합조사의 구분을 시
도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들 연구를 근거로 복합조사를 정의하고, 조사 중첩 
구성과 구분하였다. 
  조사 일반, 곧 격조사와 보조사를 포괄하는 중첩 원리를 고찰한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황화상(2003)이 있다. 황화상(2003:121-129)에서는 ‘-만’이 
조건절에서 쓰일 때 격조사가 출현할 수 없는 현상을 보조사의 작용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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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설명하였다. 작용역의 넓고 좁음에 따라 조사 중첩의 순서가 정해진
다는 것이다. 다만 작용역과 초점의 차이를 규명한 김정민(2013)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쓰인 ‘작용역’ 개념은 ‘초점(focus)’4) 개념과 다소 혼용되어 있
다. 따라서 조사 중첩 구성에서 작용역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초점 
개념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지 등의 문제를 본고는 풀어가고자 하였다.
  조사 중첩을 위치 부류로 기술한 연구로는 목정수(1998, 2003, 2015), 
Choi-Jonin(2008), 여현정(2018)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조사들이 올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보았다.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각각의 조
사가 중첩되는 순서가 대체로 일정하므로, 이들이 올 수 있는 순서를 그려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는 조사의 의미·화용론적 기능이나 형태론
적 특징, 어원 등에 입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조사 중첩의 원리에 대해 풍부한 논의
가 축적되었다. 다만 본고의 연구 대상 말뭉치를 분석해보면, 다양한 형태
의 예외적인 구성들, 곧 기존의 설명으로는 완전히 풀어내기 어려운 조사 
중첩 구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외적 구성을 
설명할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 구성이 대부분 보조
사를 포함하고 있고, 보조사의 대안집합적 의미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아, 보조사의 대안집합적 의미를 고찰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먼저 Rooth(1985, 
1992, 1996)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Rooth의 연구에서는 영어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동일한 문장인데도 억양의 돋들림에 따라 진리치가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억양이 돋들리는 부분이 문장의 초점(focus)이 되
는데, 초점인 부분은 대안집합을 형성하게 된다. 즉 돋들리는 부분이 다르
다면 형성되는 대안집합도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점은 ‘only, even’ 
등의 연산자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러한 연산자와 함께 사용될 때 진
리치가 변화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본고의 기준에 따르면 엄밀하게는 ‘세로초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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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 only introduced Bill to Sue. 
가. I only introduced BILL to sue.
나. I only introduced Bill to SUE.

(Rooth 1985:2)

만약 ‘I’가 ‘Bill’과 ‘Tom’ 두 사람을 ‘Sue’에게 소개해 준 상황에서 제시된 
발화라면, ‘Bill’이 초점인 (6가)는 거짓이지만 ‘Sue’가 초점인 (6나)는 참이 
된다(Rooth 1985:2-3). 각 문장에서 초점이 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상정
되는 대안집합도 달라지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상술하자면, (6가)에
서는 ‘Bill’이 초점이므로 ‘Bill’ 자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원소로 하는 
대안집합이 상정된다. 그리고 이들 중 오직 ‘Bill’ 만이 ‘I introduced x to 
Sue’를 만족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6나)에서는 반대로 ‘Sue’ 자리에 들
어갈 만한 친구들 중 ‘Sue’만이 ‘I introduced Bill to y’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때 대안집합이란, 초점화된 요소를 의문사로 대체하여 wh-question으로 
물어보았을 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의문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
의 계열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Rooth 1985:13; 1996:276-277 참고).
  한편 대안집합적 의미를 돋들림 초점이라는 음운적·형태적 현상과 분리하
여 인식한 논의들도 존재한다. Kiss(1998), Vallduví & Vilkuna(1998), 
Gundel(1999), Molnár(2001) 등에서는 운율적 돋들림, 곧 초점이 서로 다
른 두 가지 의미·화용적 범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흔히 
대조(contrast)로 불리는 요소와,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을 분리한 것이
다. 이미 Rochemont(1986), Rooth(1992) 등에서도 초점에 대조의 의미 기
능이 있다는 것은 인식된 바 있었다. 그러나 대조와 신정보라는 범주를 구
분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둘을 범주적으로 구분하게 된 것이다. 각각의 연
구마다 대조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나, 문장의 대조 요
소를 대체할 만한 다른 요소들에 대해 의미적인 연산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즉 이들의 대조라는 개념은 결국 대안집합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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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구어에서는 운율적 돋들림이 신정보를 표시하고, 대안집합을 상
정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물론 운율적 돋들림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주로 조사라는 독립적인 어휘 체계를 통해 신정
보를 표지하고 대안집합을 상정한다. 특히 대안집합 상정은 보조사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학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보조
사의 대안집합 상정 및 이에 대한 의미적 연산 기능이 주목되었다.
  대안집합과 관련된 보조사의 기능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Yang(1973)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조사를 한정사(delimiters)라고 기술하였고, 영어의 
‘only, also, even’ 등에 대응하는 요소라고 보았다. 나아가 보조사가 자매항
(sister members)의 존재를 전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때 자매항의 존재가 전제되는 강도가 보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컨대 ‘-
는’은 ‘명시적으로(explicitly) 혹은 암시적으로(implicitly)’ 자매항의 존재를 
전제하지만, ‘-도’는 ‘확실히(definitely)’ 전제한다는 것이다.
  성광수(1979)에서도 자매항을 통해 보조사의 의미에 접근하였다. ‘-는’은 
선행 명사구의 자매항이 있건 없건 문제를 삼지 않으나, ‘-만’은 반드시 자
매항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성광수 1979:183-186). 홍사만(1986, 
2002)에서도 보조사는 의미 한정어로서 의미·화용론적 성격을 띤다고 규정
하였다. 또한 Yang(1973)에서와 유사하게, 피접항과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자매항의 존재를 예상하게 하는 기능이 보조사 부류 전반에 있다고 기
술하였다. 이러한 자매항에 대한 기술은 이후 황화상(2003)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보조사를 통시적 관점에서 연구한 박진호(2015), 공시적 관점에서 연구
한 임동훈(2012, 2015) 등은 보조사의 주요 기능으로 대안집합 상정 기능
을 설정하였다. 대안집합이란 결국 문면에 드러난 보조사의 선행 명사구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이 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자매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임동훈(2015:344)에서는 보조사를 ‘양화조사’나 ‘대조조사’
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보조사는 선행 요소의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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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합의 영역에서 첨가·배제 등 다양한 의미적 연산을 수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그 자매항에 대해 자신이 지닌 의미적 
연산을 가하는 것을 보조사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매항이나 대안집합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비
슷한 개념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이춘숙(1991)에서는 보조사(도움토씨)가 
지니는 의미 기능을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대안집합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남순(1996)에서는 보조사 범주에 문
면에 드러나지 않은 동격 성분을 상정하거나, 의미 해석상 관련이 있는 문
장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김정민(2015, 2016)은 보조사에 
두 층위의 의미가 존재함을 밝혔다. 이중 하나는 일반적인 격조사로 나타낼 
수 있을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보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그 대안집합의 자매항에 대해 가하는 의미적 작
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조사마다 둘 중 어떤 의미를 일차의미로 나타
내는가가 다르다고 하였다. 예컨대 ‘-만’은 대안집합과 관련된 의미를 일차
의미로 나타내지만, ‘-도’는 반대로 일반적인 격조사로 나타날 수 있는 의
미를 일차의미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보조사에 대안집합적인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안집합적 의미가, 보조사가 포함된 조사 중첩을 
구성할 때 일정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보조사의 대안집합
적 의미를 중심으로 조사 중첩이 구성되는 원리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대상을 확
정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설명하며, 또한 관련된 선행 연구를 간
략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가 지향하는 바를 확인한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용어 및 개념들을 정리한다. 
먼저 격조사를 둘러싼 용어들을 정리하고, 본고의 주된 연구 대상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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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구성과 혼동될 수 있는 복합조사 개념을 구별해낸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을 확정하고 용어상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제3장은 조사 중첩과 관련
이 있는 조사의 의미에 대해 기술한다. 조사 개별의 의미를 엮어 조사 중첩 
구성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먼저 논의한다. 그 후 조사 
중첩 구성과 관련이 있는 보조사의 특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
4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강도가 강한 보조사를 기술하고, 이들이 조사 중첩 구성에서 보이는 양상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제4장과 반대로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가 약한 보
조사를 기술하고, 이들이 조사 중첩 구성에서 보이는 양상을 살펴본다. 제6
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한다. 개괄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정리한다.

2. 기본적 논의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본고의 주된 관심인 조사 중첩 구성이나 보조사
에 대해 논하기 전에, 논의에 필요한 용어 및 개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어 조사를 둘러싼 용어 및 개념들은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워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본고에서 
다루는 용어 및 개념이 어떠한 것을 지칭하며 어느 정도의 요소를 포괄하는
지 개략적으로나마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1. 용어 정리

  본고는 격조사와 중첩되는 보조사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격조사와 관련된 논의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조사와 관련된 
개념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하는 용어의 문제를 우선 짚고 넘어가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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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case), 문법 관계(grammatical relation), 의미역(semantic role) 등 
한국어 격조사와 관계가 있는 언어학적 개념들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본고에서 어떤 용어로 어떤 개념을 지칭할 것인지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개념 구분을 바탕으로 격조사의 하위 범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도 다루게 될 것이다.

  2.1.1. 격, 문법 관계, 의미역

  한국어의 격조사를 둘러싼 주요 언어학적 개념으로 격, 문법 관계, 의미
역이 있다. 격, 문법 관계, 의미역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
를 사용하거나, 다른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고가 주로 따르
는 용어 및 개념은 Blake(2004)의 것이다. 이 논저를 따라 개략적으로 정
리하면, 격은 형태통사적 체계, 문법 관계는 통사적 관계, 의미역은 명사 성
분의 역할에 대한 의미적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최
근의 한국어 연구 흐름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본고가 
구분하고자 하는 격조사의 하위 유형을 설명하기에 가장 부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Blake(2004)의 용어 및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우선 ‘격’은 의존적인 명사가 자기 핵(head)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 그 유형을 표지해주는 체계이다(Blake 2004:1). 원래 격은 동사와 그
에 의존적인 명사, 혹은 부치사·명사와 그에 의존적인 명사의 관계를 나타
내주는 굴절적인(inflectional) 표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굴절
어의 영역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그러나 터키어와 같은 교착어에도 아래와 
같은 패러다임과 체계로서의 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5

<표2-1> 터키어의 격 패러다임 (Blake 2004:2)
격(case) 형식(form)
주격(nominative) adam
대격(accusative) adamı
속격(genitive) adamın
여격(dative) adama
처격(locative) adamda
탈격(ablative) adamdan

터키어 ‘adam(남자)’의 패러다임이 제시된 <표1>을 통해 터키어에는 6개
의 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5) 또한 터키어의 격은 접사로서 어근(stem)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격이 표지된 단어에서 어근
과 접사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 떨어져 나온 접사 부분을 ‘격 표지(case 
marker)’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에 어근으로부터 격 접사를 분리해내기 어
려운 언어도 있다. 주로 굴절을 하여 명사의 어형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이
다. 이들 언어에서는 격이 표지된 단어 전체를 ‘격 형식(case form)’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Blake 2004:2-3). 이와 같은 논의에 기댄다면, 한국어의 
격조사 역시도 명사와의 경계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으므로 격 표지에 해당
할 것이다.6)

5) Lewis(2000:26-33)에 따르면 터키어의 6개 격 표지는 어근의 마지막 모음이 
무엇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등에 따라 이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중세 한국어에서도 선행 명사의 마지막 음절 모음에 따라 조사가 모음 조화를 
일으켜 이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 조사는 모음 조화
에 따른 이형태는 대부분 잃어버렸고, 선행 명사가 자음 종결인지 모음 종결인
지에 따른 이형태만을 가지고 있다. 

6) 한편 Blake(2004)는 종합적 격 표지와 분석적 격 표지를 구분하며, 일본어와 
한국어의 격 표지 유형을 다르게 분류하였다. Blake(2004:9-12)에 따르면 일본
어의 조사들을 분석적 격 표지, 곧 후치사(postposition)이다. 분석적 격 표지를 
가지는 언어에서는 격 접사(case affix) 없이 부치사만으로 핵과 그 의존소 명사
의 관계를 표시하는데, 일본어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종합적 격 
표지, 곧 격 접사를 가지는 언어는 대개 부치사와 격 표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
서, 부치사가 격 표지를 지배한다. 터키어나 라틴어가 이러한 부류에 포함된다. 
한국어의 경우도 주격 조사를 예로 들며, 어간의 특징에 의해 ‘-이’와 ‘-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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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격은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단
순히 형식적 특징만에 의해 구분되는 것만은 아니다. 먼저 전체 체계를 고
려하여 기능(function)에 따라 패러다임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이다(Blake 
2004:19-22 참고). 모든 명사 부류가 다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격 표지를 
가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구별되는 격이 다른 경우7)에는 구별되지 않
고 동일한 형식을 취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syncretism’이라고 한다. 
  Syncretism의 예로 ‘new’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단어의 패러다임을 아래
와 같이 들 수 있다.

남성 단수 중성 단수 여성 단수
주격(Nominative) novyj novoe novaja
대격(Accusative) novyj ～ novogo novoe novuju
속격(Genitive) novogo novogo novoj
여격(Dative) novomu novomu novoj
처격(Locative) novom novom novoj
도구격(Instrumental) novym novym novoj(u)

<표2-2> 러시아어 ‘new’의 격 패러다임 (Baerman et al. 2005:34)

변이형이 선택된다는 점에서 접미사로, 곧 격 접사로 판단하여 종합적 격 표지
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단순히 표지 자체의 형태론적 특징만을 기준
으로 통사적 특징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소간 의문
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한국어 조사 체계에 적용할 경우 주격 조
사와 대격 조사는 격조사이지만 ‘-의’는 후치사가 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후치사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격과 후치사의 차이 
및 후치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Hagège(2010)을 참고할 수 있다.

7) 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어떤 명사에서는 구별되는 격이 다
른 명사에서는 구별되지 않기도 하고, 동일한 명사인데 수(number)에 따라 단수
형에서는 구별되는 격이 복수형에서는 구별되지 않거나, 성(gender)에 따라 형
식적 차이의 유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시제(tense), 양태(aspect)나 태
(voice)에 따라서도 syncretism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의미역에 따른 syncretism
을 할당할 수도 있다. Syncretism의 예시나 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erman et al.(2005)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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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식만으로 격을 구별한다면, <표2>에서 syncretism을 이루고 있는 
항목들, 예컨대 속격에서 남성 단수와 중성 단수와 같은 경우 형태가 
‘novogo’로 동일하고, 혹은 여성 단수에서 속격·여격·처격과 같은 경우 형태
가 ‘novoj’로 동일하므로, 각각 동일한 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
체적인 패러다임 체계 안에서의 기능을 먼저 고려하여 남성 단수 속격과 중
성 단수 속격이 구별됨을 인식한다면, syncretism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마치 다른 어휘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는 동음이의어처럼 간주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형식은 동일하지만 그 기능이 구분되므로 별개의 
격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격은 의존적인 명사가 자기 핵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와 관련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통사적 체계이다. 한국어의 격
조사는 이 체계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격 표지라고 불릴 수 있다.
  한편 ‘문법 관계’는 문장에서 명사구가 서술어와 맺고 있는 통사적인 관계
를 나타낸다. Blake(2004:3)는 문법 관계에 대해 주어(subject), 직접 목적
어(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 사격어(oblique) 등을 비
롯한 통사적 관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는 문장에서 해당 요소, 곧 명사
구가 서술어에 대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 관계는 대개 격에 의해 나타나지만, 
꼭 격의 형태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어순이나 맥락 등
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설령 격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격과 
문법 관계는 꼭 1:1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격이 여러 문법 
관계에 대응되는 일이 흔하다. 
  문장은 개별 구성 요소들이 상관관계에 따라 모여서 형성된다. 아무 단어
나 두서없이 모은다고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는 않는다. 문장의 각 요소는 
다른 요소에 대해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결합한다. 이때 상관관
계에 따라 분류된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문장 성분’, 그리고 그 상관관계 
자체를 ‘문법 기능’ 혹은 ‘문법 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김의수 
2006:22-23). 김의수(2006:22-24)에서는 문장 성분 개념이 좁은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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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문법 기능만을 지칭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문법 기능과 문법 형식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종래의 한국어 연구에서는 문장 성분 개념과 
문법 기능 개념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8) 형식의 층위를 
고려하여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문법 형식
은 어휘 항목과 문법 범주로, 문법 기능을 의미 기능과 통사 기능으로 세분
될 수 있다.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déivid] [smǽʃt] [ðə] [wíndou]
<Formal Level>
① Lexical Level David smashed the window
② Grammatical 

Category level [S [NP N] [VP V [NP DET N]]]
<Functional level>
③ Thematic 

Function level Agent Predicate Patient
④ Syntactic 

Function level Subject Predicator Direct Objects

<표2-3> 문법 기술의 층위 (김의수 2006:26)

위의 <표3>은 ‘David smashed the window’라는 문장을 분석한 것이다. 
이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층위는 기능 층위이다. 기능 층위에서는 ‘Agent, 
Predicate, Patient’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의미 기능 층위, ‘Subject, 
Predicator, Direct Objects’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통사 기능 층위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미 기능을 의미역, 통사 기능을 문법 관계라는 용어로 지칭하
여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격과 문법 관계를 둘러싼 문제 중 하나는 추상격(abstract case)을 설정

8) 구본관 외(2015), 유현경 외(2018) 등의 한국어 문법 개론서를 통해 ‘문장 성
분’이라는 이름으로 문장의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가 가지고 있는 문법 관계 
자체를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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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추상격이란 특별한 형태론적 표지 없이 나타나
는 격을 말한다. 격의 주요 기능은 의존 요소가 의존 대상과 맺고 있는 관
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꼭 가시적인 형식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다고 간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상격을 설정한다면 형태적으로 격 표
지나 격 형식을 가지지 않는 언어에서도 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Blake(2004:57-62)에서는 추상격을 인정하게 되면 문법 관계와 격의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존적인 명사가 핵과 맺고 있는 관계
를 형식적인 표지가 나타내지 않는 언어에서도 명사구가 문장 구조 안에서 
핵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격(structural case)이나 내재격(inherent case)과 같은 추상
격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는 구조격은 사
실상 문법 관계나 다름이 없게 된다. 개념 간의 혼용을 피하고 둘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격을 형식적 표지로 취급하고, 문법 관계는 포괄적
인 의미 기능으로서 취급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태적 체계로서의 격과 통사적 관계로서의 문법 관계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를 영어를 통해 예시할 수 있다. 영어 전치사의 보충어에 해당하는 대
명사는 모두 대격(accusative)을 취한다. 대격은 대개 목적어를 나타내는 
격 형식이지만, 전치사에 후행하는 모든 대명사를 목적어라고 처리할 수는 
없다. 즉 형식적으로는 대격이라고 불릴 만한 형태를 취하였지만, 통사적 
관계를 따질 때에는 그저 전치사의 보충어, 혹은 전치사구 내부의 의존소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즉 격과 문법 관계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례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추상격을 인정하지 않고, 격
과 문법 관계를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의미역’은 문장에서 명사구가 서술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
는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기원전 6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쓰
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니니(Pāṇini) 문법에서 연원했다고 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대에도 Fillmore(1968) 이래로 언어학의 다양한 하
위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Blake 2004:63-66 참고). 다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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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관심을 받아온 만큼, 연구자마다 설정하고 있는 의미역의 목록이나 
개별 어휘의 의미역 범주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의미역에 대한 논의는 문장 내 명사구를 유형론적 보편성에 기대어 설명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Fillmore 1968 참고). 그러나 개별 언어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명사구의 의미적 특성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정돈된 의미역 범주를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단순히 의미역 명
칭(label)을 어떻게 붙이고 개념화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장에
서 제시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의미역을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하위 범주를 세분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Levin and Havov(2005:38-44)는 의미역의 목록을 작성하는 연구 방식
에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한다. 먼저 의미역을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누구나가 신뢰할 만한 의미역 판정법이 없기 때문에, 논자마
다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의미역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어느 
정도로 의미역을 나누어주어야 할지 적절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지나
치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는 실제 언어 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서술어를 실행하는 존재를 ‘주체’, 서술어 실행의 
대상을 ‘객체’, 주체도 객체도 아닌 요소를 ‘중립’이라는 의미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사실상 자연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특정적이고 세분화하여 
의미역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모든 언어 현상을 다 반영하고자 한다
면, 사실상 각 서술어마다 모두 독자적인 의미역 구조를 지닌다고 볼 여지
가 있다. 지나치게 일반적인 의미역 목록 설정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목록 
설정도 유형화 작업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9)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의미역 목록 설정에는 논자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9) 이 외에도 하나의 논항에 두 개 이상의 의미역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

는가, 의미역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문제
도 제기된다. 의미역 목록 설정을 둘러싼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여러 이론에 대해서는 Levin and Hovav(2005:35-50)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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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컨대 Blake(2004:67)에서 제시한 ‘피행위자(patient)’ 의미역은 
아래와 같은 명사구에 할당될 수 있다.

(1) 피행위자 의미역이 포괄하는 역할들 (Blake 2004:67)
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거나, 변화를 겪는다고 여겨지는 개체
나. 어딘가에 위치하거나,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개체
다. 다른 개체에 영향을 받았거나 받는다고 여겨지는 개체

이에 대해 ‘patient’라는 용어 대신 ‘objective’, ‘theme’ 등의 용어가 사용되
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patient’를 세분하여 (1가, 나)는 ‘theme’, (1다)는 
‘patient’로 부르기도 한다(Blake 2004:66-67 참고). 즉 논자마다 피행위자
를 세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의미역 목록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한국어의 의미역을 설정하고자 한 논의에서도 각각 서로 다른 의
미역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4> 한국어의 의미역 설정

남승호(2008:28)
행동주(agent), 피동주(patient), 대상(theme), 
경험주(experiencer), 도구(instrument), 처소(location), 
착점(goal), 기점(source), 방향(direction), 경로(route), 
수혜자(beneficative), 자극(stimulus), 원인(cause), 
자격(qualification), 비교기준(criterion), 동반자(companion)

김원경
(2009:155-156)

경험자(experiencer), 행위자(agent), 수혜자(beneficiary), 
도구(instrument), 객체(theme), 공동(comitative), 
원천(source), 도달(goal), 경로(path), 시간(time), 
처소(locative), 소유(possessive), 보어(complement)

구본관 외
(2015:248-249)

행위주(agent), 경험주(experiencer), 동반주(companion), 
대상(theme), 장소(location), 도착점(goal), 
결과상태(resultant state), 출발점(source), 
도구(instrument), 영향주(effector), 기준치(criterion), 
내용(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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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역 설정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섣불리 한국어 의
미역 목록을 정의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자 한다. 본고는 의미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미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므로, 
의미역의 세세한 목록 기술 작업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에 의미격 조사
가 모종의 의미역을 표시한다는 사실만을 우선 인식한 채, 예문을 설명할 
때 의미역을 구분해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의
미역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처럼 격, 문법 관계, 의미역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기도 하다. 문법 관계와 의미역은 격의 위계(hierarchy)에 따라 서로 
대응되는 양상이 달라진다. 높은 위계의 격이 나타내는 문법 관계, 예컨대 
보다 필수적인 논항에 가까운 주어나 직접 목적어 등은 여러 의미역을 포괄
할 수 있다. 반면에 낮은 위계의 격이 나타내는 문법 관계, 예컨대 필수성
이 낮은 논항이나 부가어에 가까운 간접 목적어나 여러 사격어10) 등은 의
미역과 1:1 대응에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이 때문에 높은 위계의 격에 대
해서는 문법 관계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낮은 위계의 격에
서는 각각의 의미역을 개별적으로 기술하는 편이 더 적절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에 따른 특성은 형태적 체계로도 나타나서, 문법격 조사와 의미
격 조사가 문법 관계와 의미역을 분담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2.1.2. 문법격 조사, 의미격 조사

  이번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조사와 관련된 용어 및 개념 정리를 바탕으
로, 본고가 한국어 격조사 체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
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조사 체계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크게 나눌 수 있
10) 한국어학에서 주로 ‘부사격 조사’로 통칭되는 조사들이 나타내는 문법 관계를 

사격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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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조사와 보조사 외에 접속조사라는 하위 범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
고, ‘-와/과’, ‘-(이)나’ 등을 접속조사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접속
조사는 전체 조사 체계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작고, 격조사나 보조사로
서의 용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
다. 
  격조사의 통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
만,11) 격조사는 격 표지로서 선행 명사구의 문법 관계나 의미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리고 격조사마다 문법 관계를 주로 나타내는
가, 의미역을 주로 나타내는가가 다르다. ‘-가, -를, -의’ 등은 주어, 목적
어 등 핵심 논항의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 한편 ‘-에, -에게, 
-에서, -(으)로’ 등은 처소, 수혜자, 방향, 도구 등의 의미역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 격과 문법 관계, 혹은 격과 의미역 관계는 완전한 1:1 대응은 
아니지만, 문법격 조사가 문법 관계와, 의미격 조사가 의미역과 긴밀하게 
대응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격조사 하위 범주를 지칭
하는 다양한 용어 중 ‘문법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법격 조사는 문법 관계와, 의미격 조사는 의미역과 밀접한 개념임을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즉 ‘-가, -를, -의’ 등은 문
법격 조사, ‘-에, -에게, -에서, -(으)로’ 등은 의미격 조사가 될 것이다.
  한편 한국어의 격조사가 격 표지가 아님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의미격 
조사가 격조사인지 의문을 던지는 연구로는 최동주(1997)가 있다. 이 연구
에서는 문법격 조사만을 격조사로 인정하고, 의미격 조사들을 ‘후치사’로 부
른다. ‘-가, -를, -의’는 선행 명사구의 의미역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실
현되는 것이지만, 의미격 조사들은 의미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형성되
기 때문이다(최동주 1997:202).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문법격 조사는 문법 
관계와, 의미격 조사는 의미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격조사 내의 하위 범
주로 파악한다. 문법 관계와 의미역은 위계에 따라 일정한 관계를 이루고 

11) 임동훈(1991, 2008), 한정한(2003, 2010)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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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앞절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위계에 따라 대응되는 양상이 달라
질 뿐, 두 체계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문법격 조사가 격 표지인지에 의문을 던지는 연구도 있다. 목정수(1998, 
2003, 2015)에서는 조사의 분포에 주목하여 문법격 조사 ‘-가’와 ‘-를’이 
보조사 ‘-는, -도’와 같은 계열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가, -를, 
-는, -도’는 서로 중첩되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열 
관계에 근거하여, 이 조사들을 한정사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
류하였다. 이 조사들은 서로 함께 중첩을 이루지 못하고, 상호 배타적인 분
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 안에서 문법격 조사인 ‘-가’와 ‘-를’은 비한정
성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에 함께 묶이고, ‘-는’은 한정성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로 묶이는 등의 세분이 가능하다(목정수 2015:169-173 참고).12) 
  이와 같은 범주 구분을 따른다면, 조사 ‘-가, -를’은 격을 나타내지 않는
다.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의 ‘-가, -를’은 다시 운동성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 ‘-가’가 ‘주체지향적’ 운동을 나타낸다면, ‘-를’은 ‘객체지
향적’ 운동을 나타낸다는 것이고(목정수 2015:148-151), 격은 이들 격조사
에 의해 표지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실현되는 의미논항 관계 혹은 어순
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목정수 2015:84-89). 또한 ‘-의’ 역
시도 분포상 그리고 의미 기능상 소유의 한정조사에 포함된다고 하여(목정
수 2015:261-292), 문법격 조사를 모두 격 표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목정수(2015)의 관찰과 같이 ‘-가, -를’이 ‘-는, -도’와 서로 함께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비슷한 위치에서 다른 
보조사들은 격조사와 중첩될 수 있지만 ‘-는, -도’로 대표되는 일부 보조사
는 그럴 수 없다. 이를 통해 계열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일 만큼 의미나 
기능 면에서 공유하는 특성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장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본고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조사의 양층 의미 현상을 통해 설
12) 목정수(2015)에서는 ‘-가, -를’은 프랑스어의 부정관사에 대응되며 ‘-는’은 

정관사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한편 이들은 각각 ‘초점, 비한정성, 특정성’ 등을 
포괄하는 ‘특수’와, ‘화제, 한정성, 총칭성’ 등을 포괄하는 ‘보편’이라는 메타언어
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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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법격 조사들이 ‘-는’이나 ‘-도’와 동일한 범주, 곧 한정사 범주
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고는 다소간 유보적이다. 우선 분포적으로 
‘-는, -도’는 뒤에 다른 보조사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가, -를, 
-의’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박지용 2005:32-36 참고). 실제로 아
래와 같이 ‘-는, -도’ 뒤에 다른 조사가 출현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2) 가. 나도야 간다. (대중 가요 제목)
나. 그래서 저는야 도통 그런 데에 신경을 꺼버리고 사는 

사람인데 … (BTEO0090-00013582)

(2)와 같은 예를 단순히 예외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분포적 기준에 따라 이
들을 같은 범주로 묶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그 기능에서도 격조사인 ‘-가, -를’과 보조사인 ‘-는, -도’ 간에는 
차이가 감지된다. 기본적으로 ‘-가’는 주격 조사로서 주어라는 문법 관계를 
주로 표시하고, ‘-를’은 대격 조사로서 직접 목적어라는 문법 관계를 주로 
표시한다. 물론 이러한 문법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
한다.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처럼 쓰이는 용법이 포착되기 때문이다(선우
용 1994, 이필영 2010 등 참고). 다만 신서인(2014:90-98), 김민국
(2016:185-187, 196-199) 등의 연구에서는 격조사로서의 기능은 거의 
잃어버린 경우에도 ‘-가’와 ‘-를’은 분포적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분포적 
차이는 ‘-가’와 ‘-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격 표지 기능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 격 표지 기능이 반영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 가. A: 역시 핸드폰은 삼성이 좋아!
B: 무슨 소리! 노트북이 삼성이 좋고 핸드폰은 애플이 좋지.

나. A: 선물은 철수가 영희에게 시계를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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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니야, 예물을 철수가 영희에게 시계를 줬지.
(김민국 2016:186)

(3)의 밑줄 친 성분은 주제어로서 상대 발화의 주제어가 잘못되었음을 지
적하고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들에서 주격 조사와 대격 
조사가 출현하였지만, 이미 문장에 다른 주어나 목적어가 출현해 있으므로, 
문법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법 관계와 완전히 무
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3가B)의 ‘노트북’은 주어인 ‘삼성’과, (3나B)의 ‘예
물’은 목적어인 ‘선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가B)의 ‘노트
북’은 대격 조사가 아닌 주격 조사와 결합하고, (3나B)의 ‘예물’은 주격 조
사가 아닌 대격 조사와 결합하였다. 
  이처럼 ‘-가’와 ‘-를’이 보이는 문법 관계에 따른 제약을 ‘-는’과 ‘-도’는 
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3)에서 밑줄 친 부분의 조사들은 모두 ‘-는’으로 
대체될 수 있다. ‘-도’ 역시 문법 관계와 무관하게 격조사를 대체할 수 있
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격조사가 나타내는 문법 관계나 
의미역과는 무언가 다른 의미이며,13) ‘-가, -를’과 기능상 다른 범주로 구
별된다고 볼 수 있다.14) 따라서 본고는 보조사와 격조사 범주를 구별하고, 
격조사의 하위 범주로 문법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를 두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문법격 조사는 문법 관계를, 의미격 조사는 의미역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13) ‘무언가 다른 의미’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보조사가 일반적으로 가지
고 있는 대안집합 상정과 자매항에 대한 연산 작용 등의 의미이다.

14) 김민국(2016)은 문법 관계에 따라 먼저 ‘-가’나 ‘-를’이 선택되고 그 이후 주
제를 나타내거나 할 때 ‘-는’ 등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데 목정수(2012)에 근거해서도 이와 같은 체계를 설명할 수도 있다. 우선 한정
성 여부에 따라 한정조사나 비한정조사를 선택하고, 비한정조사인 경우 다시 운
동성에 따라 ‘-가’나 ‘-를’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조사 선택의 순서를 반대로 
보는 것이다. 어느 설명이 더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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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합조사와 조사 중첩 구성의 구분

  조사 중첩에 대해 논의할 때 조사 중첩 구성과 복합조사의 구분은 출발점
이 된다. 조사 중첩 구성은 각 조사의 의미 및 기능을 고려하고 조사 중첩 
원리가 작용하여 형성되는 구조이다. ‘중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선행 명사
구에 조사가 결합한 뒤, 이 결합 구성에 다시 조사가 결합하는 식으로 조사
들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복합조사는 통시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
어진 것으로, 하나의 굳어진 조사로 취급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복합조사
를 이루는 조사들은 먼저 조사끼리 결합한 뒤 명사구에 결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사 중첩 구성과 복합조사는 형식상 유사해 보이지만, 형성 과정이 
다르다. 따라서 모든 논의에 앞서 조사 중첩과 복합조사를 구분하고 논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다.
  최석재(2013)에서 21세기 세종계획 문어 형태분석 말뭉치에 나타나는 조
사 중첩이 연구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전체 조사 출현 어절 중 단일 조사
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16%, 조사 연속 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84% 
정도로 나타났다.15) 최석재(2013)은 이렇게 실제로 사용되는 조사 2개 이
상의 결합형이 적은 이유는 인간이 언어생활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하였
다. 조사를 하나씩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출현 가능한 조사 중첩 
구성은 대강 조사 전체 개수를 계승(factorial)하는 식으로 구해진다. 조사
를 30개 정도라고만 가정해도 1032 이상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지

15) 이 구체적인 수치는 본고에서 구어를 제외하고 문어 말뭉치를 분석해본 결과
값과 다소 다르다. 최석재(2013)에서는 4개 결합형 조사가 6건, 3개 결합형 조
사가 1751건, 2개 결합형 조사가 143,267건, 1개 결합형 조사가 3,581,103건이
라고 제시되었다. 반면에 본고에서 21세기 세종계획 문어 형태분석 말뭉치를 분
석한 결과로는 단일 조사 어절이 3,663,366건, 조사 2개 중첩 어절이 155,135
건, 조사 3개 중첩 어절이 1,752건, 조사 4개 중첩 어절이 7건 분석되었다. 오
류 수정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거나, 검색 프로그램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달
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차이가 대동소이하므로, 보조사
가 포함되는 조사 중첩 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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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많은 조사 결합형이 활용되는 것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생활
에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사 연속 구성의 개수와 출현 빈도가 낮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는 복합조사와 조사 중첩 구성을 동일한 현상으로 오인한 기술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로부터’와 같은 복합조사는 형태상으로는 여러 조사가 중첩
된 것처럼 보이나, 의미나 분포를 부분의 합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복합조사는 
하나의 단어로서 굳어졌기에 단일 조사와 같이 취급되며, 사전에 별도의 표제어
로 실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복합조사 유형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존재한다
면 그만큼의 새로운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인간의 인지 능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중첩 구성은 개별 조사가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구조이다. 구조적인 원리로 설명된다면, 조사 중첩 구성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인지 능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마치 유한한 어휘와 문법을 
바탕으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통사적 원리의 축소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
다. 본고가 지향하는 조사 중첩에 대한 연구는, 개별 조사를 모아 조사 중첩 
구성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조
사와 조사 중첩을 구분할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김진형(2000:68-70), 한용운(2004:148)에서는 통시적 변화의 과정을 거
쳐 복합조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복
합조사를 정의할 수 있다.

(4) 복합조사의 정의 (한용운 2004:148)
둘 이상의 조사로 이루어진 형식이 통시적으로 의미와 기능의 
변화를 겪어 하나의 조사로 기능하는 것. 

또한 한용운(2004:150-151)에서는 조사가 연속된 형식이 조사화가 완료되
었다고, 다시 말해 복합조사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세한 기준을 아
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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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가 연속된 형식의 조사화 판단 기준 (한용운 2004:150-151)
가. 형태적 기준: 
 ㄱ. 조사가 연속된 구성의 형식에 변화가 있을 경우
 ㄴ. 조사가 연속된 形式 사이에 다른 조사의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분포적 기준: 
 ㄱ. 어떤 조사가 특정 조사의 앞이나 뒤에만 분포하는 경우
 ㄴ. 조사의 일반적인 통합 순서와 다른 통합 유형을 보이는 경우
다. 통사의미적 기준:
 조사가 연속된 형식의 의미나 통사적 기능이 개별 조사의 의미나 
통사적 기능의 총합으로 도출될 수 없는,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갖
게 된 경우

본고에서는 (5가, 나, 다) 모두를 복합조사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5
다)의 통사의미적 기준만을 복합조사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한 가
지 이유는 (5다)의 기준이 (4)에서 제시된 복합조사의 정의와 가장 부합하
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5가, 나)의 기준은 복합조사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 먼저 (5가)의 형태적 기준이 복합조사를 판별하
는 기준이 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6) 가. 사람을 만나는 일관 전혀 무관한 척 혼자임을 강조하는데, …
(BTHO0392-00019006에서 수정 인용)

나. 그러자 여자는 훌쩍 자신의 남편에게로 다시 가 버렸다.
(BTHO0392-00020059)

한용운(2004:151)에 따르면 (6가)에서 등장하는 것과 같은 ‘-관’은 ‘-과’
와 ‘-는’의 결합이 축소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속되는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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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식에 변화가 있으므로 (5가ㄱ)을 만족시키지만, (5나)나 (5다)에 비추
어 보면 복합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또한 (6나)의 ‘에게 + 로’ 사
이에는 다른 조사가 개입될 수 없어 (5가ㄴ)을 만족시키지만, 앞서와 비슷
한 이유로 복합조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형태적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복합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5나, 다)의 기준을 보
아야 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5나)의 분포적 기준은 개별 조사로서 가지고 있던 분포를 상
실하고 전체 통합체로서의 새로운 분포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도 복합조사를 판별할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7) 가. 우리 선조들은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 조부모, 부모로부
터 수 없이 이런 동화를 들으며 마음을 닦았지요. 

     (BTAA0001-00004920)
나. 이 같은 국민정부에 대한 압력은 국제자본시장에서부터 그리고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도 나오고 있다.
      (BTHO0381-00012077)

보조사 ‘-부터’는 (7가)에서처럼 ‘-로’ 뒤에도 결합하고, ‘-에서’에도 결합
한다. 즉 (5나ㄱ)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7가)에서는 ‘-로’가 단독으
로 나타낼 수 있는 의미로는 ‘-로부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으나, (7나)
에서는 ‘-에서’가 나타내는 처소의 의미역에 ‘-부터’가 중첩되어 범위의 시
작점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7가)의 ‘-로부터’
와 (7나)의 ‘-에서부터’는 복합조사 판단 여부에서 무언가 다른 결론을 내
려야 한다. (5나)의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이 불가능하다.
  결국 (5가)도 (5나)도 모두 복합조사 판정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
은 복합조사가 나타낼 수 있는 성격이지 복합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니다. 복합조사임을 판정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5다)의 통사의미적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개별 조사로서 가지고 있던 의미나 기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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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고 전체 통합체로서의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획득한 조사를 복합조사로 
판정할 수 있다. 예컨대 ‘-로’는 단독으로 쓰일 때 방향·경로·수단 등의 의
미역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의미로는 (7가)의 ‘-로부터’가 가지는 출처의 
의미역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로부터’는 복합조사로 볼 수 있는 것
이다. (5가)와 (5나)의 기준을 충족해도 (5다)를 충족하지 못하면 조사연속
구성으로 간주한다는 기술(한용운 2004:152)에 비추어 보아도, (5다)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사의미적 기준에 따라서 말뭉치에서 검색되는 조사의 연속체 중 
복합조사로 판별할 수 있는 형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외된 복합
조사에는 ‘-로부터’, ‘-로서’, ‘-만이’ 등이 있었다. 이러한 예들은 대부분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복합조사로 보아야 함에도 그 통시적 변화 과정
상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기술하였다.16)

3. 조사 중첩과 조사의 의미
  이 장에서는 조사 중첩 구성과 관련된 조사의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중첩은 개별 조사의 의미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사 중첩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사 중첩과 관련된 조사의 
의미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3.1에서는 조사 중첩을 결정하는 조사 일
반의 의미를 다룰 것이다. 조사는 각각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
한 개별 요소들을 모아 조사 중첩 구성을 만드는 원리가 무엇인지 먼저 논
의할 것이다. 3.2에서는 조사 중첩 구성과 관련이 있는 보조사의 의미를 살
펴볼 것이다. 격조사에는 없으나 보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의미적 
특성들이 있고, 이러한 의미적 특성이 보조사가 포함되는 조사 중첩과 모종
16) 4.1.에서 다루게 될 [필요조건] 용법의 ‘-만이’는 복합조사로 굳어지기 이전에 

이러한 구성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 이유에 대해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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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보조사 각각이 조사 중첩 구성
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전에, 보조사 범주가 지닌 어떤 의미
가 조사 중첩과 관련을 맺게 되는지 기술하게 될 것이다.

3.1. 조사 중첩을 결정하는 조사의 의미

  이번 절에서는 조사 중첩과 관련이 있는 보조사만의 의미를 살펴보기 이
전에, 조사 일반의 의미가 조사 중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
사 중첩은 구조적인 원리를 따라 구성되므로, 전체 구조의 개별 재료인 조
사의 의미를 조합해내는 원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의미의 
순차적 결합, 의미 충돌 및 중복, 의미 포괄 관계 등을 바로 그 원리로 지
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개별 조사들이 지니는 의미가 제약을 
받아 조사 중첩 구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1. 의미의 순차적 결합

  조사가 중첩될 때 선행 명사구에 가까이 출현한 조사가 먼저 선행 명사구
에 의미를 더해주고, 이렇게 나타난 의미에 그 다음으로 중첩된 조사의 의
미가 다시 더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명사구에 가까이 결합하는 
조사의 의미가 먼저 드러나고, 그 뒤에야 명사구와 멀리 떨어진 조사의 의
미가 드러난다. 명사구와 의미적으로 가까운 조사는 명사구에 가까이, 의미
적으로 먼 조사는 명사구에서 멀리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인간 언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도상성(iconicity)의 원리와도 연관된
다. 여현정(2018)에서는 조사의 통합 순서를 도상성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밀접한 관계를 지닌 요소들은 근접한 거리에 놓인다는 도상적인 거리의 원
리가 존재하는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통합 순서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
이다(여현정 2018:36-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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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조사의 통합 순서와 개념적 구조(여현정 2018:43)
명사구 의미격조사 특수조사17) 문법격조사
유형 상술 양화 고정화18)

본고에서는 여현정(2018)에서 제시된, 명사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사
일수록 명사구에 가까이 결합한다는 원리를 받아들인다. 다만 어떤 조사가 
명사구와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술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고자 한다.
  조사가 명사구에 순차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을 때, 예컨대 의미격 조사인 
‘-에’와 ‘-로’가 결합한다면 순서는 ‘-에 + -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에’는 이동의 목적지를 나타내고 ‘-로’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선행 명사구가 어떤 지점임을 나타내기 위해 ‘-에’가 먼저 명사구와 결합한 
후, 그 지점으로 향한다는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로’가 중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홍윤표 1978:118-120; 임동훈 2004:137).
  보조사 ‘-만’과 의미격 조사 ‘-으로’의 중첩에서도 중첩의 순서에 따라 
명사구에 먼저 결합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으로’와 
‘-으로만’은 말뭉치에서 거의 동일한 빈도로 나타나는데,19) 두 구성의 의미
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황화상 2003:135-137 참고).

17) 특수조사는 다시 내부적으로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여현정 2018:46-47). 
명사구와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만, -까지, -뿐, -부터’ 등은 명사구에 
가까이, 의미적 관련성이 낮은 ‘-는, -도, -이야, -이야말로’ 등은 보다 명사구
에서 먼 위치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18) 두 번째 줄은 개념 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Taylor(2002)가 명사 부류
(nominals)에서 통사적 구성순서와 개념적 구성순서의 양상을 밝히며 제시한 대
응 양상이다. 예컨대 ‘the three big houses’에서 ‘the’는 고정화, ‘three’는 양화, 
‘big’은 상술, ‘houses’는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현정(2018)에서는 이러한 
Taylor의 개념적 구조를 받아들여 한국어 조사 통합 구조에 적용한 것이다.

19)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말뭉치에서 ‘만으로’는 1,698건, ‘으로만’은 
1,671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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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나무는 도끼로만 자를 수 있다. 
가. 다른 것을 가지고는 자를 수 없다.
나. 다른 것 없이 도끼만 가지고 자를 수 있다.

(2) 이 나무는 도끼만으로 자를 수 있다. 
가. (함의하지 못함) 다른 것을 가지고는 자를 수 없다.
나. 다른 것 없이 도끼만 가지고 자를 수 있다.

(황화상 2003:135-136)20)

(1)에서는 (1가, 나)의 의미가 모두 함의되나, (2)에서는 (2가)는 함의되지 
못하고 (2나)만 함의된다. (1)의 ‘도끼로만’에서는 명사구에 ‘-로’가 먼저 
붙어, ‘도끼’가 도구의 의미역임을 나타낸다. ‘도끼로’에 결합한 ‘-만’은 도구 
중에서 도끼가 아닌 것들을 배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1)은 ‘다른 도
구가 아닌 도끼라는 도구로’ 나무를 자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장이 된다. 
반면에 (2)에서는 명사구에 ‘-만’이 먼저 결합하였다. 이때에는 도구라는 
의미역 범주의 제한 없이 여러 사물 중에 도끼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배제한다. 그리고 뒤에 ‘-으로’가 중첩됨으로써 ‘여러 사물 중 다른 것이 아
니라 도끼를 도구로’ 나무를 자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만 + -으로’
의 중첩 순서에서는 ‘도구’로서 다른 것을 배제하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으
므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조사가 그 의미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합한다는 원리는 문장의 적절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명사구가 어떤 의미역일지 불확실할 때에는 반드시 의미격 
조사가 명사구에 가까이 결합해야 하지만, 어떤 의미역일지 명사구 자체만
으로도 명백해진다면 의미격 조사가 반드시 명사구와 가까울 필요가 없어지
20) 황화상(2003)에서는 이와 같은 예문을 작용역(scope)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작용역이 서로 다른 두 조사가 중첩될 때에는 작용역이 좁은 조사
가 선행한다는 것이다(황화상 2003:120). 그러나 김정민(2013)에 따르면 이러
한 작용역 개념은 화용론의 초점 투사(focus projection)와 작용역 개념을 혼용
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미의 순차적 결합, 곧 명사구의 의미와 
어느 쪽이 먼저 결합하느냐에 따라 실제 형태로서의 조사도 먼저 결합하는 원리
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작용역 개념에 대해서는 3.2.3.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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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3) 우리는 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으로’의 예문 중에서 인용)

가. ?우리는 이 물건을 대량만으로 구입하였다.
나. 우리는 이 물건을 대량으로만 구입하였다.
가´. 우리는 이 물건을 대량 주문 방식만으로 구입하였다.
나´. 우리는 이 물건을 대량 주문 방식으로만 구입하였다.

(3)의 ‘대량으로’와 같은 어절에 ‘오직’의 의미를 추가하고자 보조사 ‘-만’을 
중첩시키고 싶은 상황이라면, (3가)는 (3나)보다 문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다. 이는 해당 문장에서 ‘대량’이 도구 혹은 방식의 의미역임이 나타나고 나
서야 유일함의 의미를 지니는 ‘-만’이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대량’이라는 표현에는 방식의 의미역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미역을 명
시해줄 ‘-으로’가 가까이 붙어야 자연스러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가
´)와 같이 방식의 의미역임이 드러나는 명사구 ‘대량 주문 방식’에는 ‘-으
로’가 먼저 결합하지 않아도 된다. (3가´)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한국어 화자
마다 조금씩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3가)보다 수용성이 높다
는 것은 대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량 주문 방
식’이 ‘대량’ 보다는 방식의 의미역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으로’를 
보다 덜 긴요하게 요구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명사구에 순차적으
로 결합시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사 중첩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요소와 결합한 조사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선행 요소에 더한다. 
이 다음에 중첩되는 조사는 앞서 만들어진 의미 위에 자신의 의미를 추가하
게 된다. 이처럼 조사의 의미가 순서대로 누적되기 때문에, 순차적 결합 원
리가 생겨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1)

21) 한편,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한국어 조사들을 대입해본다면, 한국어의 조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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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의미의 충돌과 중복 제약

  복수의 조사가 의미나 기능 면에서 충돌이나 중복을 일으킬 때, 이들의 
중첩은 제약된다. 김진형(2000:67)에서는 의미·화용론적으로 충돌이나 중복
을 일으킬 경우 조사 중첩이 불가능하다고 기술하였다. 서로 의미가 상반되
어 충돌을 일으키는 조사들이나, 의미가 동일하여 중복을 일으키는 조사들
이 중첩될 수 없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가. *여기{까지부터/부터까지} 우리 학교야.
나. *명보 친구 헌재{가를/를가} 안다.
다. *우리반 1등 재훈이{만큼처럼/처럼만큼} 공부해라.

(4가)에서는 조사 ‘-까지’와 ‘-부터’가 함께 쓰이고 있는데, ‘-까지’는 범위
의 끝점을, ‘-부터’는 범위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이처럼 두 조사의 의미가 
완전히 반대여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두 조사가 중첩될 수 없다. (4
나)에서는 두 조사가 표시하는 문법 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주격 조사 ‘-
가’는 주어를 나타내지만, 대격 조사 ‘-를’은 직접 목적어를 나타낸다. 이처
럼 각각의 격조사가 나타내는 문법 관계가 충돌할 때에도 중첩 구성을 이룰 
수 없다.22) 한편 (4다)에서는 각 조사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되어 중첩되지 못한다. ‘-만큼’과 ‘-처럼’은 모두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즉 두 조사를 모두 출현시키는 것은 잉여적인 일이 되
므로, 중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루고 있는 위치 부류(position class)가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조사들은, 
넓고 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나 기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사 중첩에서 자신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도 대체로 정해
지게 된다. 이처럼 중첩형에서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조사들의 위치를 모으면, 
한국어 조사의 위치 부류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여현정(2018)에서 위치 부
류를 기술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달한 결론으로 여겨진다.

22) 황화상(2003:121)에서는 문법격 조사들은 모두 그 기능이 충돌하게 되므로, 
서로 중첩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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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의미의 포괄

  의미가 완전히 중복되거나 충돌하지는 않지만, 두 조사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포함 관계에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경우를 ‘의미 포괄’이라고 부르고자 한
다. 의미 포괄을 이루는 경우에는 두 조사 모두 출현할 수도 있지만, 둘 중 
하나가 생략될 수도 있다. 
  두 조사가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루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5)의 예에서 ‘-에, -에게’와 ‘-까지’는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가. 그 선구적 교육관이 오늘의 시대에 이르도록 계몽되지 않고 있
는 것이다. (BTHO0371-00002404)

나. 기독교의 (성서)는 신앙인들에게 빛을 밝혀주고 절대자에게 이
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지만 … (BTAE0200-00027673)

다. …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물질의 최소 단위의 개념에까지 이
르는 것이다. (BTHO0117-00045077)

라. 퇴계는 과거에 급제하여 환로에 올라 벼슬이 대제학까지 이르렀
으나 … (BTHO0420-00029586)

동사 ‘이르다’는 어디에 이르는지 하는 그 도달점의 의미역을 논항으로 요구
한다. 이 의미역은 처격 조사 ‘-에’나 여격 조사 ‘-에게’로 나타내는데, 이
는 (5가, 나)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때 ‘-에’나 ‘-에게’를 생략하거나 다른 
격조사로 대체하면 비문이 된다. 
  한편 ‘-까지’는 범위의 끝점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어떤 기준점에서부
터 ‘-까지’의 선행 명사구에 이르는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어딘가 시작점으로부터 여러 중간 경로를 거쳐 종국에는 ‘-까지’
가 결합한 선행 명사구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에’의 선행 명



38

사구와 마찬가지로 ‘-까지’의 선행 명사구도 도달점의 의미역으로도 읽힐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 도달점까지 이르는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특수한 
의미도 함께 나타내므로, 단순히 의미 중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
우 의미 포괄 관계가 성립된다.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루는 조사들은 ‘-에’와 
‘-까지’가 함께 쓰인 (5다)에서처럼 중첩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5라)와 
같이 ‘-에’가 생략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의미 포괄 관계에서 발생하는 생략은 의미격 조사와 보조사의 
중첩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조사와 보조사의 중첩, 보조사와 문법
격 조사의 중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한 쌍의 조사가 맥락
에 따라 포괄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단순히 중복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아
래에서는 동일한 보조사와 문법격 조사의 결합인데도, 맥락에 따라 중첩이 
허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6) 가. 이곳(모란봉 기슭의 주암산 초대소)23)에는 우리 대표단만이 묵
는다. (BTAA0163-00022125)

가´. 이곳(모란봉 기슭의 주암산 초대소)에는 우리 대표단만 묵는다. 
가˝. 이곳(모란봉 기슭의 주암산 초대소)에는 우리 대표단이 묵는

다. 
나. …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무주택 증빙 서류만 있으면 최고 1천만

원까지 전세 자금이 대출됐으나 … (BTAA0002-00022261)
나´. …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무주택 증빙 서류만이 있으면 최고 1

천만원까지 전세 자금이 대출됐으나 …

(6가)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 ‘-만’과 문법격 조사 ‘-이’가 중첩되는데, 
이때에는 (6가´)처럼 ‘-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의미 차

23) 앞선 문맥에 따라 대명사의 지시체를 판단하였다. 말뭉치 원문의 문장은 ‘숙소
는 평양 중심가에서 동북쪽으로 10여km 떨어진 모란봉 기슭의 주암산 초대 소
로 확정됐으며, 이곳에는 우리 대표단만이 묵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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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6나)와 같은 맥락에서 ‘-만’이 사용되
면, (6나´)와 같이 주격 조사가 중첩된 ‘-만이’로 나타날 경우 문장이 다소 
부자연스러워지며, 의미 차이 역시도 느껴진다. 예컨대 (6나)는 ‘무주택 증
빙 서류’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대출이 된다는 의미와, ‘무주택 증빙 서류’ 
단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야 대출이 된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어 중의적이
다. 그러나 (6나´)에서는 전자의 의미는 느끼기 어렵고 후자의 의미만을 읽
을 수 있어 중의성이 사라진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6가)에서는 ‘-만’과 ‘-이’가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루지만 (6나)에서는 ‘-만’과 ‘-이’가 의미 중복 관계를 이루기 때
문으로 보인다. (6가)에서 ‘우리 대표단’ 외의 사람들이 주암산 초대소에 묵
으면 문장의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이와 동시에 (6가)는 ‘우리 대표단’은 
주암산 초대소에 묵는다는 의미도 나타낸다. 즉 (6가˝)와 같이 ‘우리 대표
단’이 행위주로 나타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24) 
이처럼 ‘-만’이 나타내는 의미가 ‘-이’가 나타내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므
로, ‘-만이’와 같은 중첩이 가능하다. 그러나 (6나)의 첫 번째 의미에서는 
‘무주택 증빙 서류’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의미는 없다. ‘무주
택 증빙 서류가 있는 상황’을 일종의 충분조건처럼 나타낼 뿐이다. 예컨대 
‘무주택 증빙 서류’가 아니라 ‘주택 외 담보물’이 있어서 최고 1천만원의 전
세 자금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6나)의 첫 번째 의미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만’의 의미가 ‘-이’의 의미를 포괄한다고 하기보다
는, 두 조사의 의미가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첩이 일어날 수 
없다. 만약 중첩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충분조건적인 의미는 실현될 수 없고 
무주택 증빙 서류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는 의미만 나타나는 것이

24) 여기서 ‘-만’이 격조사처럼 주어 혹은 행위주를 나타낸다고 기술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은 보조사로서 주격 조사가 와야 할 자리
에도, 대격 조사가 와야 할 자리에도 올 수 있다. 이러한 격조사의 역할을 모두 
다 직접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6가´)의 ‘우리 대표단만’이 문법 관계로서 주어이고 의미역으로는 행위주라고 
기술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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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통해 ‘-만’이 나타내는 의미가 크게 두 층위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선행 명사구를 대체해서 문장에 삽입될 
만한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격조사가 나타
내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이다. 이러한 양층 의미는 보조사 부류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2. 조사 중첩에 관여하는 보조사의 의미

  이번 절에서는 본고의 핵심적인 논의 대상인 조사 중첩에 관여하는 보조
사의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조사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는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대안집합적 의
미와 함께 나타난다. 이때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가 될 수 있는가 배
경 의미로만 남는가가 나뉜다. 대안집합적 의미가 주요 의미, 곧 전경 의미
로 나타나는가가 보조사마다 그리고 맥락마다 다른데, 이런 전경성의 차이
가 조사 중첩 구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본고는 파악한다. 따라서 실제 조
사 중첩 구성의 출현 양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보조사 특유의 의미적인 성질
을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2.1. 대안집합적 의미

  보조사 각각은 저마다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보조사 전
체 부류는 공통적으로 대안집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5) 

25) 이지연(2006:52-55)에서는 보조사 중 ‘-요, -그려, -그래, -그자, -말이야’ 
등 어절의 끝이나 문장의 끝에 쓰여 화자의 정감적 태도나 느낌을 나타내는 조
사는 진리치를 바꾸는 기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보조사와 다른 범주인 ‘특수조사’로 분류하였다. ‘-그려’류의 조사는 본고가 설정
하는 보조사의 주요 의미인 대안집합적 의미와 무관해 보이므로, 본고의 기준으
로도 이들은 보조사와는 별개의 범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사 중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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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항(sister members)’ 혹은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의 개념은 보조
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먼저 ‘자매항’이란 
보조사가 결합한 선행 요소와 대치 가능한 요소들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보
조사의 선행 요소와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이루는 요소들을 
지칭한다. Yang(1973)은 보조사 ‘-는’, ‘-야’는 피접 요소의 자매항이 명시
적으로(explicitly) 혹은 암시적으로(implicitly) 존재함을 전제하고, 보조사 
‘-도’와 ‘-만’은 자매항이 보다 확실히 존재함을 전제한다고 기술하였다. 홍
사만(1986:21)에서도 피접어의 동류 위치에 놓이는 자매항목의 존립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을 보조사 전반의 화용론적 의미 기능으로 보았다. 이춘숙
(1991:115-120)에서는 서술어에 이끌린 명사구 항목의 집합을 상정하여 
이를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예컨대 ‘민수도 잠을 잤다’라는 문
장에서, 문장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잠을 잤다’에 이끌린, 곧 
‘잠을 잤다’가 성립할 명사구 항목의 집합이 있고, 거기에 ‘민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황화상(2003:122)에서도 ‘소설책만 읽었어’라
는 문장이 {소설책, 시집, 수필집, …}과 같은 읽는 대상의 자매항들을 나타
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매항을 바탕으로 ‘자매항들 중에서 소설책을 제외
한 어떠한 것도 읽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소설책을 읽었다’라는 의미와 함
께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보조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열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 
곧 자매항을 상정하는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남순(1996:222-223)
에서는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동격 성분을 상정하는지, 아니면 의미 해석상 
관련이 있는 문장을 나타내는지가 보조사의 하위 부류에 따라 나뉜다고 하
였다. 즉 보조사마다 자매항을 상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한 것
이다. 이남순(1996)은 먼저 분포, 곧 선행 성분에 통합되는 순서에 따라 보
조사를 ‘특수조사’와 ‘첨사’라는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선행 성분에 더 가깝
게 결합되는 ‘-보다, -부터, -까지, -조차, -마저, -만, -만큼, -대로, 

성에 집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논의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종결어미 
뒤에 결합하는 조사들은 어차피 조사 중첩 구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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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등의 보조사는 특수조사, 끝자리에 통합되는 ‘-는, -도, -야, -나, 
-나마’ 등의 보조사는 첨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조사와 첨사는 각각 
자매항을 상정하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특수조사는 격을 표시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자신이 통합되어있는 체언 
이외에도 그와 같은 격을 할당받는, 즉 동격적인 성분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 동격적인 체언 성분은 문면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
을 수도 있다. 

(7) 가. 영이(에게)+보다 철이에게 더 많이 주어라.
나. 순이(가)+조차 나를 무시한다.

(이남순 1996:222)

특수조사가 결합하면서 (7가)의 격조사 ‘-에게’는 생략될 수도 있고 그대로 
출현할 수도 있으나, (7나)의 격조사 ‘-가’는 출현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7가)의 동격적인 체언 성분 ‘철이에게’는 문장에 출현하지만, (7나)에서는 
‘석이, 준이’ 등 나를 무시하는 존재들이 문장에 드러나지 않고 그 중 극단
적인 예인 ‘순이’만 나타났다고 한다. 종합하자면, 특수조사의 의미 기능은 
‘동격적인 성분’들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남순 
1996:223).
  첨사 부류에 대해서 이남순(1996:223)은 ‘의미 해석상 관련이 있는 문장’
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고 기술했다. 예컨대 ‘TV나 보자’라는 문장이 있다
면, 첨사 ‘-나’가 ‘영화를 못 보다, 운동장도 못 나가다, 책도 못 읽다’ 등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장을 끌어온다는 것이다. 즉 특수조사는 한 서술
어와 관련하여 동격인 성분들을 끌어오지만, 첨사는 꼭 같은 서술어의 동격
인 성분일 필요가 없이 의미적인 관련이 있는 문장이면 끌어올 수 있다(이
남순 1996:226). 자매항 개념을 도입하여 바꾸어 말하면, 특수조사는 선행 
명사구와 대치될 수 있는 자매항을 도입하지만, 첨사는 문장 전체와 대치될 
수 있는 자매항을 도입한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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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특수조사와 첨사가 상정하는 자매항의 유형이 다르다는 기술을 온
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보조사가 상정하는 자매항은 맥락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에서 특수조사임에도 별개의 서술
어를 상정하는 문장을 끌어오는 일도 있고, 첨사임에도 동일한 서술어를 상
정하는 문장을 끌어와 명사구만 대치되는 경우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8) 가. 이 집에서 뭐든 해도 돼. 부엌에만 들어가지 말아라.
나. TV에 볼 게 없네. 뉴스나 보자.

요리를 못하는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상황에서 (8가)의 후행 문장을 발화한
다면, 보조사 ‘-만’이 끌어오는 관련 의미는 친구가 이 집에서 할 만한 행
위들, 예컨대 ‘게임을 하다, 배달음식을 주문하다, 영화를 감상하다’ 등이 될 
것이다. 즉 이남순(1996)에서 특수조사로 분류된 ‘-만’은 선행 요소와 동격
적인 요소만을 자매항으로 끌어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선행 요소를 넘어 문
장 단위를 대치할 수도 있다. 또한 첨사로 분류된 ‘-나’는 (8나)의 후행 문
장에서는 ‘스포츠 채널, 영화 채널, 예능 프로그램’ 등 동격의 성분들을 끌
고 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남순(1996)처럼 특수조사와 첨사의 범주적 
성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보조사라는 전체 범주 차원에 자매항 
도입의 기능이 있되, 맥락에 따라 상정되는 자매항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대안집합’은 자매항의 집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임동훈(2015)에
서는 보조사의 공통된 의미 기능으로 대안집합 형성 기능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하고 보조사의 의미 기술을 체계화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먼저 한국어 격조사는 통사적 구성 속에 실현된 핵어와 
의존어 사이의 문법적·의미적 관계, 곧 ‘가로 관계’를 나타낸다(임동훈 
2015:338-339). 가로 관계는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와 같은 개
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때 격조사의 선행 성분은 화용적 배경
(background)-초점(focus) 구분에서 나타나는 초점, 곧 신정보로서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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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초점은 가로 관계의 초점이라는 의미에서 ‘가
로 초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에 보조사는 언어 구성 속에 실현된 성분과 실현되지 않은 성분 사이
의 의미적 관계, 곧 ‘세로 관계’를 나타낸다. 세로 관계란 곧 앞서 살펴본 
계열 관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세로 관계 속에서 실현되지 않은 성분들은 
실현된 성분의 잠재적 대립항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잠재적 대립항들의 집
합을 대안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 살펴본 자매항 개념을 끌고 오면, 
대안집합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 그 실현되지 않은 성분들이 바로 자매
항이 되는 것이다. 이때 보조사의 선행 성분, 그 실현된 성분은 세로 관계 
속에서 나타난 ‘세로 초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대안집합이 첨가, 
배제, 비교, 범위 등의 의미 관계가 작용하는 양화 영역(quantification 
domain)의 일종이 된다는 점에서 양화 초점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다고 한
다.
  여기서 ‘초점(focus)’이 어떤 개념을 가리키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점이라는 용어가 어떤 개념을 지칭하는지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
르게 설정하기 때문이다(최윤지 2016:44-48 참고). Rooth(1985, 1992, 
1996)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초점이란 운율적 돋들림을 통해 표시되어 의미
적·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초점을 통해서 대안집합이 상
정되는데,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9) John introduced Bill to Sue. (Rooth 1996:277 참고)
   가. John introduced BILL to Sue.
   나. John introduced Bill to SUE.

(9가)나 (9나) 모두 일반적인(ordinary) 의미는 (9)와 같은 ‘John 
introduced Bill to Sue’일 뿐이다. 그러나 (9가)에서는 초점이 ‘Bill’이기 때
문에 ‘Bill’의 자리가 다른 요소로 대치될 가능성이 상정된다. 즉 ‘John 
introduced x to Sue’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명제들이 대안집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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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되는 것이다. 이는 ‘Who did John introduced to Sue?’에 대한 가능한 
응답의 집합으로도 볼 수 있다. 반대로 (9나)에서는 초점이 ‘Sue’이므로 
‘Sue’의 자리에 다른 요소가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즉 ‘John 
introduced Bill to z’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명제들이 대안집합이 되
며, 이는 ‘Who did John introduced Bill to?’에 대한 가능한 응답의 집합으
로도 볼 수 있다(Rooth 1985:10-15; 1992:276-277).26)
  초점 연산자가 문장에 출현하는 경우에는 대안집합이 형성되는 양상이 보
다 명확해지고, 문장의 진리치도 영향을 받는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1.3절
에서 제시했던 예를 아래에 다시 가져온다.

(10)가. I only introduced BILL to Sue.
나. I only introduced Bill to SUE.

(Rooth 1985:2)

만약 ‘나’가 ‘Bill’과 ‘Tom’을 ‘Sue’에게 소개해 준 상황에서 제시된 발화라
면, (10가)는 거짓이지만 (10나)는 참이 된다(Rooth 1985:2-3). 각 문장
의 초점이 다르기에 형성되는 대안집합도 다르며, 이에 따라 ‘오직’의 배제 
연산이 작용하는 영역도 달라지는 것이다. (10가)에서는 {Bill, Tom, Mary, 
Peter, …} 중 다른 사람이 아니고 ‘Bill’ 한 사람을 ‘Sue’에게 소개시켰어야 
한다. 반면에 (10나)에서는 ‘Bill’을 {Sue, Tom, Mary, Peter, …} 중 다른 
사람이 아니고 ‘Sue’ 한 사람에게 소개시켰어야 한다.
  초점이라는 용어는 다른 개념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초점을 ‘신정보’로서 정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한국어학에서도 흔히 사
용되는 정의이다(최윤지 2016:44-48 참고).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연

26) Rooth(1985), Vallduví and Vilkuna(1998), Krifka(2008) 등에서는 질문에 대
한 가능한 응답의 집합을 대안집합으로 보았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응답은 흔
히 신정보로서의 초점을 정의하는 데에 사용된다. 한국어 연구에서도 후자의 경
향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전영철(2006), 최윤지(201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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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는 초점의 하위 범주를 나누거나, 아예 초점과 대등한 요소로서 대
안집합에 대한 의미 연산 기능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Vallduví and Vilkuna(1998)에서는 운율적 돋들림으로 실현되는 의미 기능
을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한다. 하나는 Rheme으로 이전 맥락에 연원을 두지 
않는 새로운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Kontrast로 의미 연산자처럼 쓰이는 요
소를 일컫는다(Vallduví and Vilkuna 1998:80-81). 
  Vallduví and Vilkuna(1998)은 Rooth(1985)의 초점 개념은 후자의 
Kontras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Kontrast는 대안집합을 도입하고, 이 
대안집합은 일종의 양화적 영역으로 상정되어 여러 가지 의미적인 계산, 곧 
동일성(identification)이나 배제(exhaustiveness) 등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다(Vallduví and Vilkuna 1998:83-89). 이때 (10)의 초점들 역시 only에 
의해 배제의 연산이 작용하는 영역을 상정하므로, Kontrast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Kiss(1998), Gundel(1999), Molnár(2001), Song(2017) 등에서도 
이와 같이 초점과 대조를 구분하는 경향이 이어진다.
  초점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임동훈(2015)에서는 초점을 
하위 범주로 분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가로 초점은 신정보로서의 초
점이다. 이러한 초점은 신정보로서 wh-질문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
능을 수행하나, 문장 자체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로 초점은 흔히 ‘-가, -를’ 등의 문법격 조사를 통해 나타난다. 한편 세로 
초점은 대조로서의 초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초점은 보조사에 의해 주
로 나타나며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의미적 연산을 수행한다. 영어
에서는 ‘only, even’ 등의 초점 부사를 통해 어떤 연산을 수행할 것인지가 
결정되었다면, 한국어에서는 보조사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에는 보조사의 의미 기능에 따라 문장의 진리치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
펴본 김정민(2013)의 초점 개념 역시 대조로서의 초점, 곧 세로 초점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간단한 예를 통해 보조사가 어떻게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이에 대
한 연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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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종화만 집에 갔어.
나. 종화가 집에 갔어.

(11가)에서는 상정되는 대안집합의 원소들 중 집에 간 사람은 ‘종화’뿐임이 
나타난다. 즉 보조사 ‘-만’이 맥락에 따라 집에 갈 만한 사람들의 집합, 예
컨대 {종화, 지혜, 선린, ···} 정도를 형성하고, 그 중 ‘종화’를 제외한 자매
항을 배제하는 의미적 연산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11가)의 보조사 ‘-만’은 대안집합과 그 소속 자매항에 대해 배제
의 연산을 수행하여, ‘종화를 제외한 사람은 집에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1가)에서 (11나)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
는다는 점이다. (11나)가 거짓이라면 (11가)도 거짓이다. 즉 (11가)는 ‘종
화를 제외한 사람은 집에 가지 않았다’와 ‘종화은 집에 갔다’라는 두 명제를 
나타낸다. 기존의 의미에 대안집합과 관련된 의미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7)
  이를 통해 보조사 ‘-만’에 두 층위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조사가 
세로 초점 표지로서 대안집합을 도입하고 이에 대해 의미적 연산을 수행하
면서 나타나는 의미가 하나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대안집합 및 자매항의 상
정에 따라 여러 의미 연산이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의미를 
‘대안집합적 의미’라고 부른다. 한편으로는 보조사가 출현했을 때나 출현하
지 않았을 때나 성립하는 가로 관계의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대안
집합과 무관한 의미라는 점에서 ‘비대안집합적 의미’라고 부르겠다. 
  보조사에는 이렇게 대안집합적 의미와 비대안집합적 의미 두 층위의 의미
가 있다. 다만 모든 보조사가 대안집합적 의미와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동일
한 강도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보조사에 따라, 혹은 맥락에 따라 두 의미 
중 어떤 의미를 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다른 의미는 보다 약하게 나타내는 

27) 이지연(2006:16-19)에서는 이처럼 보조사에는 의미를 더하여 문장 전체의 진
리치를 바꾸는 기능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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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이 파악된다. 다음 절에서는 인지의미론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개
념을 통해 대안집합적 의미를 나타내는 강도가 보조사마다 다르다는 점을 
우선 확인하고자 한다.

  3.2.2.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한국어 조사는 문법 형식으로서 그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가 구별된다. 
3.2.1에서 이미 보조사에 두 층위의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보조사
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가지지만, 비대안집합적 의미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비대안집합적 의미와 대안집합적 의미 중 어느 의미를 주요 의미, 곧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지, 어느 의미를 부가적인 의미, 곧 배경 의미로 나타
내는지가 보조사마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 어떤 보조사는 대안집합적 의미
를 전경 의미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보조사는 비대안집합적 의미
만을 전경 의미로 나타내기도 하며, 맥락에 따라 전경 의미가 바뀌는 경우
도 존재한다. 어떤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방법론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은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라는 개념에 대해, 선행 연구를 통해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Cruse(2000:57-58)는 현저성(salience)이라는 개념 
하에서 전경-배경 효과(figure-ground effect)를 논하였다. 이때 현저성이
란 어떤 언어 요소가 다른 언어 요소에 비해 현저하다는 것과, 어떤 단어의 
다양한 의미 자질 중 한 자질이 다른 자질에 비해 현저하다는 것으로 구분
된다. 즉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는 문장 혹은 담화·텍스트 내부의 요소들 
간 통합 관계에 의해 파악될 수도 있고, 혹은 한 요소 내부의 다양한 의미 
자질 간의 관계에 의해 파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2)가. John watched the programme while he was having s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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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ohn had his supper while he was watching the programme.
(Cruse 2000:58)

(12가)에서는 John이 프로그램을 보는 행위가 전경으로서 강조되고 그가 
저녁을 먹었다는 것은 배경으로 간주되지만, (12나)에서는 이와 반대로 저
녁을 먹는 행위가 강조되고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배경으로 여겨진다. 이처
럼 문장 내 요소 중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전경 의미, 그렇지 않은 것이 
배경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내 가로 관계 속에서 전경과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다.28)  
  한편 단어 하나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안에서도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가 나뉠 수 있다. 영어의 ‘blonde, woman, actor’는 모두 [HUMAN BEING]
을 나타내지만, 이는 배경 의미일 뿐이다. 예컨대 ‘It wasn’t a blonde that 
I saw’라는 문장이 나타내는 것은 화자가 본 것이 사람이나 여성이 아니었
다는 뜻이 아니라, 금발머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blonde’의 전
경 의미는 [FAIR-HAIR]이고, 배경 의미는 [HUMAN BEING]와 
[FEMALE]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Cruse 2000:58).
  박재연(2007:76-78)은 이와 같은 Cruse(2000)의 전경-배경 개념을 소
개하며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화자가 발화에서 
가지는 ‘일차적 의사소통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29)와 직접 연관되
는 정보가 전경 정보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가 배경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주로 전달하고자 의도한 내용이 전경 정보가 된다. 이처럼 텍스
28) Talmy(2003)의 Figure-Ground 개념 역시 이와 유사하다. Talmy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figure와 ground에서 Figure와 Ground라는 용어를 차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Figure는 움직이는 개체, Ground는 움직이는 개체의 참조 대
상이 된다(Talmy 2003:311-320 참고). 이러한 쓰임은 확장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나 관념적인 대상, 그리고 단일 대상의 변화 등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나타내는 여러 의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통합 관
계를 이루는 언어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어느 것에 주목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통합 관계적인 전경·배경 의미로 볼 수 있다.

29) 여기서의 의사소통 의도는 Sperber and Wilson(1986/1995)의 적합성 이론
(relevance theory)에서 제시된 개념이다(박재연 2007: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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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담화나 문장 차원에서 전경 정보와 배경 정보가 구별되기도 하지만, 단
어나 문법 형식 차원에서도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가 구별될 수 있다(박재
연 2007:78-81). 한국어 연결어미 ‘-으면서, -느라고, -고서, -자마자’ 
등에는 각각 ‘동시, 이유, 선행, 계기’와 같은 선후행절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으면서, -느라고’는 미완료와, ‘-고서, -자마
자’는 완료와 연관이 있어, 상적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ㄱ. 영희는 집을 지으면서 틈틈이 책을 읽었다.
ㄴ. 영희는 집을 짓느라고 여행을 가지 못했다.

(14)ㄱ. 영희는 집을 짓고서 여행을 갔다.
ㄴ. 영희는 집을 짓자마자 여행을 갔다.

(박재연 2007:82)

(13)에서는 영희가 집을 짓는 사건이 전체 문장의 사건시에 끝나지 않았다
는 사실이 나타난다. (13ㄱ)에서는 책을 읽는 사건이 집을 짓는 사건과 함
께 일어났고, (13ㄴ)에서는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건이 집을 짓는 사건과 
함께 일어났음이 드러난다. (14)에서는 반대로 집을 짓는 사건이 전체 문장
의 사건시에 끝났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14ㄱ)과 (14ㄴ) 모두 집을 짓는 
사건이 끝난 후에 여행을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으면서, -느라고, -고서, -자마자’는 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는 하지만, 이들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화자가 보다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선후행절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박재연(2007:85)에서
는 ‘질문의 초점’과 ‘대답의 초점’ 개념을 활용하여 이를 파악하려 한다. 문
답의 담화에서 질문과 대답 각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알아
보는 방식이다.30)

30) 여기서의 ‘초점’은 앞서 다루었던 의미화용적 초점 개념이 아니라, 일상 용어에
서 사용하는 초점 개념에 가깝다. ‘주안점’이나 ‘중점’ 정도로 바꾸어 써도 괜찮
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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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A: 너 이 책 점심 먹고 나서 보았니?
B: 아니, 점심 먹으면서 보았어. 

(16)A: 돈은 벌고 공부는 못했니?
B: 응, 돈 버느라고 공부를 못한 거야.

(17)A: 철수는 학위 받기 전에 결혼했니?
B: 아니, 학위 받고서 결혼했어.

(18)A: 너 종강은 하고 여행 떠난 거니?
B: 응, 종강하자마자 여행 떠났어.

(박재연 2007:89)

(15)에서 A의 질문 의도는 두 사건의 시간 순서에 대해서, 곧 책을 본 사
건이 점심을 먹은 사건 후에 일어난 것인지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있다. 이
때 B는 점심 먹는 사건과 책을 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알려주기 위
해 ‘-으면서’를 사용하였다. (16B)에서도 화자가 ‘-느라고’를 통해 나타내
고자 하는 의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17B)의 
‘-고서’는 선후행절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18B)의 ‘-자마자’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가 됨을 나타낸다(박재연 2007:89-90 참고).
  반대로 ‘완료’나 ‘미완료’와 같은 상적 의미는 배경 의미일 뿐 전경 의미
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19)A: 영희는 논문을 다 썼니?
B1: *아직 쓰면서. 
B2: 아직 쓰고 있어.
B3: 아직 논문 쓰면서 강의하고 있어.

(20)A: 영희는 논문을 아직 쓰고 있니?
B1: *아직 쓰느라고.
B2: *벌써 다 쓰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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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벌써 다 쓰자마자.
B4: 벌써 다 썼어.

(박재연 2007:88)

박재연(2007)에서는 (19)과 (20)와 같은 예를 들어 상적 의미를 묻는 질
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으면서, -느라고, -고서, -자마자’가 부적절하다
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문 각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들의 부적
절함은 연결어미로 끝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박재연 2007:88). 물론 연결어미로 종결되고 후행절이 생략될 수는 
있겠으나, 모든 연결어미가 항상 종결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만으로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구별
하는 방법은 적용 가능한 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부정-수정 검증법(negation 
-correction test)’을 적용하고자 한다. Erteschik-Shir and Lappin(1983)
은 문장에서 우세(dominant)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서 ‘거짓말 검증법(lie test)’을 고안했다. 문장은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화자는 이들 성분들 중 어느 부분에 특별히 청자가 더 관심
을 기울이기를 바라기도 한다. 우세란 바로 이러한 청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문장의 성분 중 화자가 해당 문장을 통해 청자의 주목을 끌고자 
의도한 성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Erteschik-Shir and Lappin 
1983:419-424). 곧 박재연(2007)에서 설명한 일차적 의사소통 의도와 유
사한 개념으로, 우세인 부분을 전경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우세를 판정하기 위한 Erteschik-Shir and Lappin(1983:423-424)의 검
증 방법을 가져와 제시한다.

(21)A: John gave a book to Mary.
B: That’s a lie - It was Bill. (주어가 우세일 수 있는지 검증)

- He sold it to her.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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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a magazine. (직접 목적어)
- She wasn’t at home. (간접 목적어)
- He never managed to. (전체 동사구)
- He has been in Europe for the last month. 
(전체 문장)

(22)A: John gave Mary a book
B: *That’s a lie - She wasn’t at home. 

(21A)에 대한 응답으로 (21B)는 모두 적절하나, (22A)에 대한 응답으로 
(22B)는 부적절하다. 이를 통해 영어에서 간접 목적어를 전치사를 통해 표
현할 때에는 우세한 내용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전치사 없이 동사와 바로 
인접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우세한 내용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
렸다.
  거짓말 검증법과 유사한 방법론을 통해 한국어 보조사의 양층 의미 중 어
느 것이 우선인지를 가려낸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김정민(2016:138-139)
에서 제시한 분별 기준은 ‘직접 관련성’이다. 직접 관련성은 화자의 발화 목
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다. 
Erteschik-Shir and Lappin(1983)의 우세 개념, 박재연(2007)의 일차적 
의사소통 의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아도 대과가 없다. 김정민(2016)은 보
조사가 지니는 두 층위의 의미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미를 ‘일차의미’
로, 그렇지 못한 의미를 ‘이차의미’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일차의미란 
결국 본고에서 설명하는 전경 의미와, 이차의미란 배경 의미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김정민(2016)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명제를 부정한 
뒤 어떤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조사가 포
함된 문장이 발화된 상황에서, 다른 화자가 이 문장을 부정한다. 그 이후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원래의 문장을 수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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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추가된 내용이 대안
집합적 의미와 비대안집합적 의미 중 어느 쪽을 목표로 삼는 수정인지를 알
아본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쪽이 직접 관련성이 높다고, 곧 일차의미라고 
판정하게 된다. 화자의 발화를 부정할 때, 어떤 의미가 주로 부정되는지는 
부정 바로 뒤에 이어지는 수정 문장을 통해 알 수 있고, 주로 부정하는 것
이 발화의 핵심 의미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층 
의미의 분별 방법을 ‘부정-수정 검증법’이라고 부르겠다.
  김정민(2016)의 예를 통해서 부정-수정 검증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보조사 ‘-만’과 ‘-도’가 나타내는 두 층위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면 아
래와 같다.

(23)민수만 파티에 갔어. 
가. 민수가 파티에 갔다.
나. 민수 외에는 아무도 파티에 가지 않았다.

(24)민수도 파티에 갔어.
가. 민수가 파티에 갔다.
나. 민수 외에 누군가가 파티에 갔다.

(김정민 2016:138)

(23)과 (24)의 예문에서 비대안집합적 의미인 (가)는 공통적으로 성립한
다. 즉 어떤 문장이든 ‘민수’가 파티에 가지 않았으면 거짓이 된다. 한편 
(나)의 ‘민수 외’는 각 문장에서 보조사가 형성한 대안집합을 명시적으로 표
현한 것이다. 발화 맥락에 따라 파티에 갈 만한 후보자들을 상정해 보면 
{민수, 영수, 민희, 영희, ···} 정도가 될 것이다. 이때 (23)에서는 문장에 
드러난 세로 초점 ‘민수’를 제외하고는 ‘파티에 갔어’를 만족하는 자매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23나)와 같은 의미는 보조사 ‘-만’
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보조사 ‘-도’는 (24나)처럼 세로 초점 
‘민수’ 외에도 ‘파티에 갔어’를 만족하는 자매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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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보조사 ‘-만’과 ‘-도’ 각각에 부정-수정 검증법을 적용하여, 
비대안집합적 의미와 대안집합적 의미 중 어느 쪽을 일차의미로 가지는지 
판단해볼 수 있다. (23)에 부정-수정 검증법을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25)A: 민수만 파티에 갔어. (김정민 2016:138)
   B: 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수 안 갔어.31)
       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영수도 갔어.

(25)의 예에서 (25가)보다는 (25나)가 더 자연스럽다. 상황에 따라 (25가)

31) 김정민(2016)에서는 (25가)와 같은 선행명제 부정은 모순이라고 하였으나, 실
제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대화 참여자의 정보량과 정보 상태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정 발화가 달라지리라 예상된다. A의 발화에 대한 B의 정
보량이나 정보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 민수 파티 갔다 민수 외 안 갔다 이에 대한 B의 응답
B O(A와 동의) O 맞아.

O X(영수 갔다) 아니야, 영수도 갔어.
? X 아니야, 영수도 갔어.
X X 아니야, 민수는 안 가고 영수가 갔어.
X ? 아니야, 민수(는) 안 갔어.
X O 아니야, 민수도 안 갔어.
? ? 그래? 민수만 갔구나.
? O 그래? 민수는 갔구나.
O ? 그래? 민수 말고는 안 갔구나.

   이처럼 A의 발화에서 비대안집합적 정보나 대안집합적 정보가 B의 정보 상태와 
다를 경우, 모두 ‘아니야’ 부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B가 보다 더 주목하는 정
보는 대안집합적 정보인 듯하다. B는 영수가 갔다는 정보가 있을 때, 민수가 파
티에 갔든 갔는지 모르든 모두 ‘영수도 갔어’를 발화하여, 대안집합적 의미를 중
점적으로 수정한다. 그런데 민수가 가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을 때는, 민수 외에 
아무도 가지 않았음을 알 때와 그런 사실을 모를 때 ‘-도’의 유무로 발화가 달
라진다. 즉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부정할 때에도 대안집합적 의미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만’을 이해할 때 대안집합적 의
미와 비대안집합적 의미 모두를 읽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대안집합적 의
미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두 의미 모두 전경 의미로 보거나, 혹은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성이 조금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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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이야기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수만 파티에 갔어’를 부정
할 때는 일반적으로 민수 외에 파티에 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정 후 수정되는 내용은 ‘민수 외’에 누군가가 갔
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이를 통해 ‘-만’은 대안집합적 의미를 일차의미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한편 (24)에 부정-수정 검증법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26)민수도 파티에 갔어. (김정민 2016:138)
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수 안 갔어.
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수만 갔어.

(26)의 예를 보면, (26가)는 자연스럽지만 (26나)는 부자연스럽다. 여기에
서도 절대로 (26나)를 발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서는 (26가)의 부정-수정이 더 자연스럽다. 이는 ‘-도’가 대안집합적 의미
를 나타내기는 해도, 비대안집합적 의미보다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내용으
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도’는 ‘-만’과 반대로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일
차의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2)
  본고는 김정민(2016)의 ‘-만’과 ‘-도’의 일차의미·이차의미 판정 결과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방법론 자체는 받아들이고자 한다. 부정-수
정 검증법을 통해 각 보조사의 양층 의미 중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가려
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김정민(2016)에서 제시되었듯이 보조사마다 전

32) 김정민(2016:142-152)에서는 ‘-만’과 ‘-도’의 일차의미를 단언이라고 부르
고, 나아가 이차의미가 전제인지 고정함축인지에 대해 고찰하면서 결론적으로 
고정함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하지만 전제와 고정함축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조사 중첩이라는 본고의 주된 관심과 다
소 거리가 있다. 특히나 그간의 논의에서 대부분 이차의미를 전제로 보아온 상
황에서,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는 섣부르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가 전제·
고정함축 등 화용론적 의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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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미로 나타내는 의미의 종류가 다르다. 대안집합적 의미는 보조사 범주
의 특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과 달리 ‘-도’는 대안집
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보조사 자체가 지니
는 의미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판단한다.33) 즉 보조
사가 대안집합적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면 이 의미가 전경 의미가 될 것이
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배경 의미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때는 자연
히 보조사가 없이도 나타날 수 있었던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부
상하게 되는 것이다.
  
  3.2.3. 보조사의 작용역 문제

  본격적으로 각 보조사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구별하고, 조사 중첩에
서 보조사가 관여하는 양상이 어떠한가 살펴보기 전에, 이번 절에서는 보조
사의 작용역(scope)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조사의 중첩을 논의할 
때 의미의 작용역은 조사 중첩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주 지목되어왔
기 때문이다. 황화상(2003:121-129)에서는 ‘-만’이 조건절에서 쓰일 때 
격조사가 출현할 수 없는 현상을 보조사의 작용역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는
데, 이러한 견해는 최재웅(1996)에서 제시된 바 있었고, 임동훈(2004), 박
지용(2005) 등에서도 유사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27)문법격 조사와 보조사의 중첩 조건(황화상 2003:128)
보조사는 그것의 작용역이 명사구일 때에만 문법격 조사와 중첩되
는데, 보조사가 문법격 조사에 선행 결합한다.

(27)에 따르면 보조사가 문장을 작용역으로 할 때 문법격 조사가 출현하면 
33) Yang(1973)에서도 보조사가 자매항의 존재를 전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는

데, 이때 그 전제의 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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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역이 교차되는 부적격한 구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앞서 살펴본 ‘-만 
-(으)면’ 구성에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서 (6
나)에서 살펴본 문장을 아래에 다시 가져온다.

(28)…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무주택 증빙 서류만(#이) 있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전세 자금이 대출됐으나 … 

(BTAA0002-00022261)

(28)의 ‘무주택 증빙 서류만 있으면’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하나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무주택 증빙 서류 단 하나만 있으면’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무주택 증빙 서류가 있기만 한다면’이다. 그러나 격조사를 ‘-
만’ 뒤에 중첩시킨 ‘무주택 증빙 서류만이 있으면’에서는 후자의 의미는 없
고 전자의 의미만 살아남는다.
  ‘-만’이 선행 명사구만을 작용역으로 할 때는 해당 명사구를 행위의 유일
한 주체 혹은 대상으로 한정하는 기능을 하여 선행 명사구의 의미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조건절에서 쓰일 경우에는 전체 문장의 의미와 관계를 가지게 
된다(황화상 2003:125-126). 즉 ‘-만 -(으)면’의 ‘-만’은 문장 전체와 관
련이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격조사가 오면, 이 격조사는 선행 명사구
의 격을 표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만’은 문장 전체에 걸치는데 그 
뒤에 후행하는 격조사는 ‘-만’의 선행 명사구에만 걸치므로, 작용역이 서로 
엇갈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작용역(scope)’ 개념
을 설정하고, ‘작용역이 서로 다른 두 조사가 중첩될 때에는 작용역이 좁은 
조사가 선행한다(황화상 2003:120)’는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황화상(2003)의 작용역 개념에는 분리해야할 개념이 뭉뚱그려져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작용역과 초점의 차이를 규명한 김정민(2013)에 따르면, 
황화상(2003)에서 쓰인 작용역 개념은 사실 초점 개념에 가깝다고 한다. 
작용역은 연산자(operator)와 관련되는 개념으로서 양화 연산의 영역이 어
디까지인지를 나타내지만, 초점은 조사의 선행 성분과 관련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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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민 2013:124-126). 이때 초점을 표시하는 조사
는 ‘초점사’이며, 초점사는 의미적으로 연산자이기 때문에 작용역을 가지며, 
더 넓은 범위로 투사될 수도 있다. 결국 황화상(2003)의 작용역이 문장에 
걸치게 된다는 기술은 결국 실제 작용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선행 요소에서 절로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김정민 2013:129).
  실제로 황화상(2003)의 작용역 개념은 보다 더 엄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본고 3.1.1에서 의미의 순차적 결합에 의한 조사 중첩의 순서도 작용
역으로 설명될 듯한데, 이러한 것은 작용역으로 설명할 문제라고 보기 어렵
다. 즉 작용역 개념의 느슨함을 지적한 김정민(2013)의 논지는 충분히 설
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민(2013)의 개념 정리 역시도 그대로 받
아들이기도 어렵다. 김정민(2013)의 초점 개념에도 여러 초점 개념이 뭉뚱
그려져 있어, ‘-만’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초점인가가 다소 구별되
지 않고 있다. 

(29)가. 철수만 오면 시합이 안 돼. (최재웅 1996:675)
나. 만 (λx [x면 시합이 안 돼], 철수가 오-) (김정민 2013:128)
다. 철수만 왔다.

김정민(2013:128)에서는 (29가)를 (29나)처럼 분석하였다. 즉 ‘-만’의 초
점이 ‘철수가 오-’로 투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의 의미는 
단순히 투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의미 자체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보조사 ‘-만’의 의미와 달리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이에 대
해 배제의 연산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29다)의 경우, ‘철수’에 
대응될 만한 대안집합 {철수, 영희, 민희, …} 중 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매항들은 모두 배제된다. ‘철수’가 오지 않고 ‘영희’가 왔다면 (29다)는 거
짓이 된다. 그러나 (29가)의 의미는 중의적이다. ‘철수가 오기만 하면 시합
이 안 돼’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 의미로 읽는다면, ‘철수가 오-’에 대응될 
만한 요소들이 배제되지 않는다. ‘철수’가 오지 않고 ‘영희’가 와도 시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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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고 해서 (29가)를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만’은 (29다)에서
는 세로 초점 표지이지만, (29가)에서는 세로 초점 표지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29가)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보조사 ‘-만’의 의미 기능이 
달라지는 현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4.1.1.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만’
에는 여러 가지 의미 및 기능이 있다. 맥락에 따라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가지는 세로 초점 표지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34) 대
안집합적 의미가 아닌 비대안집합적 의미만을 전경 의미로 가지게 된다면 
격조사와는 의미가 매우 유사해지는데, 이에 따라 의미 중복이 일어나 격조
사의 출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화상(2003)의 작용역 개념을 투사된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금 
넓게 정의한다고 해도 ‘-만 -(으)면’ 구성의 ‘-만’ 뒤에 격조사가 중첩되
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듯하다. 그러나 ‘소설책만을 읽지는 않았
어’와 같은 문장에서 ‘소설책을 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소설책 하나만 읽
은 것은 아니다’의 의미를 모두 읽어낼 수 있다. 이는 곧 작용역이 교차되는 
중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반례가 된다. 따라서 본고는 작용역을 조사 중
첩의 주요 원리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3.1에서 다룬 원리와 보조
사의 대안집합적 의미의 전경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4) Vallduví and Vilkuna(1998:85)에서는 영어의 경우, 본고의 세로 초점에 해당
하는 개념인 kontrast는 투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 흔히 ‘좁은 초점’과 연관이 지
어진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 -(으)면’ 구성의 ‘-만’도 세로 초
점이 아니게 되면서 조건절 전체로 투사될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기술할 때 ‘-만’이 어떤 초점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세로 초점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고 신정보에 해당하는 본고의 가로 초점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 이 문제는 우선 해결하지 못하고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임
동훈(2012, 2015)의 체계를 따라 초점을 크게 가로 초점과 세로 초점으로 나누
었지만, 다른 논의에서 여러 초점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초점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추측만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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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집합적 의미가 강한 보조사
4.1. 대안집합적 의미가 강한 보조사와 조사 중첩

  각 보조사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나타내는 강도가 다르다. 보조사는 단어
로서, 혹은 문법 요소로서 크게 두 층위의 자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결합한 선행 요소와 계열적으로 대치될 수 있는 자매항들의 집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의미적인 연산을 가하는 대안집합적 의미가 한 층위이
다. 다른 층위에서는 보조사 없이도 나타낼 수 있는 비대안집합적인 의미가 
존재한다. 문법화 정도가 약하고 독립된 단어로서의 의미가 강한 보조사일
수록 대안집합적 의미를 나타내는 힘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강한 보
조사라면,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이다. 대안집합적 의미가 강한 보조사라도 
특정 맥락에 따라서는 대안집합적 의미가 배경 의미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에 따라 보조사를 연속선상에 위치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보조사 부류의 특징적인 의미인 대안집합적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보조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보조사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안집합적 의미를 기준으로 조사를 줄세워 본다면, 보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 부류를 포괄하는 체계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대안집합적 의미가 약한 조사로서 격조사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격조사까지 포괄하는 체계는 본고의 관심이 아닐뿐더러, 아직 근거
를 갖추고 주장할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보조사로 분류되
는 요소들만을 살펴볼 것이다.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날 때는 형태통사적인 특징에도 영향
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보조사가 포함되는 조사 중첩 구성의 일반적인 
순서는 ‘의미격 조사 + 보조사’이지만, 드물게 ‘보조사 + 의미격 조사’의 유
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 보조사는 대안집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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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낸다. 보조사로서 지니고 있는 특징적 의미인 대안
집합적 의미를 선행 요소에 더 가까이 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 나타나는 분
포로 보인다. 조사의 순차적 결합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또한 문법격 조사
가 보조사에 후행하는 조사 중첩 구성에서도 보조사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낸다. 즉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인 것이 조사 중첩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단,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가 강한 보
조사라도 대안집합적 의미를 배경 의미로 나타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조사 + 의미격 조사’나 ‘보조사 + 문법격 조사’의 중첩은 이루어지기 어
렵다. 즉 보조사 자체가 대안집합적 의미가 강한 보조사인지의 여부보다, 
해당 맥락에서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인가가 조사 중첩에 관여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부터 대안집합적 의미가 강한 보조사 ‘-만, -까지, -부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 보조사는 모두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의미격 조사 + 보조사’라는 일반적인 구성
에서 벗어난 ‘보조사 + 의미격 조사’의 유형이 가능하고, 문법격 조사가 뒤
에 중첩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4.2. 보조사 ‘-만’

  보조사 ‘-만’은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보조사이다. ‘-만’은 보조사 중에서도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가 가장 강한 
편에 속한다. 물론 ‘-만’도 맥락에 따라 대안집합적 의미 기능이 배경 의미
로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보조사 ‘-만’이 지닌 의미를 먼저 살펴
본 뒤, 이를 바탕으로 보조사 ‘-만’을 포함하는 조사 중첩 구성이 어떤 형
태통사적 특징을 보이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조사 ‘-만’의 대안
집합적 의미가 조사 중첩 구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63

  4.2.1. 보조사 ‘-만’의 의미

  황화상(2003), 임동훈(2015), 박진호(2015), 김민국(2016) 등의 선행연
구를 통해 ‘-만’이 지니고 있는 의미 및 기능을 정리하면, 크게 [적극적 배
제], [정도], [충분조건], [필요조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적극
적 배제], [필요조건]의 의미로 쓰일 때 ‘-만’은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낸다. 반면에 [정도]의 의미에서나 [충분조건]의 의미에서는 비
대안집합적 의미만을 전경 의미로 나타내게 된다.
  임동훈(2015)에서는 ‘-만’이 [배제], 정확히 말하면 [적극적 배제]의 용
법을 지닌 보조사라고 기술하였다. 배제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사는 
세로 초점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대안집합으로 만들고, 실현된 세로 
초점 외의 자매항들은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임동훈 2015: 345-346 참고). 그중에서 ‘-만’은 적극적으로 자매항을 배
제하는 [적극적 배제]의 의미를 지닌다. [소극적 배제]의 경우에는 다른 자
매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적극적 
배제]의 보조사는 다른 자매항은 초점과 같은 의미값을 지닐 수 없음을 의
미한다고 한다. ‘-만’이 지니는 배제 의미의 적극성 때문에 그 대안집합적 
의미가 강한 것이라고도 추정된다.
  먼저 [적극적 배제]의 의미로 쓰이는 ‘-만’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다. 
부정-수정 검증법을 통해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머리만 문 밖으로 내놓고 잔다. 
(5CT_0014-0032450에서 수정 인용)

가. 아니야. 손도 문 밖으로 내놓고 자는걸.
나. 아니야. ??머리를 문 밖으로 내놓고 자지 않는걸.

(2) 어떤 분야의 연구결과는 그 분야의 학회에서만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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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JO0447-00001141)
가. 아니야.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학회에서도 발표되는걸.
나. 아니야. ??그 분야의 학회에서 발표되지 않는걸.

(1)에서 세로초점인 ‘머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안집합의 원소, 예컨대 
{목, 어깨, 손, 발, …} 중 어떤 것이라도 문 밖으로 내놓고 잔다면, (1가)의 
문장은 거짓이 된다. 즉 다른 자매항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경우 (1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
이다. 마찬가지로 (2)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만한 처소 의미역의 
대안집합, 예컨대 {다른 분야 A의 학회에서, 다른 분야 B의 학회에서, …} 
중 어떤 자매항에서 발표할 수 있다면 (2)는 거짓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에도 (1)과 마찬가지로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가 된다. 
  보조사는 정보성의 정도나 의미적 강도에 따라 배열한 척도적(scalar) 대
안집합을 상정하기도 한다. 보조사 ‘-만’이 [적극적 배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도 화용론적 맥락에 따라 순서를 가지는 대안집합을 상정할 수 있다. 
척도적 대안집합이 상정되는 경우, 대안집합의 하위값을 선택한 뒤 이를 초
과하는 자매항들을 배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가. 운동회에는 철수만 왔다.   (비척도적 대안집합)
나. 철수는 사과를 두 개만 먹었다. 

(척도적 대안집합, 초점값 초과 배제)
다. 가장 큰 소리만 신경 쓰인다. 

(척도적 대안집합, 초점값 미만 배제)
(임동훈 2015:349-350)

(3가)에서 ‘-만’은 비척도적 대안집합을 상정한다. 운동회에 올 만한 사람
으로 상정될 수 있는 대안집합 {철수, 영희, 민수 …} 중에서 ‘철수’만이 왔
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운동회에 올 만한 가족 구성원이 많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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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맥락에서는 {철수, 철수+어머니, 철수+어머니+아버지}와 같은 척도
적 대안집합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임동훈 2015:350). 한편 (3나)와 (3
다)에서는 각각 척도적 대안집합이 상정된다. (3나)에서는 {사과 한 개, 사
과 두 개, 사과 세 개, …}를 나타내며 세로 초점으로 나타난 ‘사과 두 개’를 
초과하는 자매항은 배제한다. (3다)에서도 신경 쓰일 만한 소리의 집합으로 
{가장 큰 소리, 중간 크기의 소리, 가장 작은 소리}가 상정되며, 세로 초점
화된 ‘가장 큰 소리’를 초과하는 자매항들은 배제된다.35)
  척도적 대안집합을 형성하는 ‘-만’의 기능도 [적극적 배제]의 용법에 포
함된다. 이 때문에 배제하는 의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
경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전경 의미로 내세우는 강도는 다소간 약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3나)와 (3다)에 부정-수정 검증법을 적용해보면 아
래와 같다.

(4) 철수는 사과를 두 개만 먹었다.
가. 아니야. 세 개 먹었어.
나. 아니야. ?두 개 안 먹었어.

(5) 가장 큰 소리만 신경 쓰인다.
가. 아니야. 작은 소리도 신경 쓰여.
나. 아니야. ?가장 큰 소리도 신경 쓰이지 않아.

35) 임동훈(2015:350-351)에서는 (3나)와 (3다)를 척도값 역전으로 설명하였다. 
(3나)의 개수의 대안집합에서 ‘두 개’는 하위값이고 그 초과값들이 배제되지만, 
(3다)의 소리의 대안집합에서 ‘가장 큰 소리’는 상위값이고 그 미만값들이 배제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의 척도값 역전 현상은 필요조
건 맥락인지 충분조건 맥락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본고에서는 ‘-만’이 자매항을 배제하는 의미적인 연산의 방향성은 초과값 배
제로 동일하고, 상정되는 척도적 대안집합의 방향성 자체가 맥락에 따라 달라지
는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먹을 만한 사과의 개수는 {1개, 2개, …}가 되겠지만,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신경 쓰일 만한 소리’는 ‘큰 소리’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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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대안집합적 의미에 대한 부정-수정인 (4가)는 자연스럽다. (4나) 
역시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는 듯하다. (5)에서 
(5가)와 (5나) 모두 받아들일 수는 있다. 다만 (5나)의 경우에는 ‘가장 큰 
소리도’에서 ‘-도’를 빼면 어색해지는데, 이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가장 큰 소리’만을 부정한다고 하
기보다는, 신경 쓰이는 소리들의 집합 전체를 상정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
이다. 이처럼 척도적 대안집합에 대해 배제의 연산을 가하는 ‘-만’ 역시도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조사 ‘-만’의 [정도]로서의 쓰임은 아래와 같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대안집합이 상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6) 철수는 키가 영희만 하다. (박진호 2015:404)

(6)과 같은 경우에는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
도를 나타내는 ‘-만’은 ‘-만큼, -처럼, -보다’와 유사한 쓰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36) 임동훈(2006)에서는 ‘-만큼, -처럼, -보다’가 일반적으로 
격조사로 간주되는 것을 비판한다. 이들은 여러 격 위치에 나타나고, 일부 
어미 형식에도 결합할 수 있고, 격이라고 보기에는 핵이 되는 서술어와의 
의미적 관계가 다소 모호하며, 의미격 조사 뒤에 후행하기도 한다는 점 등
을 들어 이들을 보조사로 분류하였다. 임동훈(2015:346-347)에서도 비교 
기준인 세로 초점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인 대안집합의 자매항도 함께 문장
에 출현한다는 특이점이 있으나 보조사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정도]의 의
미로 쓰이는 맥락에서 ‘-만’은 대안집합적 의미가 거의 없고,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드러낸다고 간주한다.
  ‘-만’은 [충분조건]의 의미나 [필요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36) 박진호(2015:404-405)에서는 [정도] 용법의 ‘-만’에서 [한정], 곧 [적극적 

배제]에 해당하는 ‘-만’의 용법이 나왔다고 하였다. ‘-쯤, -만큼, 정도’의 의미
로부터 ‘-만큼만이고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척도 함축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함
축이 굳어져 별도의 의미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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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önig(1991)에 따르면 ‘only’에 해당하는 초점사가 충분조건 및 필요조건적 
의미에 나타나는 것은 유형론적으로 종종 확인되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
만’ 역시도 그러한 의미 모두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보조사 ‘-만’은 조건절에서 ‘-(으)면’과 함께 쓰여 [충분조건]의 의
미를 나타낼 수 있다(윤지원 2004:36-37, 박진호 2015:403-404). 부정-
수정 검증을 통해 [충분조건]의 쓰임에서 대안집합적 의미가 배경 의미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7) 너만 오면 아기가 운다. (황화상 2003:126)
가. 아니야. 나 와도 안 울 때도 있어.
나. 아니야. ?정환이가 와도 운다.

(7)에서 ‘너가 오-’는 것은 ‘아기가 우-’는 것의 충분조건이다. ‘너가 오-’
는 사건이 충족되면 아기가 운다는 의미를 전체 문장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정 뒤 (7가)와 같이 내가 온다는 조건에 예외가 있음을 제시하
는 것이, (7나)와 같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와도 성립한다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수정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다.
  한편 조건절에 쓰이는 ‘-만’의 의미를 단순히 [충분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신현규(2019:32-45)에서는 ‘-만 -(으)면’ 구성의 
의미를 ‘복수행위성’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냈다. 즉 축적된 과거의 경험에 의
한 추론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반복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규 2019:41). 한편 ‘-만 -(으)면’ 구성이 선행절 사건과 귀결절 사건 
모두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쓰인다면 [최소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신현규 2019:42-43). 두 가지의 경우를 각각 아래에 예시한다.

(8) 가. 그때부턴 오히려 전봇대 앞에만 가면 거수경례를 했지. 
나. 화만 가라앉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

(신현규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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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에서는 전봇대 앞에 가는 경우에는 꼭 거수경례를 했다는 것이 나타
난다. 이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 왔음을 표현한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라고 하였다. 만약 [충분조건]만으로 기술한다면 이러한 
복수행위성을 간과할 수 있다. 한편 (8나)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경험은 아
니지만, ‘-만 -(으)면’ 구성을 통해 귀결절이 나타날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
낸다. 이 역시 [충분조건]이라는 개념만으로는 다소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
낌을 준다.
  이처럼 ‘-만 -(으)면’ 구성을 더 세분하고 명확히 하는 일은 보조사의 
정확한 의미 및 기능 기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조사 
중첩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의 의미만을 다룬다. [충분조건]이라고 
묶어 부르는 것은 [반복 조건]과 [최소 조건] 기능에서 보조사 ‘-만’이 비
슷한 형태통사적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두 기능 모두 ‘-기만 하면’ 구문
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쓰일 때 ‘-만’은 의미격 조사에 선행
할 수 없으며 문법격 조사와 결합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
분조건]으로 묶어 부르되, 이것이 논리학의 용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기
보다는 [반복 조건]과 [최소 조건]을 묶어 부르는 범주적 용어임을 미리 밝
혀둔다.
  [필요조건]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범주적인 용어로 볼 수 있다. 보조
사 ‘-만’의 [적극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대안집합 내의 다른 모든 자매항을 
배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곧 세로 초점이 유일하게 문장을 성립시키
는 요소임을 나타낸다. 이런 유일성은 [필요조건]의 의미와도 밀접한 연관
을 맺는다. 즉 [적극적 배제]라는 의미가 유일성을 매개로, 선행 요소가 성
립하지 않고는 후행 요소가 성립할 다른 길이 없음을 나타내는 [필요조건]
의 쓰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필요조건]으로 쓰이는 
‘-만’은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경향이 약화된다. 부정-
수정 검증법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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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준이가 와야만 농구 시합에서 이길 수 있어. 
가. 아니야. 명준이가 와도 이길 수 없어.
나. 아니야. 영우가 와도 이길 수 있어.

(9)에서 ‘명준이가 오는’ 것은 승리의 필요조건이다. 명준이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명준이는 와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나타난다. 이 경우 (9가)와 (9나)의 부정-수정이 모두 비슷
한 정도로 자연스럽다. [필요조건]의 쓰임에서는 [적극적 배제]의 쓰임에서
보다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면에 내세우는 힘이 약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만’이 지니고 있는 의미 및 기능은 크게 [적
극적 배제], [정도], [충분조건], [필요조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도적
이든 비척도적이든 대안집합을 상정하는 [적극적 배제]의 의미로 쓰일 때 
‘-만’은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게 된다. [정
도]나 [충분조건] 의미를 나타낼 때는 대안집합적 의미가 약화되어 배경 의
미로 나타나며, [필요조건]의 의미일 때는 대안집합적 의미도 전경 의미로 
나타내되, 그 강도가 다소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4.2.2. 보조사 ‘-만’이 포함되는 조사 중첩

  대안집합적 의미를 일차의미로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사 중첩의 구
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적극적 배제]처럼 대안집합적 의
미를 전경 의미로 강하게 나타내는 경우는 ‘-만 + 의미격 조사’의 순서로 
중첩될 수 있다.

(10)가. 광고만으로 효과가 없자, … (BTAA0007-00012225)
나. 우선 유통구조의 독점지배만에서라도 다 함께 헤어날 수 있는 

… (BTHO0415-000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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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의 ‘광고만으로 효과가 없다’는 ‘-만’이 결합한 후에 의미역이 부여
되는 중첩 구성으로, ‘광고 딱 하나를 도구로 쓰면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 반면에 ‘광고로만 효과가 없다’는 도구의 의미역이 먼저 표시된 후 ‘-
만’이 결합하는 중첩 구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도구 중에서 유일하게 광고
는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 즉 결합한 순서에 따라 의미 차이가 느껴
지게 된다. (10나)에서는 ‘-만 + 의미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 + -만’의 
의미 차이가 (10가)만큼이나 잘 느껴지지는 않는다. 다만 ‘독점지배’에서는 
헤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중첩 구조를 사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본질적으로 ‘-만 + 의미격 조사’의 중첩이 가능한 것은, 일반적인 격조사
에 의해 표시되는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아니라 보조사가 가진 특수한 의미
인 대안집합적 의미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의미역이 부여
된 명사에 보조사의 특수한 의미가 첨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역이 부여되기 전의 명사에 보조사의 특수한 의미를 첨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대안집합적 의미가 배경적인 정보일 뿐인 경우, 곧 
[정도]나 [충분조건]으로 쓰인다면 이러한 역전은 불가능하다. 
  각각의 쓰임에서 문법격 조사가 후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달라진다.

(11)[적극적 배제]의 ‘-만’
가. 올시즌 막강 선발 5인조 중에선 최원호만{이/∅} 투수판을 밟지 

못했다. (BTAL0059-00016355)
나.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역내통화기금(AMF)이나 대기

성 자금지원(CMI) 등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논의만{을/∅} 거듭
해왔다. (BTAE0202-00013942)

[적극적 배제]의 ‘-만’에서는 문법격 조사가 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71

(12)[정도]의 ‘-만’
가. 아무리 맛나는 미국 음식이라해도, 이 구수한 된장찌개나 시큼

한 김치 맛만 못했어. (BTGO0098-00000357)
나.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 

(BTHO0122-00027154)

[정도]의 ‘-만’에서는 문법격 조사가 후행할 수 없다. 이는 특별히 이 자리
에 위치할 만한 문법격 조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3)[충분조건]의 ‘-만’
가. 미국 시장만 진정되면 해외 자본이 신흥 시장으로 몰려올 것이

다. (BTAD0188-00023381)
가´. ?미국 시장만이 진정되면 해외 자본이 신흥 시장으로 몰려올 

것이다.
나. … 재봉틀 스위치가 꺼져있는 경우에도 페달만 밟으면 작동된다. 

(BTAD0189-00001826)
나´. … ?재봉틀 스위치가 꺼져있는 경우에도 페달만을 밟으면 작동

된다.

[충분조건]의 ‘-만’에서는 문법격 조사가 출현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충분조건의 의미는 사라지고 [적극적 배제]의 쓰임에서 볼 수 
있던 유일성의 의미만 남게 된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문법격 조사의 후행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조사의 
의미 포괄 및 중복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집합적 의미
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사로서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의미
가 우선시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강
조하기 위해, 격조사를 다시 중첩시킬 수 있다. 즉 의미 포괄 관계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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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집합적 의미는 배경 의미로만 나타나거나 크게 
약화되어 있고,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난다면, 이는 격조사
로 나타날 수 있는 의미가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격조사와는 의
미 중복을 이루게 되어 중첩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만’이 [필요조건]으로 쓰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만’ 뒤에 의미격 
조사나 문법격 조사가 올 수 없다. 다만 ‘-만이’와 같은 복합조사가 사용되
기도 하여 특기할 만하다. 김민국(2016:198)에서는 ‘-만이’가 복합조사로
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아래에 제시한다.

(14)가. 멸치회무침은 이 횟집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다.
나. 우리는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김민국 2016:198)

(14가)에서는 ‘-에서 + -만 + 이’가, (14나)에서는 ‘-으로 + -만 + -
이’가 중첩되고 있다. 이미 ‘-에서’나 ‘-으로’ 등의 의미격 조사가 격 표지
로 등장하여 의미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가 등장한다. 
해당 명사구를 보격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격 
표지로 볼 수 없다. 즉 ‘-만’이나 ‘-이’ 각각의 의미나 기능을 그저 합하는 
것으로는 ‘-만이’의 [필요조건] 기능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이’는 
복합조사가 되었거나, 적어도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요조
건]의 ‘-만’은 [적극적 배제]의 유일성 의미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적극
적 배제]의 쓰임에서는 ‘-만 + -이’와 같은 구성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구
성이 굳어지면서 [필요조건]의 쓰임에까지 이어졌으리라 추정된다. 이미 
[필요조건]의 ‘-만’은 다른 격조사에 선행하는 중첩 구성에서는 쓰이기 어
렵게 되었지만, 이전의 ‘-만 + -이’ 구성은 남아 있어 복합조사화되는 과
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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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조사 ‘-까지’

  4.3.1. 보조사 ‘-까지’의 의미

  보조사 ‘-까지’는 어떤 범위의 끝점을 나타낸다. 임동훈(2015:347-348)
에서는 ‘-까지’가 [범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첨가]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박진호(2015:393-395)에서도 ‘-까지’는 공간적·시간적 끝점을 나
타낼 때에는 부사격 조사의 용법을 보이나, 척도를 상정하고 그 척도의 구
성요소들 중 마지막 요소임을 나타낼 때에는 보조사의 용법을 보인다고 하
였다. 또한 ‘-까지’는 ‘-조차’, ‘-마저’ 등과 함께 묶여 연구되는 경향이 짙
다(홍사만 2002, 남미정 2011, 임동훈 2015, 박진호 2015, 박문자 2019 
등). 이 보조사들은 성립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를 제시하는 용법을 공통
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임동훈(2015)의 [첨가] 의미, 박진호(2015)의 보조
사적 용법과 일맥상통한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흐름을 받아들여 보조
사 ‘-까지’의 의미를 각각 [범위의 끝점]과 [극단점]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범위의 끝점] 용법과 유사하지만, 보다 의미격 조사에 가까운 용법
이 있다고 보아, 추가적으로 [도착점] 용법도 설정할 것이다..
  이 세 의미 기능이 범주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사 ‘-까지’는 
일정한 범위를 지니는 맥락에 사용되어, 그 범위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대안집합을 형성하되, 대안집합이 실제 
물리적인 시공간이나 수량, 혹은 사태가 성립하는 범위 등을 바탕으로 상정
되는 것이라면, ‘-까지’가 나타내는 것은 [범위의 끝점]이 된다. 이런 경우 
척도적·비척도적 대안집합이 형성되고 이에 대한 동일성, 배제 등의 의미 
연산이 작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끝점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면, [도착점]의 의미역을 나타내는 의미격 조사의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한편 어떤 예상이나 기준치를 바탕으로 척도적 대안집합이 상정된다
면, ‘-까지’가 나타내는 것은 [극단점]이다. 이러한 척도적 대안집합은 대개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나열되는데, 이 경우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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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다소간의 놀라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극단점]의 의미를 나타내며, ‘-조차, -마저’ 등과 유사한 쓰임을 보이게 
된다. [범위의 끝점]과 [극단점]은 범주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두 
의미 모두 나타내는 듯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각각의 용뻐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15)가. 결승선까지 100m 남았다.
나. 5번까지 오늘 청소 당번이다.
다. 지훈이는 마음이 착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입고 있는 외투

{까지/마저/조차} 벗어 준다.
라. 인류의 과학 기술로 이제는 우주 끝{까지/?마저/?조차} 관측할 

수 있다.

(15가)의 ‘-까지’는 [도착점]의 용법을 보여준다. ‘결승선까지’는 물리적인 
끝점을 나타낸다. 물리적인 끝점이 착점의 의미역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15나)의 ‘5번까지’는 청소 당번이 되는 사건이 성립하는 범
위를 나타낸다. ‘-까지’의 [범위의 끝점]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척도적 대안집합 {1번, 2번, …, 5번, 6번, …} 정도가 상정된다.37) 한편 
(15다)의 ‘-까지’는 [극단점]을 나타낸다. ‘입던 외투까지’는 기준치를 초과
하는 항목을 제시한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물건 중 ‘입고 
있는 외투’는 상당히 낮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낮은 가능
성이 실현되어 놀랍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까지’를 ‘-조
차, -마저’로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다. 한편 (15라)는 [범위의 끝점]으
로도, [극단점]으로도 읽을 수 있다. ‘우주 끝’은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물리적인 끝점이다. 동시에 대단히 멀리까지 관측할 수 있어 놀랍다는 의미
37)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부터’의 의미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

다. 즉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굳이 시작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터’가 생략된 것이다. 실제로 ‘-부터 -까지’ 구문은 하나의 구성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 이익섭(2005), 김승곤(200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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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읽힌다. ‘-조차, -마저’로의 교체는 가능한 듯도 하지만, (15다)와 비교
하면 교체의 수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된다.38)
  [도착점]의 용법으로 쓰이는 ‘-까지’는 격조사로 쓰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집합을 상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만’도 [정도]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격조사와 유사한 용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때의 ‘-
만’도 특별한 대안집합적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까지’의 [도착점] 용
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듯하다.
  보조사 ‘-까지’가 [범위의 끝점]이나 [극단점]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에는 
대체로 척도적 대안집합이 형성된다. 이런 경우 대안집합적 의미와 비대안
집합적 의미 모두가 전경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범위의 끝점]을 나
타내는 ‘-까지’의 용법에 부정-수정 검증법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16)A: 5번까지 오늘 청소 당번이다.
B: 가. 아니야. 3번은 조퇴해서 청소 당번 아니야.
   나. 아니야. 5번은 청소 당번 아니야.

(16)에서처럼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으로 ‘-까지’가 쓰였을 때, 청소 당번이 
될 만한 사람들의 집합으로 반 친구들을 번호 순대로 나열한 {1번, 2번, …, 
5번, 6번, 7번, …} 정도가 상정될 것이다. 이때 비대안집합적 의미는 ‘5번
이 오늘 청소 당번이다’라는 것이다. 대안집합적 의미는 자매항 ‘1번, 2번, 
3번, 4번’은 ‘5번’과 동일하게 오늘 청소 당번이고 그 외의 학생은 아니라는 
것이 된다. 이때 (16가)처럼 ‘-까지’의 대안집합적 의미가 잘못되었음을 지
적하고 수정하는 발화는 자연스럽다. (16나)처럼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부정

38) (15나)에서도 맥락에 따라서는 ‘-까지’가 ‘-조차, -마저’와 교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번은 청소 당번이리라고 기대되지 않은 번호의 학생인데 청소
를 해야 한다고 해서 놀랍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교체가 가능할 것이
다. 다만 이러한 의미 없이 단순히 청소 당번의 끝점으로서 ‘5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까지’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만큼 ‘-까지’의 용법들은 
느슨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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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정하는 의미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도 ‘4등까지는 받는다’와 같은 의미로 읽히므로, 결국에는 대안집합적 범주 
설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39) 이상의 부정-수정 
검증법을 통해 대안집합적 의미와 비대안집합적 의미 모두 전경 의미로 나
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극단점]의 용법으로 쓰이는 ‘-까지’에 부정-수정 검증법을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17)지훈이는 마음이 착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입고 있는 외투까지 
벗어준다.
가. 아니야. ?가지고 있는 돈만 줘.
나. 아니야. 외투는 안 벗어줘.

마음이 착한 지훈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줄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은 
순서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음, 가지고 있는 돈, 입고 있는 외투}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집합 중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입고 있는 외투’를 선
택하고 초점화한 것이 (17)인 것이다. 이때 (17가)처럼 말하는 것이 가능
하기는 하지만, (17나)가 조금 더 적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
지는 않다고 느껴진다. 즉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경향
이 조금 더 짙다.40)

39) B의 비대안집합적 의미에 대한 부정-수정은 A의 발화 중에서 대안집합적 의
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거나 동일한 정보 상태일 때에 가능하다. 만약 
B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A의 정보와 다른 상태, 예를 들어 ‘1번, 2번, 4번이 오
늘 청소 당번이다’라면, A의 발화에 대해 ‘아니야. 5번은 청소 당번 아니야’라고 
답하기는 어렵고 ‘아니야. 3번, 5번은 청소 당번 아니야’라고 답할 수 있다. 이는 
A의 발화가 나타내는 정보의 전경 의미에 대안집합적 의미와 비대안집합적 의
미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0) 이와 같은 부정-수정 검증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애초에 (17)과 같은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전경 의미는 ‘지훈이는 … 
외투까지 벗어준다’가 아니라 ‘지훈이는 엄청나게 착하다’이므로, 가장 적절한 부
정-수정은 (17가, 나)가 아니라 ‘아니야, 지훈이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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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보조사 ‘-까지’가 포함되는 조사 중첩

  보조사 ‘-까지’가 보여주는 용법의 차이는 조사 중첩에서의 차이와도 대
응된다. 먼저 [도착점]으로 쓰이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문법격 조사와 중첩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18)그러나 2시간 거리의 대전까지가 고속도로 체증 현상으로 
물경 10시간, … (BTHO0129-00044208)

[도착점] 용법의 ‘-까지’는 의미역으로서 착점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문법
격 조사와 의미가 중복되지 않아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위의 끝점]으로 쓰일 때에는 문법격 조사가 중첩되거나, ‘-까지 + 의
미격 조사’의 순서로 중첩되는 예문을 찾을 수 있다.

(19)가. 우리가 자라난 곳이 어머니의 품이라면, 고향은 어머니나 
아버지까지를 포함한 더욱더 큰 품이랄 수 있다.

(BTGO0358-00000017)
나. 실제로 무당이 되기까지에 베풀어지는 제의적인 절차와 

무속신의 본풀이의 줄거리가 서로 대응하고 있음은 …
(BTHO0388-00041912)

(19가)에서는 문법격 조사와 중첩되고 있고, (19나)의 경우에는 의미격 조
있다. 즉 쓰여진 것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함축된 의미가 중요할 수 있는데 (17
가, 나)에서 검증한 것은 (17)의 쓰여진 그대로의 의미, 곧 덜 중요한 배경 의
미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부정-수정 검증법은 다소간 부적절할 수 있다. 본고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보조사든 척도적 대안집합을 상정하는 [극단점]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계적
으로라도 대안집합적 의미의 전경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특성이 조사 중첩 구성
에 관여함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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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중첩되고 있다. (19나)에서 ‘-에’는 생략되거나 ‘-에 + -까지’ 구성
으로 쓰일 수 있는 수의적인 출현 양상을 보인다.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가지는 경향이 더 떨어지는 [극단
점]의 용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20)가. 심지어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가 
사용되고 있다. (BTHO0127-00024073)

나. 부장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지 어느 물통이냐며 
화장실 창문{까지/에/에까지/?까지에) 와서 확인하는 것이었다. 

(BTHO0390-00008205)

(20가)처럼 ‘-까지’와 문법격 조사 ‘-가’가 결합한 구성이 발견되기는 한
다. 그러나 그 용례는 매우 적다.41) (20나)에서는 ‘-까지’의 앞에 의미격 
조사를 위치시켜 ‘화장실 창문에까지’로 쓸 수는 있지만, 의미격 조사를 후
행 중첩시킨 ‘화장실 창문까지에’로 쓸 경우에는 수용성이 떨어진다.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가 될 때 보조사는 격조사와 의미 포괄 관계
를 이룬다. 이 경우 문법격 조사를 한번 더 쓰는 일이나, 의미격 조사에 선
행하여 대안집합적 의미를 명사구에 먼저 나타내주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
나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나는 힘이 떨어지면, 격조사와는 의
미 포괄보다는 의미 중복을 이루게 되어, 그러한 중첩 구성의 수용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까지’의 각 용례는 ‘-만’의 [적극적 배제]
와 [충분조건]처럼 서로 분리된 용례는 아니다. (20가)와 같은 경우가 발견
되거나 (20나)에서처럼 ‘창문까지’와 ‘창문에까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는 범
위의 끝점을 나타내는 ‘-까지’와 첨가를 나타내는 ‘-까지’가 서로 밀접한 

41) (20가)의 사례가 거의 유일한 사례로 보인다. 이 외에 [범위의 끝점]과 [극단
점]의 의미 모두로 볼 수 있는 중간자적인 사례에서 ‘-가’가 후행 결합한 중첩 
구성을 1건 정도 더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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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4. 보조사 ‘-부터’

  4.4.1. 보조사 ‘-부터’의 의미

  보조사 ‘-부터’는 ‘-까지’에 준하여 논의될 수 있다. ‘-까지’가 [범위의 
끝점]을 나타냈다면, ‘-부터’는 [범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임동훈
(2015:347-348)에서는 ‘-부터’의 주된 의미 기능을 ‘범위의 시작’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았다. 황화상(2012:384-387)에서도 이와 같은 시각을 견지
하며, 어떤 행위의 첫 번째 대상을 제시하거나, 극단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
다고 하였다. 이는 ‘-부터’에 공간적·시간적 출발점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척도를 상정하고 그 척도의 첫 요소임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다고 한 
박진호(2015:396)의 기술과 일맥상통한다.
  본고는 보조사 ‘-까지’에 준하여 ‘-부터’에 크게 [출발점] 용법, [범위의 
시작점] 용법, [극단점] 용법이 있다고 간주한다. [출발점]의 ‘-부터’는 거
의 의미격 조사처럼 사용된다. [범위의 시작점] 용법에서는 척도적 대안집
합을 상정할 수도 있다. [극단점]의 용법은 [범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기
본 용법에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까지’의 여러 용법
이 완전히 별개의 용법이 아니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21)가. 중간 반환 지점부터 30분 더 가면 결승선이다.
나. 대현이는 붕어빵을 먹을 때 머리부터 먹는다.
다. 나{부터/까지/조차/마저} 내 동생의 일을 알지 못했다. (황화상 

2012:387)

(21가)에서 ‘중간 반환 지점부터’는 시점을 나타낸다. 거의 의미격 조사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을 [출발점]의 용법으로 부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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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나)의 ‘-부터’는 [범위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머리부터’는 붕어빵
을 먹을 때 먹는 순서의 첫 번째 요소를 나타낸다. 대현이가 붕어빵을 먹는 
사건은 대개 머리부터 시작하여 꼬리를 먹을 때까지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1다)의 ‘-부터’는 [극단점]의 용법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
까지, -조차, -마저’ 등과 교체가 가능하다. ‘나’는 내 동생의 일을 잘 알 
만한 사람이므로, 그런 사람조차도 내 동생의 일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동시에 내 동생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건이 성립하는 범위의 시
작이기도 하여, 곧 모두가 내 동생의 일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도 나타난다.
  (21다)에서 알 수 있듯이, ‘-까지’와 ‘-부터’는 [극단점]의 용법으로 사
용될 때 서로 교체 가능하기도 하다. 둘은 [범위의 끝점]과 [범위의 시작
점]으로 사용되므로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극단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공통
점이 있기 때문이다. 

(22)이 반은 반장{까지/부터} 아주 엉망이구나.

(22)에서 ‘-까지’가 출현하든 ‘-부터’가 출현하든 나타나는 의미는 유사하
다. 반 아이들이 모두 엉망이고, 심지어 모범적이어야 할 반장조차도 엉망
이라 놀랍다는 의미가 읽힌다. 여기서 ‘-까지’가 출현했을 때는, 엉망일 가
능성이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척도의 대안집합이 상정되고 그 끝에 있는 
‘반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부터’가 출현했을 때는, 엉
망일 가능성이 낮은 순부터 높은 순으로 척도의 대안집합이 형성되고 그 처
음에 있는 ‘반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터’나 ‘-까지’가 [극
단점] 용법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극단성과 놀라움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척도의 방향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용법에서 전경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정-수정 검증법
을 적용해볼 수 있다. [출발점]의 용법으로 쓰이는 ‘-부터’는 격조사로 쓰
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집합을 상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착점] 용법의 ‘-까지’도 특별한 대안집합적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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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범위의 시작점] 용법으로 쓰이는 ‘-부터’에 부정-수정 검증법을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23)대현이는 붕어빵을 먹을 때 머리부터 먹는다.
가. 아니야. 꼬리부터 먹어.
나. 아니야. 머리는 안 먹던데.

(23)에서처럼 사건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부
터’가 쓰였을 때, 순서를 나열한 대안집합 {머리, 몸통, 꼬리} 정도가 상정
될 것이다. 이때 대안집합적 의미를 부정-수정하는 (23가)와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부정-수정하는 (23나)는 모두 적절하다. 다만 (23나)에서도 ‘머리’
는 먹지 않지만 ‘몸통, 꼬리’를 먹는다는 의미는 유지되므로, 대안집합적 범
주 설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부정-수정 검증
법을 통해 대안집합적 의미와 비대안집합적 의미 모두가 전경 의미로 나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극단점] 용법의 ‘-부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정-수정 검증법을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24)명준이부터 명준이 동생의 일을 알지 못했다. 
가. 아니야. ?명준이 부모님부터 알지 못했어.
나. 아니야. 명준이는 알았어.

(21다)의 문장을 가져오되 1인칭 대명사 ‘나’가 줄 수 있는 의미상의 혼란
을 피하기 위해 ‘나’를 ‘명준이’로 교체하였다. ‘명준이 동생의 일을 알 만한 
사람’의 순서대로 {명준이 부모님, 명준이, 명준이 동생 친구, 지나가던 아
무개} 정도가 상정된다. 이 중에서 ‘명준이’가 세로 초점으로 제시된 것이
다. (24가)에서는 대안집합 범주 설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다른 자매항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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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점으로 끌고 들어온다. (24) 다음에 올 발화로서 (24가)는 다소 부자연
스럽다. 반면에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부정하고 수정하는 (24나)는 자연스럽
다. 즉 [범위의 시작점] 의미로 쓰이는 ‘-부터’는 대안집합적 의미도 비대
안집합적 의미도 전경으로 나타냈으나, [극단점]의 용법으로 사용되면 대안
집합적 의미보다는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
진다.

  4.4.2. 보조사 ‘-부터’가 포함되는 조사 중첩

  보조사 ‘-부터’가 보여주는 두 용법의 차이는 조사 중첩에서의 차이와도 
대응된다. 먼저 [출발점]으로 쓰이는 ‘-부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중첩 구
성을 발견할 수 있다. 

(25)장승이 서 있는 곳부터가 삼포이다. (BTHO0100-00067429)

[출발점] 용법의 ‘-부터’는 기점의 의미역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문법격 
조사와 의미가 중복되지 않아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문법격 조사가 중
첩되거나, ‘-부터 + 의미격 조사’의 순서로 중첩되는 예문을 관찰할 수 있
다. 아래에 [범위의 시작점] 용법의 ‘-부터’를 제시한다.

(26)가. 중세까지를 자유 시대로, 봉건 시대를 침체 시대로, 산업화
때부터를 해방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BTHO0111-00050256)

나. 나이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억울함은 TV에 얼굴을 비추게 된 
처음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BTHO0134-00012519)

(26가)에서는 해방 시대로 보는 [범위의 시작점]을 ‘산업화 때’로 나타낸다. 
이런 경우 문법격 조사와 중첩될 수 있다. (26나)의 경우에는 의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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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첩되고 있다. (26나)에서는 보조사 ‘-부터’가 생략될 수 있지만 의미
격 조사 ‘-(으)로’가 생략될 수는 없다.42) 이는 ‘-부터’가 선행 명사구가 
[범위의 시작점]임을 명시하고자 출현한다면, 그러한 의미를 나타낸 후에야 
방향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강도가 더 떨어지는 [극단
점] 용법의 ‘-부터’에는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27)가. ‘라이온’이니 ‘타이거’니 하는 것은 이름부터가 딱딱하고 
무시무시하지만 … (BTGO0345-00034431)

나. …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에/?부터/*부터에}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BTEO0331-00021820)

(27가)처럼 ‘-부터’와 문법격 조사 ‘-가’가 결합한 구성이 발견된다. 보통
의 경우 이름은 딱딱하고 무시무시하기 어려운데, 그러한 것마저 딱딱하고 
무시무시하다는 의미가 읽힌다. (27나)에서는 ‘-부터’의 앞에 의미격 조사
를 위치시켜 ‘예산에부터’로 쓰거나 ‘예산에’로만 표현할 수 있으나, ‘예산부
터’나 ‘예산부터에’는 다소 어색하다.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의미격 조사에 선행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부터’만으
로는 동사 ‘들다’가 요구하는 장소의 의미역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42) ‘-으로부터’의 순서도 불가능하다. 이는 복합조사로서 별개의 의미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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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안집합적 의미가 약한 보조사
5.1. 대안집합적 의미가 약한 보조사와 조사 중첩

  본고에서는 각 보조사마다 대안집합적 의미를 나타내는 강도가 다르다고 
본다. 보조사는 대안집합적 의미와 비대안집합적 의미 두 층위의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만약 어떤 보조사가 대안집합적 의미를 나타내는 강도가 약한 
보조사라면, 대안집합적 의미 대신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지만, 대안집합적 의미
의 강도가 약한 보조사는 대체로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내세우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에 따라 보조사를 연속선상에 놓는다면, 5장에서 
살펴볼 ‘-는, -도, -(이)야, -(이)나’ 등은 약한 편에 놓일 것이다. 4.1에
서 가장 대안집합적 의미가 약한 조사로서 격조사를 놓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즉 ‘-는, -도, -(이)야, -(이)나’는 격조사와 전경 의미가 거의 
비슷하여, 의미 중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문법격 조사와 중첩
되기 어려우며, 의미격 조사에 선행하는 예외적인 구성을 나타내기도 어렵
다. 보다 더 문법화되어 있고, 문법 요소로서 기능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비
교적 어휘적인 의미에 가까운 대안집합적 의미를 약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 ‘-(이)나’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외를 보여준다. 특수한 
환경에서 의미격 조사에 선행하여 중첩 구성을 이루거나, 문법격 조사와 중
첩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나’의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
가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곧 ‘-(이)나’는 대안집합적 
의미가 약한 보조사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주 약하지는 않아서 중간자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안집합적 강도에 따른 보조사의 나열은 연속선
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중간적인 존재를 얼마든지 상정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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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도 이번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5.2. 보조사 ‘-는’

  5.2.1. 보조사 ‘-는’의 의미

  보조사 ‘-는’의 의미 및 기능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왔으나, 크게 
[주제]를 나타내는 용법과 [대조]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
진호 2000:145-176; 홍사만 2002:147-193 등 참고). 논자마다 [주제]를 
나타내는 용법이 우선이라고 보거나(박철우 1998, 2015, 남윤진 2005), 
[대조]를 나타내는 용법이 우선이라고 보거나(박진호 2015), 혹은 둘을 아
예 독립적인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다(전영철 2006). 
  본고에서는 [대조]가 기본적인 용법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분포상의 특징이다. [주제]를 나타내는 ‘-는’은 모절 문두
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문중이나 종속절 내부 등에서는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나 [대조]를 나타내는 ‘-는’은 분포의 제약이 거의 없어, 어느 위치에
서나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포상의 제약에 비추어 보면, [대조]를 
나타내는 용법이 기본이고 [주제]를 나타내는 용법은 이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대안집합적 의미 기능을 보조사 보편에 통용되는 특징이라
고 생각한다면 [대조]를 나타내는 용법이 [주제]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확장
되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박진호(2015:377-378)에 따르면 ‘-는’이 
결합한 선행 명사구는 문면에 드러난 다른 명사구와의 차이, 혹은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대안집합 내 자매항과 차이나 대조가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대안집합이 모호해지는 맥락에서는 [대조]의 의미가 약해지고 [주제]
의 의미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를 통해 [대조]의 용법이 구체적으로 [주제]의 용법으로도 확장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조]의 용법은 대조의 대상이 맥락에 주



86

어질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1) A: 오늘 화영이랑 정원이랑 지수는 뭐 했지?
B: 오늘 화영이는 회사에 갔어.

(1)과 같이 문맥에 대조의 대상이 드러난다면 [대조]의 의미가 확실히 드
러난다. 친구들의 집합 {화영이, 정원이, 지수}이 맥락에 의해 주어지고, 이
들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함이 확인된다. 이 중 ‘화영이’가 회
사에 간 것은 확실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했는지 화자가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다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화
자가 생각함이 드러난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가 나타나는 이유는, ‘-는’이 다른 자매항들을 소극적
으로 배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영철(2006:178)43)를 참고해 
보면, (1)에서 ‘화영이’는 관계적 구정보이면서 동시에 세로 초점이 되어 대
안집합 내 다른 자매항들을 배제시키는 의미도 나타낸다. 즉 문장 내의 관
계적 신정보, 곧 가로 초점인 ‘회사에 갔다’가 다른 자매항에는 성립하지 않
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이때의 배제 연산은 소극적 배제의 
기능이다. 임동훈(2015)에서는 ‘-는’이 [소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보조사라
고 하였다. 대안집합 내 자매항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만’과는 달리, 
다른 자매항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적다는 것 정도만 나
타낸다는 것이다(임동훈 2015:346). 즉 [적극적 배제]의 ‘-만’과는 달리, 
문장에서 세로 초점을 자매항으로 대체했을 때, 대체된 문장이 확실히 거짓

43) 본고에서 ‘관계적 구정보’와 ‘관계적 신정보’라는 용어는 전영철(2006)에서는 
각각 ‘화제’와 ‘초점’이라는 용어로 제시된다. 본고에서는 정보 구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화제’는 사용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주제’라는 개념을 대하여
성(aboutness)에 기대어 다소 느슨하게 사용한다. 또한 ‘초점’은 관계적 신정보
의 가로 초점, 대조의 세로 초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Gundel and Fretheim(2004)의 ‘관계적 신정보, 관계적 구정보’
라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전영철(2006)에서 ‘화제’와 ‘초점’을 
정의한 기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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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는 않고, 해당 문장의 진리치를 알 수 없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는 것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는’의 [주제]의 용법은 [대조]의 용법에서 선행 맥락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2) 오늘 화영이는 회사에 갔어.

(2)는 (1B)와 동일한 형태의 문장이지만, 여기서의 보조사 ‘-는’은 [주제]
의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명
확한 대안집합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억지로 다른 친구, 혹은 다른 사람을 
자매항으로 하는 대안집합을 상정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자가 이들에 대
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서 이들 대안집합에 대한 소극적 배제의 연
산 작용을 더욱 약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는’은 적절한 대안
집합이 맥락에 의해 주어지면 [대조]의 기능을, 그렇지 않다면 [주제]의 기
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된다. 어떤 경우이든 대안집합을 상정할 수는 있고, 
자매항들은 세로 초점이 아닌 부분의 진술에 대해 성립한다고 볼 정보가 없
음을 나타낸다.
  [대조]의 용법은 곧 [소극적 배제]의 용법과도 일맥상통한다. 보조사 ‘-
만’과 ‘-는’은 배제의 적극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적극성의 차이 때문
에 ‘-는’은 대안집합적 의미를 약하게 나타내는 보조사가 된다. 실제로 대
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나기 어려운지 (2)의 문장에 부정-수정 
검증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3) 오늘 화영이는 회사에 갔어.
가. 아니야. 오늘 화영이 회사에 안 갔어.
나. 아니야. ???오늘 정원이도 회사에 갔어.

비대안집합적 의미, 곧 ‘화영이’가 회사를 갔음을 부정-수정하는 (3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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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집합적 의미를 부정-수정하는 (3나)에 비해 적절성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는’이 [주제]로 쓰였을 때뿐만 아니라 [대조]
로 쓰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4) A: 오늘 화영이랑 정원이랑 지수는 뭐 했지?
B: 오늘 화영이는 회사에 갔어.
A: 가. 아니야. 오늘 화영이 회사에 안 갔어.
   나. 아니야. ???오늘 정원이도 회사에 갔어.

(4B)에 대한 부정-수정으로 (4가)는 자연스러우나 (4나)는 부자연스럽다. 
부정 없이 단순히 ‘오늘 정원이도 회사에 갔어’를 발화하면 자연스러운데, 
이는 (4B)가 전달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즉 
(4B)의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 전경 의미는 비대안집합적 의미이고, 대안집
합적 의미는 배경 의미로만 나타나 정보로서의 중요성이 비대안집합적 의미
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5.2.2. 보조사 ‘-는’이 포함되는 조사 중첩

  대안집합적 의미를 일차의미로 가질 수 없는 ‘-는’은 의미격 조사에 선행
하여 출현할 수 없다. 언제나 ‘의미격 조사 + -는’의 순서만 가능하다. 

(5) 가. 아이들에게는 점심을 먹으라고 일러 놓고 나도 먹어야 
하겠는데, … (BTGO0350-00001655)

나. 백만 원은 애아빠 사업에 보태야 하구, 삼십만 원으로는 
시어머니 방을 구해야 하거든요. (BTHO0115-00009557)

다. 불이 켜진 방안 한 구석에서는 아이가 말똥말똥 눈을 뜨고 누워 
있었다. (BTHO0115-000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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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 (5가)에서는 ‘-에게’와, (5나)에서는 ‘-으로’와, (5다)에서는 ‘-에
서’와 중첩되고 있다. 이렇게 의미격 조사가 선행하고 ‘-는’이 후행하는 구
성은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으나, ‘-는’이 선행하고 의미격 조사가 후행하
는 구성은 말뭉치에서 찾아볼 수 없다. ‘-는’은 전경 의미로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나타내고 대안집합적 의미는 배경 의미로 밀려나 있다. 이 때문에 
선행 명사구에 대안집합적 의미를 먼저 더하기 위해 순서가 바뀔 일이 없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는’은 문법격 조사와 함께 중첩될 수도 없다. 

(6) 가. 너도 알다시피 나는(*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해방론자 
아니냐? (BTHO0115-00018343)

나. 나보다 돈도 못 벌면서 남편 권위는(*을) 있는 대로 내세우려 
하더라구. (BTHO0115-00018591)

(6가)에서 선행 명사구 ‘나’는 주어로 쓰이므로 주격 조사 ‘-이’가 올 수 있
을 듯하지만, ‘-는’과 동시 출현은 불가능하다. (6나)에서도 선행 명사구 
‘남편 권위’가 목적어이므로 대격 조사 ‘-을’이 올 자리일 듯하지만, ‘-는’
과 함께 중첩될 수는 없다. ‘-는’은 대안집합적 의미는 배경 의미로서만 제
시하고, 전경 의미로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격조사가 중첩
되려 한다면, 문법격 조사들이 나타내는 주요 의미와 의미 중복을 일으키기
에 중첩이 제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정수(1998, 2003, 2015)에서 ‘-는’을 문법격 조사 ‘-가, -를’과 같은 
한정사 부류에 속한다고 본 것은 문법격 조사와 중첩될 수 없다는 분포상의 
특징에 기댄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가, -를’과 중첩이 불가능한 것은 ‘-
는’이 전경 의미로서 이들 문법격 조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만약 대안집합적 의미도 함께 전경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루어 다른 문법격 조사가 출현할 수도 있었
을 것이다. 그러나 ‘-는’에서 대안집합적 의미는 배경 의미로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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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문법격 조사와 중첩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문법격 조사와 
계열 관계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예상된다.

5.3. 보조사 ‘-도’

  5.3.1. 보조사 ‘-도’의 의미

  보조사 ‘-도’를 둘러싸고도 수많은 화용론적·의미론적 논의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대안집합적 의미 및 조사 중첩과 관련이 있는 의미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조사 ‘-도’는 기본적으로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그 자매항들이 세로 초
점으로 문면에 나타난 요소와 같은 성질을 지녔음을 나타낸다. 임동훈
(2015:345)에서는 이러한 의미 기능에 주목하여, ‘-도’를 [첨가]의 보조사
로 분류하였다. 문장이 표현하는 상태나 사건을 다른 자매항도 만족함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 
  보조사 ‘-도’는 대체로 선행 문장에서 제시되었던 정보를 배경 의미로 나
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도’의 쓰임을 [동질성]의 용
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동질성]의 ‘-도’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가. ??병로도 신림동에 살아.
나. 병철이는 신림동에 살고, 병로{도/*는/*가/*∅} 신림동에 살아.
다. 병기는 대림동에 살고, ?병로도 신림동에 살아.

아무런 담화 맥락이 없다면 (7가)와 같은 발화는 등장하기 어렵다. (7나)와 
같이 선행 담화를 통해 세로 초점 요소와 같은 성질을 지니는 자매항이 있
음이 제시되어 있다면, ‘-도’의 사용이 가능하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
도’를 대체할 만한 다른 조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7다)와 
같이 자매항의 성질이 세로 초점의 성질과 다르다면, ‘-도’의 사용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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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다. 다만 (7다)가 ‘친구들이 서울에 산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이야기하
는 맥락이라면, 문면에 드러난 지역명은 달라도 ‘-도’를 사용할 수 있다.44) 
이처럼 보조사 ‘-도’는 [동질성]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세로 초점화되어 
문면에 나타난 선행 명사구와 공통점이 있는 자매항의 집합을 상정하는 기
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보조사 ‘-도’가 상정하는 대안집합은 앞의 경우에서처럼 비척도적일 수도 
있지만, 척도적일 수도 있다. 척도적 대안집합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척도상
의 끝값이 초점으로 나타난다(임동훈 2015:351-352). 다시 말하면 상정되
는 대안집합의 요소들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항목을 세로 초점화
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극단점]의 용법으로도 볼 수 있다.

(8) 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임동훈 2015:352)

나. 이런 문제는 초등학생도 풀겠다.

(8가)에서 ‘개미 새끼’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만한 대상 중 가장 기대되
기 어려운 존재이다. 이러한 요소를 ‘-도’를 통해 세로 초점화함으로써, 실
현 가능성이 높은 요소부터 극히 낮은 요소까지, 곧 모든 존재를 얼씬거리
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8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존재로 가장 기대되기 어려운 ‘초등학생’이 세로 초점화된
다. 이를 통해 어떤 존재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동시에 평가절하의 의미도 드러나게 된다.
  [극단점] 용법으로 쓰이는 ‘-도’는 4장에서 살펴본 ‘-까지, -조차, -마

44)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 ‘-도’는 특정한 맥락에 의해 출현이 요
구되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즉 ‘-도’ 자체가 능동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보
다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 자리에 표지로서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도’가 선행 담화·텍스트에서 등장한 정보를 배경 의미로 처리하
는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흔히 전제로 분류되기도 하
는데, 배경 의미와 전제 간의 관련성이 긴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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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등과 교체될 수 있다. ‘-까지, -조차, -마저’ 역시도 [극단점]의 용법
을 지니기 때문이다.

(9) 가.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조차/마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나. 이런 문제는 초등학생{까지/조차/마저} 풀겠다.

한편 ‘-까지, -조차, -마저’ 뒤에 ‘-도’가 결합하는 구성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보조사는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까지’
에는 [범위의 끝점]이라는 용법이 [극단점] 용법과 다소 미분화되어 있다. 
‘-조차, -마저’ 등도 어휘 요소에서 문법화된 것인데(홍사만 
2002:339-349), 이 때문에 다른 어휘적 의미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
다.45) 한편으로는 ‘-도’ 역시 [동질성]의 의미와 [극단점]의 의미가 다소 
미분화되어있다. 즉 ‘-까지, -조차, -마저’와 ‘-도’는 각각이 나타낼 수 있
는 의미가 다르므로, 의미 중복이 아닌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판
단된다.

(10)가.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도/조차도/마저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나. 이런 문제는 초등학생{까지도/조차도/마저도} 풀겠다.

  [동질성] 및 [극단점] 용법의 ‘-도’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
타내기 어렵다. 

(11)민수도 파티에 갔어. (김정민 2016:139)
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수 안 갔어.

45) 혹은 ‘-조차, -마저’ 등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 출현 제약 때문에 조금 더 보
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도’가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중첩 구성을 만들 수 있
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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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수만 갔어.

(12)이런 문제는 초등학생도 풀겠다.
가. 아니야. 초등학생은 못 풀지.
나. 아니야. ??초등학생만 풀지.

(11)에 대한 부정-수정 검증을 통해 [동질성] 용법의 ‘-도’는 비대안집합
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고, 대안집합적 의미는 배경 의미로만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3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12)의 검증을 통해서
는 [극단점] 용법의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안집합적 의미는 배경 의미
로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부정-수정하는 (12
가)는 자연스러우나, 대안집합적 의미를 부정-수정하는 (12나)는 부자연스
럽다. 즉 어느 용법에서나 보조사 ‘-도’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지 못한다.

  5.3.2. 보조사 ‘-도’가 포함되는 조사 중첩

  대안집합적 의미를 일차의미로 가질 수 없는 보조사 ‘-도’는 의미격 조사
보다 앞서 명사구와 결합할 수 없고, 또한 문법격 조사와 중첩될 수 없다. 
‘-도’의 [동질성] 용법과 [극단점] 용법은 크게 분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특별히 나누지 않고 묶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13)가. … 엉터리 중간 수사 발표로 택시 운전사들의 파업을 촉발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킨 경찰 관계자에게도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BTAA0006-00018358)

나. 좌우 대칭이 잘 된 과일이 영양상으로도 좋은 것이다.
(BTAA0011-00002144)

다. 얼굴에는 마구 할퀸 상처가 많았으며, 목에도 거무스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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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와 깊은 손톱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  
(BTEO0340-00014646)

(13)에서처럼 의미격 조사가 선행 명사구에 먼저 결합하고, 다시 ‘-도’가 
중첩되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다. 이는 보조사 ‘-도’가 대안집합적 의미를 특별히 나타내지 않고 있으므
로, 순차적 결합의 원리에 따라 선행 요소에 먼저 결합시킬 이유가 없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법격 조사가 ‘-도’와 중첩되는 경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14)가. 이들을 겨냥해 대학로 거리와 골목은 물론,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무료 공연도(*가) 푸짐하다.

            (BTHO0115-00018343)
나. 심지어 칼질도(*을) 하지 않으며 쓸 일이 있으면 전날에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한다. (BTHO0100-00072030)

(14가)에서 ‘무료 공연’은 주어이지만, ‘-도’가 쓰였다면 ‘-가’를 중첩시킬 
수 없다. (14나)에서도 목적어로 쓰인 ‘칼질’에 ‘-도’가 결합되어 있다면, 
‘-을’을 중첩시킬 수 없다. 이는 ‘-도’가 비대안집합적인 의미를 전경 의미
로 나타내고, 대안집합적 의미는 배경 의미에 머물러서, 문법격 조사의 의
미와 의미 중복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4. 보조사 ‘-(이)야’

  5.4.1. 보조사 ‘-(이)야’의 의미

  보조사 ‘-(이)야’의 의미는 ‘-는’과 비교하면서 다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
익섭(2005:164-165)에 따르면 ‘-(이)야’는 [대조]의 ‘-는’으로 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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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더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이익섭·채 완(1999:218-219)에
서는 ‘-(이)야’가 ‘-는’과 교체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환경이 있음을 밝혔다.

(15)가. 수철이가 힘{이야/은} 세지요. 
나. 너{는/*야} 합격하여라.

(이익섭·채 완 1999:218-219)

(15가)는 ‘-(이)야’가 ‘-는’과 교체되어도 큰 의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다. 그러나 (15나)와 같은 경우에는 ‘-는’을 ‘-(이)야’로 교체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런 경우에 교체되지 않는 이유를 이익섭·채 완(1999)은 ‘-(이)
야’가 ‘-는’과 비슷하지만 ‘물론, 당연히’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는’보다는 약간 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임동훈(2015:354-355)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보 구조상의 차이로 설명
하였다. 우선 두 보조사 모두 [소극적 배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사다. 
그러나 ‘-는’은 관계적 구정보인 주제나 관계적 신정보 모두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야’는 관계적 신정보, 곧 가로 초점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이)야’는 가로 초점에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관계적 구정보에서 나타나는 예도 있다. 

(16)Q. 이 집에서는 누가 문제지?
A. 철수야 걱정 없고, 아마 동생이 취업 때문에 문제지 뭐.

(임동훈 2015:355)

(17)Q. 다현이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지?
A. 다현이야 수학을 좋아하지.

(16A)의 ‘철수’는 관계적 신정보, 곧 가로 초점으로 제시되었으며, ‘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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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17A)의 ‘다현이’는 앞서 제시된 질문에 
이미 언급된 요소이다. 따라서 관계적 구정보인데 ‘-(이)야’가 결합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다현이’가 다른 요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앞서 ‘-는’도 맥락에서 대조의 대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조]의 의미가 약화되고 [주제]를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에 상응하는 현
상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이)야’도 관계적 구정보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
며, 대조 대상이 불명확한 맥락에서는 [주제]의 용법처럼 쓰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7A)에서 ‘-는’이 아닌 ‘-(이)야’를 사용함으로써 ‘다현이가 수학
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당연하다’ 정도의 의미가 읽힌다. 이와 같은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다. 채 완(1977:28-30)
에서는 ‘-(이)야’의 의미를 [대조+당위성]으로 기술하였다. ‘-(이)야’는 대
조를 나타내는 ‘-는’과는 언제나 교체가 가능하고, 객관적인 묘사문에서 쓰
이면 어색하며, ‘물론, 당연히’ 등 당위성을 나타내는 부사와 잘 호응하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이익섭·채 완(1999), 이익섭(2005)에서
도 이와 비슷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도 선행 연구의 기술을 
받아들여 ‘-(이)야’의 기본적인 의미를 [당위 대조]로 보고자 한다. (17B)
와 같이 대조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맥락이라면 [당위 주제]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보조사 ‘-(이)야’도 맥락에 따라 척도적 대안집합을 상정할 수 있다. 실
현 가능성에 따라 척도적 대안집합이 상정되고, 세로 초점으로 실현된 선행 
요소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요소들은 배제된다.

(18)가. 석사학위 소지자야 취업이 잘 되겠지.
나. 재모는 귤 10개야 금방 먹어치울 수 있다.

(18가)에서는 취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박사후과정 이수자, 박
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 정도가 상정된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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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소지자’가 선택되었다. 이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자’보다 학력이 
높은 ‘박사후과정 이수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은 취업이 잘 될 것이고, 학
력이 낮은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업이 되기 어렵다는 대안집합적 의미가 읽
히게 된다. (18나)에서는 금방 먹어치울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1개, 2개, 
…, 10개, 11개 …} 정도의 대안집합이 형성된다. 이중 ‘10개’가 선택되어 
세로 초점으로 제시됨으로써, 1개부터 10개까지는 쉽게 먹을 수 있지만 11
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야’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의미도 관련이 있는 형태
소 ‘-야’도 존재한다. 형태적·의미적 유사성 때문에 보조사 ‘-(이)야’와 동
일한 형태소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구분하고
자 한다. ‘-야’는 ‘-는’과는 교체되지 않지만, 보조사 ‘-만’과 교체되는 경
우가 있다. 임동훈(2015:355-356)에서는 보조사 ‘-만’과 교체될 수 있는 
‘-야’의 용법을 [적극적 배제]의 용법이라고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용법의 
‘-야’는 ‘-이-’가 개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척도적 대안집
합만을 상정하고, 또한 [필요조건] 맥락에서만 사용된다고 한다(임동훈 
2015:356). 이익섭·채 완(1999:218-219)에서도 ‘-는’과 교체되지 못하는 
‘-야’의 용법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말뭉치에서도 ‘-만’에 대응되거나, 
아예 ‘-만’과 함께 출현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19)가. 어려서 궁안으로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왔다는 그들.
(BTBF0265-00022632)

나. … 오징어 한 마리를 사려면 눈깔과 다리 열 개가 모두 달려 있
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야만 돈을 내고는 하던 시절, …

(BTEO0089-00011776)

(19가)의 경우에는 ‘죽어서야’를 ‘죽어서만’이나 ‘죽어서야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어딘가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척도의 대안집합 {하룻밤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정도를 형성하고, 이 중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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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를 선택하여 초점화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19나)에서는 실제
로 ‘-야만’의 조사 중첩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도 {적당히 살펴본 다음, 
자세히 살펴본 다음, 눈깔과 … 확인한 다음} 정도의 대안집합이 형성되고, 
이 중 오징어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는 취하지 않을 것 같은 조치를 세로 
초점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형태적·의미적 차이로 인해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야’와 ‘-
야’ 각각을 독자적인 형태소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이)야’는 보조사
로 확정지을 수 있지만, ‘-야’의 문법상 범주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 (19)의 예에서는 보조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명사구와는 결합하는 예를 찾기 어려워 단순히 조사라고 범주화하
기 머뭇거리게 된다. 또한 ‘-어야’나 ‘-(이)라야’ 등과 같은 형태에 포함되
어 있는 ‘-야’는 [필요조건]을 나타내므로, ‘-야’와 같은 형태소로 간주할 
수 있는데 ‘-어야’나 ‘-(이)라야’ 등은 현대 한국어에서 연결어미로 취급된
다. 
  이와 같은 범주상의 혼돈이 생기는 것에는 통시적인 원인이 있는 듯하다. 
‘-(이)야’와 ‘-야’의 소급형은 ‘-’로 볼 수 있는데, 이 형태소가 통시적 
변화를 거쳐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희(1995:525-534)에서는 용언 어
간에 직접 결합하던 ‘-’가 점차 연결어미 ‘-어’나 ‘-라’ 뒤에 결합하는 
형식으로 바뀐 것임을 밝혔다. 박진호(2015:422-425)에서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명사와 동사, 혹은 체언과 용언 사이의 구별이 현대 한국어보다 
느슨하여 이 두 범주의 넘나듦이 더 자유로웠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의 
분포도 더 넓었으리라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를 다루는 본고에서는 ‘-(이)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어야’나 ‘-(이)라야’ 등에서 관찰되는 ‘-야’까지도 다루고
자 하는 것은, ‘-도’에서도 ‘-어도’, ‘-라도’ 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말과 같
다.46) 그러나 연결어미로 분류되어 있는 형태를 보조사 연구에 끌어올 경

46) 이현희(1995)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도’도 ‘-’와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에 
직접 결합하다가 점차 ‘-어도’, ‘-라도’ 등의 형태로 변화했음을 밝혔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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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공시적인 보조사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본고는 현대 한국어의 
관점에서 조사 중첩 구성과 보조사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확실히 보조
사로 볼 수 있는 ‘-(이)야’만을 다룰 것이다.
  보조사 ‘-(이)야’는 [당위 대조] 혹은 [당위 주제]를 나타낸다. 부정-수
정 검증법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20)다현이야 수학을 좋아하지.
가. 아니야. *상원이가 수학을 좋아해.
나. 아니야. 다현이는 영어를 좋아해.

[당위 주제] 용법으로 쓰인 (20)에 대한 부정-수정 검증으로는 (20가)보
다는 (20나)가 더 적절하다. 만일 선행 맥락으로 ‘다현이랑 상원이랑 하은
이는 무슨 과목을 제일 잘하지?’가 존재하여 [당위 대조]라고 하여도 이러
한 결과는 유지될 것이다. 즉 보조사 ‘-(이)야’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지 않는다.

  5.4.2. 보조사 ‘-(이)야’가 포함되는 조사 중첩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지 않는 보조사 ‘-(이)야’는 뒤에 
의미격 조사가 중첩될 수 없다. 언제나 ‘의미격 조사 + -(이)야’의 순서만 
가능하다. 

(21)가. 시즌에는 부상으로 컨디션이 안좋아 별 활약을 못했다가 한국시
리즈에서야 조금이나마 제 몫을 한 것 같아 다행이다.

 (BTAL0059-00003114)
나. 고향? 죽어서 혼으로야 가겠지. (BTEO0091-00048390)

문에 ‘-도’도 ‘듣도 보도 못하다’에서처럼 이전 시기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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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장난이 벌에게야 몹쓸짓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재미
가 있는가? (BTHO0370-00017681)

‘-(이)야’가 (19가)에서는 ‘-에서’와, (21나)에서는 ‘-으로’와, (21다)에서
는 ‘-에게’와 중첩되고 있다. 이렇게 의미격 조사가 선행하고 ‘-(이)야’가 
후행하는 구성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나, ‘-(이)야’가 선행하고 의미격 
조사가 후행하는 구성은 찾을 수 없다. ‘-(이)야’는 전경 의미로 비대안집
합적 의미만을 나타내므로, 선행 요소에 대안집합적 의미를 먼저 더하기 위
해 순서가 바뀔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조사 ‘-(이)야’는 문법격 조사와 함께 중첩될 수도 없다. 

(22)가. 응달 바위산 돌 틈에도 진달래야(*가) 피겠지만, …
(BTHO0415-00017962)

나. 그 소년은, 작별하는 이 마당에 그만한 봉사야(*를) 못 하랴 생
각하고 허리를 구부려 스님의 산들메를 매기 시작하였습니다.

(BTHO0431-00010448)

(22가)에서 선행 명사구 ‘진달래’는 주어로 쓰이지만, ‘-(이)야’가 출현했다
면 주격 조사 ‘-가’는 출현할 수 없다. (22나)에서도 선행 명사구 ‘봉사’가 
목적어이므로 대격 조사 ‘-를’이 올 자리일 듯하지만, ‘-(이)야’와 함께 중
첩될 수는 없다. 이는 보조사 ‘-(이)야’가 전경 의미로 비대안집합적 의미
만을 나타내서, 문법격 조사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의미 중복을 일으키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5.5. 보조사 ‘-(이)나’

  조사 ‘-(이)나’는 접속조사적인 용법과 보조사적인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두 용법이 같은 조사의 다의적 용법인지, 아니면 동음이의적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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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에 따라서는 논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홍사만(2002:267)에서는 동일
한 조사의 다의적 용법으로 처리하였지만, 동음이의적 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을 밝혔다. 최 련(2015), 류병률(2013)에서는 두 용
법을 다의적인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나’가 대안집합 중 선택된 세
로 초점 하나만을 문면에 드러내고 나머지 자매항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
지만(보조사적 용법), 선택 가능한 자매항을 모두 문면에 드러낼 수도 있는 
것(접속조사적 용법)으로 본다면 두 용법을 다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보조사로 볼 수 있는 ‘-(이)나’의 용법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기술하고, 이와 같은 의미가 조사 중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5.5.1. 보조사 ‘-(이)나’의 의미

  기본적으로 보조사 ‘-(이)나’는 척도적 대안집합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해승(2014:44-46), 박진호(2015:413-422)에서는 ‘-
(이)나’가 주관 대량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주관적인 기준을 상정하고 이 기준보다 실제량이 많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에 ‘-(이)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문면
에 드러나지 않은 모종의 자매항들을 떠올리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동훈(2015:357-359)에 따르면, 보조사 ‘-(이)나’는 [배제됨]을 나타내
는 보조사로, 대안집합의 자매항들을 배제하고 남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
에서 [잔여]의 보조사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홍사만(2002:267-272)에서
도 다른 자매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이 배제됨에 따라 이 항목이 소극적
으로 선택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진호(2015:420-421)에서는 ‘-(이)나’가 주관대량 표현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평가절하의 의미로도 쓰여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먼저 주관대량 표현으로 쓰이는 보조사 ‘-(이)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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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가. 지혜는 이번에 세뱃돈을 100만원이나 받았다.
나. 찬호는 이번 영어 시험에서 90점이나 받았다.

(23가)에서는 ‘지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세뱃돈을 순서대로 나열한 척도 
집합 {1만원, 10만원, 100만원, …}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 낮은 가능성
의 돈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지혜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은 큰 돈을 받
아 놀랍다는 의미도 읽힌다. (23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찬호’가 받을 만한 
영어 시험 점수의 집합 {10점, 20점, … 90점, 100점}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음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90점은 평소의 기준보다 높
은 점수라는 의미가 읽힌다. 두 경우 모두 주관대량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반대로 평가절하의 의미로 쓰이는 보조사 ‘-(이)나’는 아래와 같
다.

(24)가. 운동 초보나 이런 아령으로 운동한다.
나. 유치원생이나 이런 농담을 좋아한다.

(24가)에서는 ‘이런 아령’이 상당히 가벼운 아령일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리고 그런 가벼운 아령을 들 만한 사람들을 실현 가능성의 순서대로 나열하
면 {운동 초보, 운동 애호가, 역도 선수} 정도가 된다. 이 중 하위값인 ‘일
반인’이 세로 초점화되어 문면에 출현하고, 세로 초점보다 높은 수준의 자매
항은 배제된다. (24나)에서도 ‘이런 농담’은 어릴수록 좋아할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 그런 농담을 좋아할 만한 사람의 집합 {유치원생, 초등학생, 청소
년, 어른} 중 하위값인 ‘어린이’를 선택한 후 나머지 초과값은 배제된다. 
  이와 같은 ‘-(이)나’의 주관대량 혹은 평가절하의 의미는 맥락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대안집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3)과 (24)의 의미가 
전혀 반대로 읽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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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 지혜 아버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지혜는 이번에 세뱃돈을 
100만원이나 받으려나.

나. 찬호는 이번에 공부를 너무 안해서, 이번 영어 시험에서 90점이
나 맞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

(26)가.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아령으로 운동한다.
나. 어른들이나 이런 농담을 좋아한다.

(25)에서는 맥락이 추가되고 문장의 시제 및 양태 표현이 바뀌면서 주관대
량의 의미가 주관소량의 의미로 전환되었다.47) (25가)에서는 ‘지혜’는 부잣
집 아이로 예상되고, 세뱃돈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정도가 될 것이다. ‘100만원’은 그 중 상
당히 낮은 가능성임을 나타낸다. (25나)에서도 유사하게 ‘90점’은 낮은 가
능성을 나타낸다. 즉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은 (23)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48) (26)에서는 주어가 바뀜으로써 
평가절하의 의미가 사라졌다. (26가)의 ‘이런 아령’은 상당히 무거운 무게의 
아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농담’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24)과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의미를 종합하여 ‘-(이)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척도적 대안집합 형성 및 그 극점값 초점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극대값을 
초점화하는지 극소값을 초점화하는지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
다.49)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나’의 의미를 [척도 선택] 용법이라고 부르
47) 박진호(2015)에서는 주관대량 표현과 주관소량 표현이 동요되는 현상이 중국

어 등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국어의 부사 ‘就’, ‘才’, ‘都’ 등이 이러한 
주관량의 동요 현상을 보이는 예로 지목되었다(박진호 2015:419-420).

48) 보조사 ‘-(이)나’에 정도의 용법(홍사만 2002), 혹은 어림의 용법(임동훈 
2015)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말고사까지 며칠이나 남았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용법을 (25)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법
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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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척도 선택]의 보조사 ‘-(이)나’는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가 약한 편이
지만, 아주 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를 
기준으로 연속선상에 보조사를 나열한다면, 중간 정도에서 조금 약한 정도
에 놓일 것이다. ‘-(이)나’에 부정-수정 검증법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27)운동 애호가나 이런 아령으로 운동한다.
가. 아니야. 운동 애호가는 이런 아령으로 운동 안해.
나. 아니야. 일반인이 이런 아령으로 운동해.

(27)에서 (27가)와 (27나)는 모두 적절한 부정-수정으로 여겨진다. 비대
안집합적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하는 (27가)는 적절한 
발화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대안집합적 의미에 주목하여 부정-수정하는 
(27나) 역시도 다소간 어색한 듯하나 큰 문제는 없다. 즉 대안집합적 의미
를 전경 의미로 강하게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완전히 배경 의미로만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49) 실현 가능성의 극대값을 나타낼지 극소값을 나타낼지 결정하는 요인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수량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관 대
량 및 주관 소량에서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요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 등 주요 문법 관계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의 극대와 극소 각각
에서 대안집합의 나열 순서를 바꾸는 요인은 주로 세상에 대한 화용적 지식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법 관계나 시제와 같은 통사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임동훈(2015:358)에서는 realis와 irrealis 맥락에 따라 이러
한 차이가 나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흥미
로운 일이겠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다루지 않고 후일의 작업으로 미루어두고자 
한다. 척도 함축의 구조를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 연구로는 류병률
(201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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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보조사 ‘-(이)나’가 포함되는 조사 중첩

  보조사 ‘-(이)나’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기 어려우나, 
조금은 가능할 수 있다. 때문에 특정한 맥락에서만 ‘-(이)나 + 의미격 조
사’ 및 ‘-(이)나 + 문법격 조사’ 와 같은 중첩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
부분의 맥락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중첩 구성이 불가능하나, 부정사와 
함께 쓰일 때에는 가능한 것이다.

(28)가. 이런 경험은 누구나에게 있다. (BTIO0142-00021896)
나. 철학적인 탐구는 보통 정도의 직관과 상식을 가진 아무나가 

대등한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야지, …  (BTHO0120-00050939)

(28가)에서는 ‘-(이)나’ 뒤에 의미격 조사 ‘-에게’가 중첩되었다. 이때 ‘누
구에게나’로 바꾸어도 된다. (28나)에서는 ‘-(이)나’ 뒤에 문법격 조사 ‘가’
가 중첩되고 있다.
  ‘-(이)나’는 ‘누구’나 ‘아무’ 등 부정사와 결합하여 전칭성을 나타낸다(홍
사만 2002:275-281). 이러한 경우는 (28)와 같은 조사 중첩 구성이 쉽게 
가능하다. 그러나 부정사가 아닌 일반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
성이 비교적 어렵다. 실제로 말뭉치에서 부정사 외의 명사와 ‘-(이)나’가 
결합하고 뒤에 의미격 조사나 문법격 조사가 중첩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
다. 물론 ‘누구나, 아무나’ 자체가 하나의 굳어진 구성으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누구에게나, 아무한테나’ 등 다른 조사의 
개입, ‘아무 것이나’와 같이 다른 단어의 개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복합어
로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보조사 ‘-(이)나’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가지는 강도가 조금 
약하다.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가 약한 보조사는 비대안집합적 의미만 전
경 의미가 되기 쉽다. 비대안집합적 의미만이 전경 의미라면, 보조사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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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격 조사 앞에 위치할 이유가 없고, 문법격 조사와는 의미 중복을 이루어 
중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나 + 의미격 조사’의 순서나 ‘-(이)나 + 문법격 조사’의 중첩이 불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보조사 ‘-(이)나’는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전
경 의미로 나타낼 가능성이 아예 없을 만큼 약하지는 않다. 이에 특수한 환
경에서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서 선행 요소에 더해주는 중첩 구
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특수한 환경이란 부정사와 결합할 때이며, 부
정사와 결합할 때에는 대안집합적 의미가 강하게 읽힌다. 예컨대 (28가)는 
비대안집합적 의미, 곧 특정할 수 없는 ‘누구’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는 의
미가 아니다. ‘누구’가 가지는 부정의 의미와 ‘-나’가 가지는 척도적 의미가 
더해져, 이런 경험을 가질 만한 사람의 집합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즉 (28가)의 전경 의미는 ‘이런 경험이 누군가
에게 있다’가 아니라, ‘이런 경험은 {모든 사람의 대안집합}에 있다’가 된다. 
이렇게 대안집합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맥락에서는 ‘보조사 + 의미격 
조사’와 같은 순서가 가능해지거나, ‘보조사 + 문법격 조사’와 같은 중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본고에서는 보조사의 대안집합적 의미가 조사 중첩 구성에 관여한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본고가 가지
는 의의를 간략히 기술한 뒤,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조사 중첩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대한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용어 및 개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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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1에서는 격조사를 둘러싼 개념들, 특히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거나 포괄하는 범주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 정
리하였다. 격, 문법 관계, 의미역을 각각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격조사를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격 조사, 의미역을 나타내는 의미격 조사라는 하위 부류로 나누었다. 2.2에
서는 연구의 대상을 확정짓기 위해, 단일 조사로 보아야 하지만 조사 중첩
으로 오인되는 복합조사를 정의하여 이를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사 중첩과 관련된 조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3.1에
서는 의미의 순차적 결합, 의미 중복 및 충돌, 의미 포괄 관계 등의 원리가 
조사 중첩을 구성하는 일반 원리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3.2에서는 조사 
중첩과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사 범주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
았다. 보조사는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그 자매항에 대해 의미적 연산을 가하
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보조사의 의미를 대안집합적 의미라고 이름을 붙였
다. 반면 일반적인 격조사가 나타내는 의미와 같은 의미는 비대안집합적 의
미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두 의미 중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
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부정-수정 검증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보조사의 의미 중에서 작용역 개념은 조사 
중첩 구성과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확인한 보조사의 의미가 조사 중첩 구성
과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안집합적 의
미가 강한 보조사 ‘-만, -까지, -부터’를 살펴보았다. 이런 보조사는 모두 
말뭉치에서 ‘보조사 + 의미격 조사’의 중첩 순서로 나타날 수 있었고, 문법
격 조사와 중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 중첩 구성이 대안집합적 의미
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도 확인하였다. 한편 
제5장에서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강도가 약한 보조사 
‘-는, -도, -(이)야, -(이)나’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보조사들
은 ‘의미격 조사 + 보조사’의 순서로만 중첩되었고, 문법격 조사와는 중첩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나’는 중간자적인 성격을 보여, 특수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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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러한 중첩 구성이 가능하였다.
  종합하자면, 본고에서는 보조사의 의미적 특성을 대안집합적 의미로 규정
하고, 이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강도가 보조사마다 다르
다는 의미·기능적 특성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에 따
라 보조사 부류를 연속선상에 위치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본
고에서 확인한 보조사를 연속선상에 위치시켜보면, 아래와 같은 도식을 그
릴 수 있다. 

<그림6-1>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 연속선
-는-도-(이)야 -(이)나 -까지-부터 -만

(약함)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 (강함)

이러한 대안집합적 의미의 강도는 보조사 자체의 특성이지만,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낼 수 있는 힘은 맥락에도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도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가가 달라
지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조사가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낸다면, 의미격 조사에 선
행하여 중첩 구성을 이룰 수 있었다. 보조사의 특징적인 의미를 의미격 조
사보다 먼저 선행 요소에 결합시키기 위한 분포로 추정된다. 또한 보조사가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낸다면, 문법격 조사와 중첩될 수 있었
다.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격 조사와 의미 포괄 관계를 이루게 
되어 중첩이 가능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보조사의 대안집합적 의미
라는 특성을 확인하고, 이 의미 특성에 따라 조사 중첩이라는 형태통사적 
구성이 영향을 받는 현상에 대해서 기술한 것은 본고의 작은 의의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본고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모든 
조사 중첩 구성 및 보조사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본고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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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지 않는 예외나 모순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말뭉치 도출 연구의 방식을 택하였으나, 말뭉치 자체가 
모든 한국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미론적·화용론적 
개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보조사의 대안집합적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의미론적 사항들, 그리고 보조사의 일차의미와 이차
의미를 둘러싼 복잡한 화용론적 사항들을 모두 다룰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두루 살필 수 있다면 더 정밀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상의 아
쉬움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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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Korean Particles 
to Combination of Particles and Case Markers

Koh, Donghy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iscover how the alternative-set-meaning of 
Korean particles, so-called auxiliary particles, affects combination of 
particles and case markers. Particles have the alternative-set-meaning 
as their categorical meaning. An alternative set is a set of sister 
members, or paradigmatic elements, of the particle attached element in 
a sentence. The alternative-set-meaning appears through calculation of 
particle’s own meaning on the alternative set. 
    A particle has the non-alternative-set-meaning as well, which can 
appear without the particle. Therefore, a particle has the non- 
alternative-meaning and the alternative-set-meaning simultaneously. 
And the alternative-set-meaning can be read as a foreground meaning, 
or just as a background meaning, depending on the power of the 
alternative-set-meaning of it. The power varies from particle to 
particle so that it is possible to locate particles on continuum of it. In 
addition, foregrounding of the alternative-set-meaning depends on the 
context as well. Negation-correction test reveals whether the 
alternative-set-meaning is foregrounded or not.
    A particle has to have the alternative-set-meaning as its 
foreground meaning for preceding a semantic case marker, 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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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ing with a grammatical case marker.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with several general principles which determine the 
combination of particles and case markers: principle of meaning ordered 
combination, meaning overlap, and meaning inclusion. When a particle 
has the alternative-set-meaning as its foreground meaning, an order 
change from ‘particle after semantic case marker’ to ‘particle before 
semantic case marker’ is possible because the meaning ordered 
combination principle makes it worth. And in the same situation, a 
particle can combine with a grammatical case marker because it has the 
meaning inclusive relation with the marker. If the particle has the 
alternative-set-meaning just as a background meaning and the 
non-alternative-set-meaning as a foreground one, their relation will 
be the meaning overlapping so the combination is impossible.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combination of particles and case markers via 
Korean corpora.

Key Words: combination of particles and case markers, particle, 
grammatical case marker, semantic case marker, sister 
members, alternative set, the alternative-set-meaning, the 
non-alternative-set-meaning, foreground meaning, 
background meaning, negation-correction test.

Student Number: 2018-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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