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조 · 양보의 접속어마의 의미연구( 1 ) 

기 동
 

o. 우리 말에는 다음과 같은 대조 및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의 접속어미가 있다. 

(1) 기 . 철수는 갔지만 창수는 가지 않았다. 

L. 철수는 갔는데 창수는 가지 않았다. 

C . 철수는 갔으나 창수는 가지 않았다. 

2.. 철수는 갔어도 창수는 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대조 및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도’， ‘~더라도’ 및 ‘'"'-'2.지라 

도’의 뜻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말의 대조 및 양보의 접속어미는 양인석 교수(1975)가 

접속어미를 포괄척으로 다룬 논문의 일부로 취급되어 있다. 이 외에 점속어미에 대한 연구 

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의 경우에도 접속사 ‘and’에 대한 연구는 여러 펀 있으나 반대나 대초의 의미를 나타 

내는 접속사에 대한 갚이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R. Lakoff (1 971)가 접속사 ‘and’, ‘but’ 

및 ‘or’를 갚이 있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R. Lakoff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접속사의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정 (presupposition)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제시해 놓았다. R. Lakoff이 다룬 세 접속사 중， ‘but’의 취급이 이 논문이 다루려고 하는 

문제 와 관련되 어 있으므로 그 내 용을 간단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R. Lakoff은 접 속사 ‘but’의 기 능을 의 미 상의 반대 (semantic opposition)와 기 대 의 부정 

(denia! of expectation) 의 두가지로 나누었다. 다음 예문이 위의 분류가 필요함을 보여준 

다. 

(2) 기 . John is tall but Bill is short. 

L . John hates ice cream, but 1 like it. 

(3) 기 • John is tall but he is no good at basketba!l. 

L . John hates ice cream, but so do 1. 

(2)의 두 문장의 각각은 접속사 ‘but’으로 연결된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문장에는 의미상의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쓰였다. (2 기)에는 ‘ ta ll’과 ‘short’이， (2L)에는 

‘hates’와 ‘ like’가 대조되어 있다. 그러나 (3)의 두 문장에는 이러한 대조를 보여주는 단어 

가 쓰이지 않았다. (3 기)의 경우 ‘ tall’ 이 쓰였지만 ‘ tall’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를 ‘but’ 뒤에 

오는 문창 속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3 L )에서도 ‘hates’와 대조가 되는 단어를 ‘but’ 

뒤에 오는 문장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3) 에 쓰인 ‘ but'의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 

정 이 필요하다고 R. Lakoff은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드로 다음과 같은 가정이 (3)의 문장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3 기) 

의 경우 키가 크면 일반적으로 농구를 잘 한다는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예상과 반대가 됨 

129 



130 語學lVf究 第13卷 第 2 號

을 ‘but ’가 나타낸다. (3L)의 경우， 촌은 아이스크렴을 싫어하더 라도， 일반적우로 사람들이 

아이스크렴을 좋아하묘로 나는 아이스크렴을 좋아하리 라는 예 상과는 달리 나도 아이스크립 

을 싫어하니， 기대에 어긋남을 표시하기 위해서 ‘but’가 쓰였다. 

우리말의 정속어미를 살펴보는데도 의마상의 대초 및 기대의 부정의 개념이 필요함을 다 

음과 같은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r 갔지만1 
'- ) 갔는데 [ 

(4) ? 철수- < >장수는 겼다. '"" 1 갔으나 l 
k 갔어도/ 

/갔지만1 
|갔는데[ 

(5) 철수」 l ) 창수는 안 갔다. 
는 1 갔으나 l 

k 갔어도j 

(4)의 문장이 이상한 것은 첫 접속문과 둘째 정속문의 주어는 대조가 되어 있으나 슐부 
에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혜문이다. 반연 (5)의 경우 ‘갔다’와 ‘안 갔다’가 대조되어 있 

무므로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대조는 형용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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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 연필은 ( ) 저 연필은 길다. 
| 거나 | 
\길어도/ 

(6)의 경우 첫 접속문에 쓰인 ‘길다’ 와 둘째 접속문에 쓰인 ‘짧다’ 가 대조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7)의 경우에는 (6)에서외 같은 대죠가 성립되지 않아서 이상 

한 문장이다. 

( 4""7)의 예문에서 살펀 관계를 의머상의 대초라고 말한다면 아래에서 살펴볼 경우는 기 
대의 부정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r좁지만 1 
1 -"ε 。 Ll I

(9) 이 강은 〈후자니 l 너무 깊다. 
I l:J ..... , --1- I 

l좁은데 j 

(9)에서 ‘좁다’와 ‘깊다’가 대조되어 있으나 이 두 낱말은 반의어의 관계에 있지 않다 ‘좁 

다’는 폭을 젤 때 쓰는 낱말이므로 그 반의어는 ‘넓다’가 되어야 한다. ‘갚다’는 수직적인 

갚이를 갤 때 쓰이는 단어이으로 그 반의어는 ‘얄다’가 되어야 한다. 딩1 록 ‘좁다’와 ‘갚 

다1 가 반의어의 관계에 있지는 않아도 문장 (9)는 좋은 문장이다. 그러묘로 반대의 뭇 

을 나타내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반대어의 대럽만은 아니다. (9)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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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뭇은 가정에 있다. 즉 강이 좁으연 깊이도 얄을 것이라는 예상과븐 달리 갚이는 깊 

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는 강이 좁으면서도 갚기를 바랐￡나 그렇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간추려 보면， 대조 접속어미에 연결되는 두 운장 사이의 관계는 대조 

되는 낱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대나 예상이 어그러질 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말과 영어는 비슷한 점이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접속어미 ‘~도’ 

‘~더라도’， ‘~근지라도’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도. 접속어미의 일부로 쓰이는 ‘도’ 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도’가 꼭 있 

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접속어미와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전자에 속하 

는 어미로는 ‘~도’， ‘~더라도’와 ‘~묘지라도’가 있는데， 이들 어미에는 ‘∞도’가 쓰여 

야 접속어미의 구실을 할 수가 있다. ‘도’가 없는 ‘더라’ 및 ‘지라’가 있￡나 이들은 접속 
어며의 구실을 하지 옷한다. 후자에 속하는 어미로는 ‘~서’ ， ‘~면서’， ‘~는데’ 및 ‘~ 

고’ 동에 ‘도’가 뒤따라 쓰이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이든 ‘도’가 쓰일 째는 첨가， 댄조 및 

양보의 돗을 나타낼 수 있으으로 이 돗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1.1. 첨가. 다음 각 쌍의 문장을 A와 B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하자. 

(1 0) A : 비가 오니 다리가 쑤신다. 

B: 난 구름만 끼어도 그렇게 된다. 
(11) A : 난 커피를 마시연 소화가 안된다. 

B: 난 담배를 많이 피워도 소화가 안된다. 
(12) A : 그 둘은 결혼하기 전에 자주 만났다. 

B: 결혼하고서 도 자주 만난다. 

(10-12)의 (B)품장에는 ‘도’가 쓰였는데 이혜의 ‘도’는 첨가를 나타낸다. (1 0)의 경우 

(A)문장의 ‘오니’는 다리가 쑤시는 이유를 나타내는떼， (B)운장의 ‘끼어도’ 는 비가 오는 

것과 같은 다리가 쑤시는 또 다른 이유가 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는 것과 구름 

이 끼는 것은 같은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된다. (11)의 경우 커피흘 마시는 것이 소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은 커피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 

임을 ‘도’가 나타낸다. 

그런데 형태상으로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접은 ‘~니 ’ 및 ‘~면’과 같은 정속어미 다음에 

는 ‘~도’가 올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니도’나 ‘~면도’ 같은 형태는 없다. 

그러묘로 접속어 미 ‘~도’는 경우에 따라서 ‘~니’ 나 ‘~면’의 뭇을 나다내게 된다. 접속 

사에 따라서는 ‘~도’가 자연스럽게 같이 쓰이는 것도 있다. ‘~고(도)’， ‘~면서(도)’， 

‘~셔 (도)’ 퉁이 이 에 속한다. 

1. 2. 대조. 대조의 풋을 나다내는 경우의 ‘도’는 한정사(는， 만， 라도， 이나 등)와 밀접 

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접속어미 ‘~도’나 또 어 떤 접속어미가 한청사 ‘도’ 와 같이 쓰 

대조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한청사 ‘는’ 이 그 의미를 뚜렷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한정사가 쓰이연 문장이 이상하게 된다. 

(13) 기. 난 쇠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 

L ?난 쇠고기를 먹어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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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난 쇠고기만 먹어도 돼지고기만 안 먹는다. 

2.. ?난 쇠고기도 먹어도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 

(1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조 접속어미 ‘~도?가 쓰일 경우 한정사 ‘는’은 자연스 

러우나 그 외의 한청사는 부자연스럽다. 

단문에 있어서 한정사 ‘도’가‘ 두 번 이상 쓰이연 해석에 혼돈이 오는 것 같다. 

(14) 기 . 나도 책도 샀다. 

L. 철수도 집에도 갔다. 

(14)의 두 문장을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의미를 밝혀 내기가 어렵 

다. 접속어 ‘~도’도 한정사 ‘도’와 마찬가지로， 한 문장에 한정사 ‘도’와 같이 쓰이변 해 

석이 어렵게 된다. 

(15) 기. 철수도 책을 사도 

L. 철수가 책도 사도 

위에서 우리는 어미 ‘~도’와 제한사 ‘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 우리는 어미 

‘~도’가 나타내는 대조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어미 ‘~도’ 가 접속어마로 쓰일 경 

우 다음과 같은 뭇이 내포되는 것 같다. 즉， 첫 접속절과 둘째 접속철에 대조되는 성분이 

한청사 ‘는’과 같이 나타난다. 이 대조되는 성분은 같은 무리나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 

S로 예상되나 실제는 예 상에 어긋난다는 대조의 의미가 ‘~도’ 에 담겨 있다. 

(16) 기. 형은 커도 동생은 작다. 

L. 오른쪽 발은 커도 왼쪽 발은 작다. 

t. 철수는 가도 명수는 안 갔다. 

(16 기)의 문장은 형제이니 형이 크면 동생도 크리라는 예상이 실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 

다는 풋이다. Cl6L) 문장은 오른발과 왼발은 짝이 니 오른발이 크연 왼발도 크리라고 예상 

이 되지만 실제에는 그렇지 옷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16t) 문장은 철수와 명수는 같이 

행동하리라고 예상되었￡나， 이 예상과는 달리 철수만 가고 명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뭇을 담고 있다. 

I. 3. 양보. 어미 ‘~도’는 대조와 양보의 돗을 전달하는데， 이 두 뜻을 구별지어 주는 것 

은 제한사이다. 첫 접속철에 제한사 ‘는’이 쓰이연 대조의 뭇을 나타내고， ‘는’ 대신 ‘가1 

가 쓰이면 양보의 돗을 나타낸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하여 보자. 

(17) 기. 장수는 가도 명수는 안 간다. (대조) 

L. 창수가 가도 명 수는 안 간다. (양보) 

(17 기)은 대조의 뜻을 담은 문장이고， (17 L )은 양보의 풋을 담고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는 Cl7 L )과 같이 어미 ‘~도’가 나타내는 양보의 풋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Cl7 L )과 같은 양보문에는 다음과 같은 듯이 담겨 있다고 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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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 예상 : 창수가 가면 명수도 갈 것이다. 

L. 대조 : 창수가 가는 조건 아래서도 명수는 안 간다 

양보절에 담긴 가정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이 가청의 뭇은 첫 선속절의 어 

느 성분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07L )의 첫 점속절 

을 이루고 있는 ‘창수’ 나 ‘가(다)’ 중 어느 한 쪽이 더 강조가 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강 

조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창수’가 강조되면 (19)와 같은 가갱이， 

그리고 ‘가(다)’ 가 강조되면 (20)과 같은 가정이 더해진다. 

( 19) 가정 : 명수를 가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창수다. 

(20) 가청 : 영수를 가게 하는데 창수가 할 수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그가 가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어미 ‘~도’가 없는 문장에는 한정사 ‘도’가 쓰여서 문장의 어느 성분이 강조되는지 알 

수 있으나， 어미 ‘~도’가 쓰이연 한정사 ‘도’ 의 쓰임이 제한되므로 어미 ‘~도’가 쓰이는 

경우에는 강세로써 문장의 어느 부분에 춧접이 있는지를 표시할 수가 있다. (21)의 고닥 

부분이 ‘도’ 와 같이 쓰였는데 문장의 춧점 이 그 부분에 있다. 

(21) 끼. 칠수도 거기서 책을 샀다. 

1... 철수는 거기서도 책을 샀다. 

C. 철수는 거기서 책도 샀다. 

한펀 (22)의 문장에는 어미 ‘~도’가 쓰여서 제한사의 쓰임이 제한됨을 (기 -L) 문장에 

1 양보철 의 분석 은 Fi1lmore (1965) 와 Fraser (1971) 가 처 음으로 시 도해 보 았다. Fil1more (1965: 75) 
는 양보철에 따르는 함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래 문장 (1)에는 (2) 의 의 01 가 합의 
되어 있단고 보고 있다. 

(1) Even if John had come. 1 would have gone. 
(2) (i) expectation(past (positiveCJohn come)) 그negative (I go)) 

(One expects that John’s coming would have resulted in my not going.) 
(ii) negative(past(positiveCJohn come) ) 그negative(I go)) 

(I t is not true that John ’s coming would have resulted in my not going.) 
(iii) negative(past (John come) ) 

(John did not come.) 
(iv) positive(past(1 go)) 

(1 went.) 

Fraser (1 971 : 158)는 ‘even’의 문제를 다루는 논문에서 ‘even if’와 갇은 양보철을 다루었는데， 아래 
문장 (3)에는 (4)와 갇은 돗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3) Mary wi1l leave even if John stays. 
(4) a. Mary wi1l leave if John stays. 

b. Mary will leave if other things happen . 
c. One would expect that Mary would leave if John stays 
d. One would expect that Mary would not leave if John stays. 

Fi1lmore와 Fraser의 분석 에 공통되 는 점 은 둘다 예 상 (expectating ) 의 의 미 를 포함시 키 는 정 이 다. 우 

리말 양보청 의미분석에도 예상의 의미를 빼어 놓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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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사 ‘도’의 쓰임이 제한되묘로 (22 t:.:.)과 같은 문장에서 훨요 

한 춧점은 강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22) 기?철수도 책을 사도 

L ?철수가 책도 사도 

t:.:. . 첩수가 책을 사도 

(23) 문장위 슷을 예상， 가정， 대조연에서 살펴보면서 ‘~도’가 나타내는 양보의 뜻을 정 

리하여 보자. 

(23) 옷에 묻은 그 때 는 삶이-도 지 지 않는다. 

문장 (23)에 는 다음과 같은 풋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다. 

(24) 예상 : 그 때는 삶으면 질 것이다. 

가정 : 삶는 것이 그 째를 지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 조 : 위의 예상과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지지 않는다. 

11. '"더라도. 어미 ‘~도’가 쓰인 양보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미 ‘~더라도’가 쓰인 문 

장에 있어서도 제한사 ‘도’의 쓰임이 제한된다. 

(25) ? 철수도 오더 라도 나는 간다. 

어미 ‘~도’의 양보절과 마찬가지로 ‘~더라도’가 쓰인 양보절에 있어서도 그 문장의 동 

사가 춧점의 대상이 휠 수도 있고， 그 외의 다른 성분이 춧점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접에서 ‘~도’와 ‘~더라도’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도’와 ‘~더라도’의 용법이나 

그 의미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위의 두 어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어미 ‘~도’가 쓰인 양보절의 경우， ‘~도’ 

와 같이 쓰인 동사가 가려키는 동작이나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더라도’ 

와 같이 쓰인 동사가 가리키는 동작이나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실현성을 생 

각하지 않고 하는 순수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2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하여 보자. 

( 26) 가. 철수가 가도 영수는 안 간다. 

L. 철수가 가더 라도 명수는 안 간다. 

고덕 부분에 문장의 춧점 이 있다고 가갱할 때에， 위의 두 문장은 모두 다음과 같은 예 

상， 가청 및 대조의 뜻을 담고 있다. 

(27) 예 상 : 철수가 가면 명수도 간다. 

가청 : 명수가 가는데 칠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대조 : 같은 조건 아래서도 명수는 가지 않는다. 

2 ‘~도’ 와 ’~더 라도’ 의 차이 는 Quirk, et a l. (1972:747) 이 말하는 open condition과 hypothetical 
condition과 비 슷한 것 으로 생 각띈 다. Open condition이 란 어 떤 조건 이 충족되 느냐 되 지 않느냐의 운제 
플 생각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우리말 접속어 미 ‘~도’가 나타내 는 조건의 의마이다. hypothetical 
condition이란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리라는 예 상을 하연서 하는 조건이다. 

어마 ‘~2.지라도’는 동사의 과거형과도 쓰이는데. ’~더라도’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가갱 융 표시하 

며， 이 가갱의 조건은 최상이나 최하의 경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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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 (26)의 두 운장은 다음과 같은 접에 있어서 다르다. 

(28) 26 기 : 철수는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6L: 철수가 갈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정이다. 

과거형 동사가 ‘~도’와 ‘~더라도’와 같이 쓰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29) 철수가 갔어도， 명수는 안 갔다. 

(30) 철수가 갔더라도， 영수는 안 갔을 것이다. 

(29) 문장에는 가청의 돗은 거의 없고， 오히려 실제에 있어서는 ‘갔다’는 뜻을 담고 있 

다. 반면 (30)의 경 우는 순수한 가정 이 다. 즉 실제 로는 가지 않았는데 갔다는 가정 을 하는 

것이다. (26)에서와 같이 현재형이 쓰일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되으로 ‘~도’와 ‘~ 

더라도’의 구별이 확실하지 뭇하나， 과거에 일어난 일은 실제와 가정이 확실하므로 자연 

’ ‘~도’와 ‘~더라도’의 구벌이 확실하게 된다. 

I1I. '" 2지라도. 이것 역시 순수한 가청을 표시하는 양보철이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 71 서는 순수 가정을 나타내는 두 어미를 잘펴보기로 

(31) 그는 시험에 결릴지라도， 진학은 하지 옷할 것이다. 

‘~더라도’와 

하겠다. 

(31)의 경우 시험에 결리는 경우와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냐， 시험에 결리는 경우 진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로 생각된다. 진학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경우로 생각되는데도 진학을 못한다는 놀라웅의 
뭇을 문장 (31)은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31)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중 더 좋은 조건 아래서도 예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놀라웅의 풋이 당겨 있다. 

뿐만 아니라j 여러 조건중에서 가장좋은 조건 아래서도 예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가장 좋지 않은 조건아래서도 예상되지 않은 일이 얼어난다는 돗을 전하는데도 ‘rv c.지라 

도’가 쓰인다. 

(32) 난 벌어 먹을지 라도， 너에게 부탁을 하지 않겠다.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많다. 잘 사는 경우， 곤경에 처하지 않는 경우 둥이 있 
다. 이런 경우에 부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대신 벌어 먹을 정도로 가난한 경 
우에는 찰 사는 ‘녁’에게 부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는 뭇이다. 다시 말하면， ‘rv c.지라도’ 가 나타내는 가상의 조건은 모든 조건중에서도 가장 
강한 조건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최상(혹은 최하)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쓰일 경우- ‘~더 
라도’ 보다는 ‘rv c.지라도’가 더 자연스럽다 

(33) { ?천재이더라 천재일지라돋} 그 문제τ 풀지 못할 것이다 

(34) 아무리 빨리 걷는 { ?샤활짧략높} 서울서 부산까지 하루만에는 걸얀 가지 뭇한다· 

8 우리말의 접속어미 ‘~2지라도’가 냐타내는 의마는 영어의 접속사 ‘whether’와 ‘no matter WH’ 
(혹은 WH-ever)가 나 타내 는 의 미 와 비 슷한 점 이 많다. Quirk, et a1. (1972 ; 750-1)은 조건-양보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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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33) 과 (34)에서 ‘천재’ 나 ‘아무리 빨리’ 는 최 상의 돗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 

더라도’ 보다는 ‘"' 2.지라도’가 더 자연스럽다. 

IV. 우리 말 접속어미 중에는 대조 및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논 
문에서는 세 점속어미 ‘~도’， ‘~더라도’ 및 ‘"'2.지라도1 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위의 세 

접속어미는 모두 양보의 돗을 나타내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공통적인 이 양보의 의미 이외 

에 각 어미에는 특유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양보절에 포함된 초건의 실현 

성이다. 즉 주어진 조건을 화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양보절의 접속어미의 선택이 좌 

우된다. 주어진 조건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미 ‘~도1 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이 가능성을 크게 중요시 하지 않을 경우 어미 ‘~더라도’가 쓰인다. 이 실현가능 

성 이외에 ， 주어진 초건이 최상의 것이냐 아니냐가 어미 선택을 좌우한다. 순수한 가청하 

의 조건 중에서 가장강한 조건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어미 ‘"'2.지라도’가 쓰인다. 

이 논문에 취급된 접속어미는 모두 대조 및 양보의 뭇을 나타냉과 동시에 가상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이 논문에 취급되지 않은 ‘~지만’， ‘~으나’와 ‘~는데’도 대조 및 

양보의 풋을 나타내지만， 가상의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이 논문에 취급된 정속어미 

와 다르다. 이 두 그룹의 점속어미를 비교하여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접속 어미 ‘~도’는 첨가， 대조 및 양보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 중 어느 한 가지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는 데는 한정사의 역할이 큼이 이 논문에 

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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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bal Suffixes of Contrast and Concession 

Kee-dong Lee 

There are quite a few suffixes in Korean which denote contrast and concession. In 

this paper the i:hree su댐xes ‘-to,’ '-telato,’ and ‘-lcilato’ are deaIt with. The three suflixes 

above are similar in that they all denote concession. However, they are not the same. 

They are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 .... in terms of the speaker’s assessment of probabi

lity. When the su田x ‘-to’ is used , the event described by the verb to which the su田x

is attached may or may not occur. In other ￦ords， the condition may or may not be 

fulfi lIed. On the other hand, when the suflix ‘-telato’ 18 used,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event is not likely to occur, or he is not interested in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Compare the following two sentences. 

(1) Ku-ka ka-to, na-nun kaci anh-keyss-ta. 

‘Even if he goes, 1 wi lI not go. ’ 

(2) Ku-ka ka-telato, na-nun kaci anh-keyss-ta. 

‘Even if he were to go, 1 wiIl not go. ’ 

In (1) it is implied that he may or may not go. On the other hand, in (2) it is im

plied that it is not likely that he will go, or his going is a purely hypothetical condition. 

With the suflix ‘-lcilato’ the speaker’s assessment is focused on the degree of conditions. 

The suflix ‘-lcilato’ denotes that the condition is the better (worse) or the best (worst) 

condition. So an element of surprise is expressed by the suffix, because some expected 

thing may not occur under the better or best condition, or something may occur unexpec

tedly under the worse or wor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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