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口語에서의 指示語의 用法에 대하여 
-‘그러기 이러， 저러J훌 中l心으로-

신 지 연 

1. 서 론 

Halliday & H잃an(1976: 33)에서는 지시 표현을 크게 상황 지시와 문맥 

지시로 나누고， 다시 문맥 지시를 선행 지시와 후행 지시로 나눈다. 상황 

지시는 다시 말해 화용론척인 지시롤 말하는 것이고 문맥 지시는 통사론척 

인 지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았으며， 다시 선행 지시는 천술 언급한 

내용을， 후행 지시는 후술 언급할 내용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었다. 이 

러한 지시를 위한 언어척 창치로는 ‘이， 그， 저’와 같은 지시어와 이의 합성 

어 내지 파생어라 볼 수 있는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이리， 그리， 저리， 

여기， 거기， 저기’ 퉁율 들 수 었으며， 용언으로 ‘이러-， 그러-， 저러」 퉁의 

통사류와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二 둥의 형용사류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용언인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류가 구어체에 

서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지시 양상올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주목하 

고， 그 다음 구어에서 지시어가 지시척인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 몇 가지 경 

우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구어에서의 특정척인 현상언 말 중간 

에 끼어 들어가는 간투사로 ‘이， 그， 저’가 쓰이는 경우를 중점척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그러-、 그렇J류의 형태척언 통합관계를 살펴 

본 다음 3장에서는 ‘그러， 그렇-’류의 구어에서 특정척인 지시 표현의 용법 

올 검토하고， 4장에서는 지시어가 지시를 하지 않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 

논의한다. 

2. 형태적 고찮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는 여러 가지 종결 어미들을 가지고 나 

타냐는 것들과， ‘이련， 그런， 저런’ 둥 관형형 어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 

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퉁 부사형 어미를 가지고 나타냐는 것 퉁의 여 

러 활용형이 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류의 풍작 통사형과 ‘그러하」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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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통사류가 그 쓰임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올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연결 

어미와의 통합 관계를 살펴 보면 ‘그러J에는 모든 연결어미가 모두 후접필 

수 있지만， ‘그렇J의 경우는 ‘그러」보다는 훨씬 제약이 심하다. 그러나 연 

결어미들을 ‘그렇」과 통합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이분할 수만 

은 없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과 통합되지 않는 동일한 현상으로 보일져라 

도 그 원인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첫째， 어떤 어미들은 형용사와는 통합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미들에는 ‘-자， 

-자마자느라고러려고자도록다가’ 둥이 었다. 둘째， ‘그렇J 

자체가 ‘동’이라는 불안정한 자음을 종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음이나 

버음， 유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음운 탈락이 이루어져 ‘그러J형과 

형태적으로 갈아지기 때문언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형은 ‘-고다 

가기에더라도든지거나다만지만거든되건만거니 

와더라니게듯’ 둥 ‘「’이나 ‘E’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후접될 경우에 

만 분명히 드러나고， 그외에 ‘-어어도어서’ 둥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 

미가 뒤에 오거냐， ‘-L들， -L 데， -2 지라도， -2망정， -2수록， -L데니 

까며면면서므로’ 풍 비음이나 유음 동의 [ -obstruent]의 자음이 

올 경우에는 ‘그러-’형과 형태척으로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 

종결어미가 연결되는 경우는 형서문과 의문문만을 검토하면 된다. 형용사 

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은 어말 

어미보다는 선어말어미와의 통합관계가 될 것이다. 

(1) a. 할머니는 마음이 착하십니다. 할아버지도 그러십니다. 

b. 할머니는 주무섭니다. 할아버지도 그러섭니다. 
(2) a. 영회는 마음이 착합니다. 철수도 그렇습니다/까. 

b. 영회는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철수도 그럽니다/까. 
(3) a. 영회는 마음이 착하다. 철수도 그렇(느)냐. 

b. 영회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 철수도 그러(느)냐. 
(4) a. 영회는 마음이 착하더라구요. 철수도 그렇더라구요. 

b. 영회는 밥올 맛있게 먹더라구요. 철수도 그러더라구요. 

(5) a. 영회는 마음이 착하겠어요. 철수도 그렇겠어요. 

b. 영회는 밥올 많이 먹겠어요. 철수도 그러겠어요/그렇겠어요. 
C. 나는 밥올 많이 먹겠어요. 나도 그러겠어요j*그렇겠어요. 

(6) a. 영희는 어혔올 때 마음이 착했어요. 철수도 그랬어요. 

b. 영회는 어렸올 때 밥올 잘 먹었어요. 철수도 그랬어요. 

(1)은 폰경 선어말어미 ‘시’와의 통합관계를 보인 것이다. ‘人’은 [ +ob
struent]의 자음이지만 ‘그러」와 ‘그렇J이 형태척으로 같아지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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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는 화석화펀 합쇼체 ‘읍/습니다’와의 통합관계를 보언 것이다. (3) 

은 어미와의 통합을 보언 것이다. 버음이 후첩되지만 ‘그렇-’은 형태척으로 

‘그러J가 되지 않는다. ‘진행상’올 나타내는 칙셜법의 ‘느’가 개재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4)는 희상법의 ‘더’가 통합되는 경우이다. (5)는 미래/추측 

의 선어말어미 ‘겠’이 통합되는 경우이다. (5b)처렴 ‘겠’이 추측의 뭇을 가 

질 때에는 ‘그러J외에 ‘그렇-’으로도 대용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올 

종합해 보면， ‘그러기 그렇J은 모두 선어말어미 ‘느， 더， 겠’과는 무리없이 

통합되지만， 션어말어미 ‘았， 시’와 통합될 경우에는 ‘그렇J은 ‘그러-’로 형 

태상 갈아점올 알 수 있다. 

그 외에 관형형어미와의 통합에셔는 (7)과 같이 모두 ‘그러J가 된다. 

(7) a. 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좋다. 나도 그련 사람이 좋다. 

b. 냐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좋다. 나도 그런 사랍이 좋다. 

이처렴 ‘그렇」은 그 형태척인 불안정성으로 언해서 환경척언 이유로 그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와 혼용되어 쓰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 ‘그러-’가 가리키는 대 

상에는 ‘그렇」도 포함왼다. 

3. 의미 ·화용적 고찰 

지시 표현은 1장에서 언급한 대로 다음 그렴과 같은 쓰엄올 가지는 것으 

로분류될 수 있다. 

「의식 속의 컷올 지시 
(8) r 상황 지시 l 

•• L 상황에 설재하는 것을 지시 

r 선행 지시 
」문맥 지시 | 

」후행 지시 

아래에셔는 구어에서 특징척언 지시 표현올 중심으로 논의룰 전개해 나 

간다. 문어에서도 보이는 용법은 전형척언 것으로 보아 특별히 언급하지 않 

는다. 

3. 1. 상황 지시로 톨 수 있는 경우 

3.1.1. 앞의 행동을 받는 지시 표현을 위환 대동사 

(9) a. (오락실에 들어가는 학생을 보며 자기 아들에게) 너는 철대로 전 
러지 마라. 

b. 청소년들한태 뒤떨어지지 않을라구 프뢰는 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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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9a)와 같은 예는 가장 전형척언 상황 지시로 볼 수 있는 경우이 

다. (9b) 의 ‘그러」는 어른들이 ‘TV저널’ 같은 연예잡지를 읽는 행위를 받 

는다. 이러한 쓰엄은 구어， 문어를 통틀어 ‘그러다’류의 전형척언 쓰임으로 

구어에만 특징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이는 상황에 실재하는 것올 받는 것 

으로볼수있다. 

3.1.2. 의식 속의 것율 받는 상황 지시 

1) 인용 동사의 역할 

(10) a. 하이틴 로맨스물 바로 여러분들이 책보다 더 읽기 좋아하는 그 
책올 그렇게 불른다 그럽니다. 

h 낳고 나서 애기아빠한테 물어봤죠， 괜찮으냐 프행던닌 괜찮다 프 
러드라구요. 

(11) 제가 여기 나온다구 해서요， 그결 다섯 권올 샀어요. 

(12)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드니， 언제 니가 나를 꺾올라고 

고집올 부련다 이려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그 

렇게 고집이 있다고， 고집을 꺾느냐， 꺾을라구 니가 그러느냐 이러 

시면은 그게 자식한테 언제 고접(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져 

를 충분한 이유로 셜득을 하셔야지， 그러니， 그렇대면은 그 고집센 

아버지의 딸아， 제가 저는 고집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올 드렸 

거든요? 그랬드니 그냥 얼른 옆에 계신 어머님 보고 빨리 채를 치 

워라 빨리 어떻게 내 눈 앞에서 없애라. 내 큰 일 내겠다. 이러시드 

라고요. 

구어에셔는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럽 인용 동사로 ‘하-’보다도 ‘그러J 

가 더 자연스럽게 쓰언다. (11)에셔는 보는 바와 같이 ‘하二 동사가 상위절 

서술어로 쓰인 경우에 오히려 인용의 뭇이 없는 경우도 있다. 언용의 경우 

에 쓰이는 ‘그러」도 문맥상에 나와 있지 않는 ‘말하」라는 상황을 받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J보다는 드물지만 

‘이러J도 언용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었다‘ 이 때에 ‘이러」를 ‘그러-’로 바 

꾸어 써도 무리가 없다어떤 경우이든 구어에서는 ‘그러-’가 ‘하」보다는 인 

용 동사로서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그러나， ‘그러」가 ‘하-’와 단순 대치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그러J는 ‘말하」라고 하는 행위보다는 그러한 말에 나타난 원화자 

의 태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다. 곧， (13a)의 ‘그러@’ 

l 어떤 경우에 ‘이러」가 선호되는지에 대한 고찰은 후고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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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리키는 것은 “딸 낳(았)다”는 발화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말올 포함 

한 버웃는 태도이며 ‘그러@’가 가리키는 것은 “아들 꼭 낳아야 되겠다”며 

재촉하는 태도라는 컷이다. 

(13) a. 네 처옴에는 괜찮드니， 언제 좀 시간이 지냐니까 딸 낳다구 주위 

에서 많이 프린오니까 저한테도 막 프린효드라구요. 아들 꼭 나 
야되겠다구. 

b. 딸 나〈낳으〉며는 아들 놀〈놓올〉때까지 나〈낳아〉야된다. 그러드 
라구요. 

2) ‘선택’의 뭇을 가지는 어미 뒤에서의 관형 표현 

(14) a. 제가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데에서 

b. 근데 줄거리나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말 
이나 이게 우리 문화하구 너무 안 맞어요. 

c. 해피엔딩으루. 머， 자살하거나 이런게 별루 없드라구요. 

d. 다른 뭐 문학책이라든지 그런 두꺼운 문학책이라든지 교과서 한 

장보다 더 여유있구 가볍게 읽어 넘길 수 있어서 애들 많이 얽구 

있거든요? 

e. 그 셜화라든가 그런거 해석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f. 우리가 병에 걸릴 척에 에 뭐 한번 어떤 거 지저분한 것올 만져 

가지고 걸린다든가 의린기보다는 계속 쌓이고 황이고 좋지 않은 

것에 접촉올 함으로써 거기에 병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g. 전 시두 때두 없이 잠자는 습관이랄까 그런게 있거든요? 

‘이랄까， 거나， 이나， 든지， 든가’와 같은 어미들은 계사나 용언의 활용형 

의 하나로서 ‘선돼’의 뭇올 가진다 2 구어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류의 어며툴 

다음에 지시어가 쓰이는 것올 많이 볼 수 있다. 위 (14a)에서 (14g)까지에 

서 지시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14) a ’. 미국이나 이런 곳 

b’. 줄거리나 이런 것， 말이나 이것 

c’. 자살하거나 이런 것 

d’. 문학책 이라든지 그런 (책 ) 

e’. 셜화라든가 그런 것 

2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을 수 었다. 톡히 ‘이나’의 청우 
는 현행 문법에셔는 ‘선택’의 뭇올 가지는 보조사로 규청되어 었다(cf. 금성판 국 
어대사전). 곡용어미로 보든 활용어미로 보든 모두 어미로 포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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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병에) 결련다든가 이러기 

g’. 습관이랄까 그런 것 

지 연 

여기에서 ‘이련， 그런’이 지시하는 내용은 ‘습관， 미국， 줄거리， 자살， 문학 

책， 셜화’ 둥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러， 그러二가 대용하는 내용은 ‘습관과 

비슷한 것， 미국과 유사한 콧， 자살에 遭하는 것 ... ’ 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지시는 문백 지시라기보다는 상황 지시라 봄이 옳올 것이다. 문면에 

나타난 것이 아닌， 화자의 의식 속에 있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 지사를 의식 속의 것을 지시하는 경우와 실제 셰계의 것을 지시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할 때， (9) 처럼 앞의 행동을 받아 대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실제 세계의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14) 

같은 경우는 의식 속의 것을 받는 상황 지시로 볼 수 있다. 인용 동사로 쓰 

이는 경우는 ‘말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설제 세계의 것올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경우는 의식 속의 것올 지시하는 경우 

로 봄이 더 옳을 듯하다. 화자가 ‘그러」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 꼭 완화 

자가 말한 사실올 염두에 두고 반복올 피하기 위해 지시어를 쓴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식 속의 것을 받는 지시어로는 ‘저’가 

선돼되지 않는데， 언용 통사로도 ‘저러」는 마찬가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 

이다. 

3.2. 문맥 지시로 불 수 있는 경우 

문맥 지시의 경우에 문어에서는 단문올 념어서 다른 철의 컷을 받는 것이 

일반척이지만， 구어에서는 같은 절 내의 것올 한 번 더 받아주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문어에서 문백 지시를 하는 것은 대부분 같은 대상에 대 

하여 반복해서 표현해야 할 때 대명사 둥올 사용해서 공지시척언 표현올 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대용(代用， anaphora) 이라 한다. 이는 어떤 성 

분야 반복돼야 할 경우의 엉여척인 노력올 피하기 위한 장치인데， 갇은 문 

창 내의 것을 다시 한 번 받는 것은 대용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경제성이라는 

목척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어의 대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듯 문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유형의 지시 

는 구어에서는 번번히 나타나고 있다. 선행 요소를 지시하는 경우와 후행 

요소를 지시하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이러한 유형의 지시를 살펴 본다. 

3.2.1. 선행 지시 

1) 다중 수식 구조를 이루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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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J가 사용되는 지시 표현의 가장 전형척인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5) a. 철수가 아침 일찍 학교에 갔고， 영희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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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철수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학생이고， 영회도 그련 학생이다. 
c. 철수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갔고， 영희도 그렇게 했다. 

(15)의 문장들은 단일 문장들이지만， 엄격히는 두 개의 서술어를 중심으 

로 하는 두 개 문장의 연합이다. 그리고 ‘그러-’가 받는 것은 앞의 절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구어에서는 말해진 내용이 같 

은 절 안에서 다시 한 번 지시어로 받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기 

이러」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체언올 수식하는 관형 성분을 이룰 

때와 용언올 수식하는 부사절올 이룰 때 번번히 나타나서 결과척으로 하나 

의 체언 또는 하나의 용언에 대한 다중 수식구조를 이루게 된다. 

(16) a. 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올 바라보고 그담에 같이 공감올 하 
고 그담에 아들이 가창 힘들었을 때 가장 옆에 있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b. 그니까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하나씩올 가진 그런 메달부부신데 

c. 대충 엄마들이 딸에게 공부하라고 감독하고 지시하는 그런 위치 

가 되기가 쉬운데， 특별히 천구 관계같이 되는 버결이 였으십니 

까? 

d. 그， 멀쩡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별 특별하게 그， 뭐 역할 

이 이련게 별루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7) a. 그러니까 이런 문학작품보다는요 가볍게 손쉽게 읽올 수 있으니 

까 。1결 훨씬 많이 얽구 그러구 있어요. 

b. ‘원게 된 동기는’이라는 질문에 천구가 읽어보라구 권해서1 프랜 

서가 오섭 오 퍼센트가 제일 많습니다. 

(18) a. 밥먹올 때 식구들이 줄을 셔서 프렇겐 막 먹을 정도였다. 
b. 근데 어떻게 병원에 가서 한 달간 대소변까지 받아낼 만큼 프렇 
게 정열척으로 간병올 하셨어요. 

c.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둘이 만나서 손잡고， 오손도손 아 낙엽 

올 주워가면서 의훨겐 추억을 쌓아갈텐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오손도손한 추억은 별로 없었겠네요. 

(19) a. 가장 깨끗한 여러분들에 연영〈연령〉에 그런 결로써 소얼한대는 

거는 이건 청량제가 안되고， 

b. 아빠가 그， 아들 이래 손잡고 탁 와가 목욕 시키는 게 프겐 그렇 
게 푸럽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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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동성동본이라는 게 이게 우리 나라에서 혼인법에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20) a. 근데 남펀이 말이죠. 발가락 손가락 눈 코 그거부터 먼저 봤다는 

데 부언 심정도 그러셨어요? 

b. 잘 견디나 그결 동생들이 와서 이렇게 쭉 살피고 가고， 

이러한 유형의 지시는 (16)과 같은 관형절에서뿐만 아니라， (17) , (18) 

과 같은 부사절에서도 나타난다. (17)에서는 ‘얽구 그러구’， ‘권해서 그래서’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사절을 형성하고 있는 ‘읽구， 권해서’ 동을 ‘그러J 

로 다시 한 번 반복시키는 데 선행어의 부사형 어미가 그대로 복사되어 사 

용된 경우이고， (18)은 ‘줄을 셔서받아낼 만큼주워가면서’와 같은 

부사철을 ‘그렇게’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반복시킨 경우 

이다. 즉， (1 7) 의 경우는 ‘그러」의 굴절 형태가 사용된 것이라면 (18)은 

‘그러」에서 파생되어 어휘화된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 

(20)과 같이 주어 성분이나 목적어 성분펼 다시 한 번 더 받는 ‘그것， 이 

것’과 같은 지시 대명사의 사용도 이와 마찬가지의 쓰임으로 본다. (19) 에 

셔는 이미 제시된 주어 성분을 다시 ‘이거， 그거’ 둥으로 받고 있고， (20) 에 

서는 목적어 성분을 ‘그거’로 받고 었다. 

지시어는 원래 언어 행위의 경제성을 위해서 어떤 성분이 반복될 때 그것 

을 모두 되풀이하는 문법적언 영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인다. 문어에서의 

대용은 적어도 “철수도 학교에 가고 나도 그랬다”에서처럼 복합문 구성에 

서 나타나고， 그 이상의 단위 즉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대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구어에서， 지시어 ‘이러-， 그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위와 같이 단일 문장 안에서 상당히 길게 서술펀 한 성분을 다시 한 번 받 

아서 정리하는 쓰임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의 지시 표현은 발화에서 

제외되어도 문법적으로나 정보 전달면에서나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영여적인 것이다. 문어에서와 달리 구어에서의 이러한 지시어의 사용이 영 

여적인 것은 구어의 특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았다. 문어에서의 청보 전 

달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섬리척이라기보다는 정보 위주의 것 

으로서 상황 지시이든 문맥 지시이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소기의 정 

보 전달의 소임은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나， 청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가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즉 양방척인 발화 장면에셔의 구어 화자 

는 상황이나 문맥과는 무관한 언어 행위의 효율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정보 전달에 있어서 효율올 제고시키기 위해， 단일 문장이라도 혼란스러워 

3 (20b)의 ‘찰 견디나’는 전형적인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는 체언은 아니지만 
‘잘견디나를’로 쓰이는 경우 명사상당어구로 볼 수 었다. 엄홍번(1987)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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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복잡한 문장이라면 같은 자격올 가지는 컷올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는 방법올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지시어가 이용되는 것이다. 한편 

청자에 대한 전달의 측면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 계획 측면에서도 하나의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구어의 화행은 물리척언 시간 단위 안에서 이루어 

지므로 무한히 걸어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발화 계획도 종이 위 

에 그려진 것의 도움 없이 오직 머리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종속절 

안에 다시 관형절이 포함된다든지 관형절 안에 다시 다른 관형절이 몇 개씩 

포함된다든지 하는 여러 충위가 복잡하게 얽힌 문법 구조를 계획하기에는 

역부족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어 문장은 그러한 계충척인 복잡성에 

는 약한 대신， 수형적인 복잡성에는 오히려 강한 변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 

된다. 즉 유사한 단문 구조가 연결 어미를 가지고 끝없이 나열될 수 있다든 

가， 하나의 보문 명사나 관계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여러 개의 관형철이 나 

열될 수 있다든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래서 구어에서는 하나의 명사에 

여러 개의 관형철이 걸리는 소위 다중 수식 구문이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다중 수식 구문올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지시어가 ‘이런， 그런’의 형 

태로 묶어주는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시어는 다시 

한 번 다중 수식 구조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특이한 인용 구성 

다음으로는 구어에 특이한 인용에서 선행 지시의 예졸 살펴 볼 수 있다. 

(21) a 내용이 실제로 재었다구 느낀다 (그래서) 그냥 재댔다 이렇게 얘 

기를 하는데 어떤 푸분이 그렇게 특히 재있나요? 

b. 청소년 세대는 ‘스크린’， 영화잡지， 세계적인 스타들에 스캔들을 
알 수 있으나까 많이 얽는다 이렇게 탑을 했습니다. 

c. 남들이 보면， 볼 때， 아유 년 창 애교가 많다. 부렵다. 이렇게 얘 

기하는데， 

d. 그냥 눈으로 그니까 밥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e. 밥 먹어라 이런 소리는/ 이거보다도 밥 잘 드세요 이렇게 했겠죠. 

(21a)에서 벌줄친 부분은 문어에서라면 보문자 ‘고’가 사용되어 ‘그냥 재 

있다고’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구어에서는 인용문이 언용 보문자 없이 

지시어 ‘그렇-’과 함께 쓰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 때 인용절과 지시어 

‘이렇게’ 사이에는 휴지가 있는 것이 보풍이므로 피언용문이 마치 직접 언 

용문처렴 독립된 것처렴 보여 직접 언용의 한 경우처렴 생각될 수도 었다. 

그러나 직접 인용문은 훤화자의 발화가 그대로 옮겨오는 것으로서 서법-이 

나 양태의 형태소뿐만 아니라 상대 높엄법 퉁급이 그대로 옮겨오지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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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언용문들은 명제 내용만이 옮걱온다는 점에서 그와 다르다. 이들은 역 

시 간접 언용문의 변형이라고 보는 것이 옳올 것이다. 

그러나， 직접 언용의 가능성올 철저히 배제승}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언용은 

언제든지 직접 인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올 다음과 같은 예가 시사해 준다. 

(22) A: (아내가 제3자에게 얘기함) 그냥 눈으로 그니까 밥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B: (남편이 끼어옮) 밥 먹어라 이런 소리는. 이거보다도 밥 잘 드 

세요 이렇게 했겠죠 아무래도 

(22)에서 남편은 아내의 발화 안의 피언용문올 간접화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올 알 수 있다. 

한편， 구어에서는 (23)-(25)에서 보이는 것처럼 완형 보문과 유사한 것 

이 보문자 없이 문장 안에 삽업되고 그것을 다시 지시어로 받아서 관계 구 

성을 이루는 특이한 구성도 많이 나타난다. 

(23) 자，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결 들으니깐， 은근히 성교육 
이 모자란다 머 의럴 얘기로도 들려요. 

(24) 하이틴 로맨스물에서 아， 그런 거두 좀 간접적으루 얻지 않느냐 이 

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23)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어에서 사용된 문장에서라면 (25a)와 같은 

관계문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25) a. 성교육이 모자란다는 얘 기 
b. 성교육이 모자란다고 하는 얘기 
c. 성교육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런 얘기 

d. 성교육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 

(25a)는 (25b)에서 보문자와 인용 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며， 이를 구어에서 

많이 나타냐는 위 예문 (16)과 같은 구조로 바꾸면 (25c)가 된다. (25d)는 

(25c)에서 앞 관형철의 인용 동사와 보문자를 모두 생략한 형태이다. 

3.2.2. 후행 요소 지시 

(26) a. 그러니깐 저는 저는 그래 생각래요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 

들이 고렇게 토막천 (문학이) 자꾸 만들구 있어요. 

b.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마지막 제가 이 결혼올 한다 하는 
생각올 하고는 저희 그， 부모념한테 저는 그， 결혼올 그렇게 생 

각합니다. 언제 집안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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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의 어떤 이， 마음 통하는 거 생각이든 이게 갇애야 되니 

까 저는 그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26)의 예들은 밑줄 친 ‘그렇」이 선행하는 내용올 받는 게 아니라， 그렇 

게 혼하지는 않지만 뒤에 나올 내용을 가리키는 경우들이다. 이련 경우는 

‘그렇게’가 머리 속에 있는 생각올 가리키며 먼저 쓰이고 그것을 나타낼 적 

절한 말이 그 뒤에 찾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식 속의 컷올 지시한 

상황 지시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26)의 ‘그렇게’는 뒤에 나올 내용을 가 

리키는， 없으면 안 되는 요소이므로 후행 지시의 경우로 보기로 한다. 이러 

한 후행 지시의 예는 구어에서의 발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시간척으로 단선 

척언 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업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또하나의 충거가 된다. 

4. 비지시적 용법올 보이는 경우 

구어에서의 지시 표현은 꼭 지시척언 용법이 아니더라도 그 쓰엄이 많다. 

다음의 예들은 상황이나 문맥 내에서 대용받는 피지시어를 찾을 수 없는 경 

우들이다. 

4. 1. ‘매우’라는 뭇의 부사로 쓰입 

(27) a. 이 책들두 외국에 컷을 그대루 지금 카피해서/포는 허가두 안 

받구 그렇게 들어오는 책들이 프렇겐 많다구럽니다. 

b. 제가 얽은 책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C. 그， 내용이라는 게 그렇게 뭐， 나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d. 그게 그렇게 처음에 틀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e. 그 안에서 그렇게 쉽게 만나지거나 데이트를 할 수는 없었을텐데요. 

f. 집안에 이렇게 오시면은 아내를 위해서 막 그렇게 아양두 떨구， 

뭐 프훨겐찰 하신대며? 
g. 그 시절만 해두 그렇게 쉽게 양쪽 끝에셔 만나시기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위의 ‘그렇게’가 지시하는 내용을 문맥이나 상황에서 찾올 수는 없다 4 위 

의 ‘그렇게’를 문어에서라면 모두 ‘매우， 상당히， 꽤’ 풍의 부사어로 바꿀 수 

4 이 경우 ‘그렇게’를 ‘일반척으로 생각하는 바와 갈이’ 청도의 뭇으로 해석하여 
想服에서의 추측과 결후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대용의 대상이 고 

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지시어의 속성에 비추어본다면 항상 통일한 의미를 가지며 

비지시척으로 쓰이므로 후사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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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올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에 강세가 얹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가 수식하는 용언은 보통 ‘쉽다， 어렵다， 크다， 많다’ 둥의 정도를 나 

다내는 형용사이다. 이 경우 같은 지시어야지만 ‘이렇게’와 ‘저렇게’에는 이 

려한 용법이 없다. 

이러한 지시성이 없는 ‘매우’의 뭇을 가지는 부사어 ‘그렇게’는 구어에서 

쓰이는 부사로 새로이 사전에 둥재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이 구어에서 

만 현저하게 많이 쓰이는 부사로는 ‘되게， 막， 숫제’ 둥이 있다. 특히 ‘되게’ 

는 구어 발화에서， 문어에서 주로 쓰이는 ‘매우， 펙’ 등을 대신하는 부사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5 

4.2. 머뭇거리는 소리의 간투사로 쓰임 

실제 발화 장면에서는 전하고자 하는 정보의 명제 내용에는 꼭 필요없는 

언어 요소가 개업되는 경우가 었다. 이런 언어 요소들은 주로 다음에 할 적 

당한 말을 찾기 위해 머뭇거리거나(hesitation) ， 어떤 이유로건 발화를 주저 

하게 되는 경우에 쓰이게 된다. 간투사(間投詞， interjection)라는 용어가 발 

화 안에 던져지듯이 끼어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이러한 언어 

요소들이야말로 간투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감 

탄사라고 불러온 것들을 또 하나의 간투사로 ‘간투사1’이라 할 때， 각기 다 

른 하위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말 중간에 머뭇거리는 소리로 끼어 

들어가는 언어 요소들을 ‘간투사2’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어에서는 이 

런 언어 요소로 ‘어， 으’ 둥 외에 ‘이， 그， 저’가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이제， 언제， 뭐， 뭐야’ 둥이 개언의 습관에 따라 특정의 것이 선호되어 많이 

사용되고 었다. 또한， 개인에 따라서 이러한 간투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도 있고 잘 쓰지 않는 사랑도 있으므로， 이러한 간투사는 통사 구조상 필수 

적인 어휘 요소라기 보다는， 화용상의 단어로 봄이 옳다 7 

5 이러한 푸사 외에도 여격 조사 ‘한테， 보고， 더러’， 공동격 조사 ‘랑， 하고’， 만 
치’， 방법이나 수단올 나타내는 동시 접속의 ‘아셔， 어서’ 대신에 쓰이는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자.)’ 둥은 구어에서만 쓰이는 어휘로 
서， 그에 상웅하는 문어 어휘 ‘에게， 와， 만큼， 어서’ 동보다 구어에서는 현저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접속 어미 ‘거든’이 구어에서 문말어미로 쓰이는 경우 
는 그 용법이 거의 확립되어 가고 있는 중야다. 

A: 철수가 이번에 일동을 했다며? 
B: 이번에 시험보는 날 영회가 결석을 했거든. 

8 졸고(1988)에서는 이러한 간투사2를 형식간투사라고 분류한 바 었다. 
7 ‘화용상의 단어’라 함은 화자가 통사척언 규칙성에 의해 그 단어의 발화를 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각척으로 후딪치는 상황에 의해 그 발화를 결정하는 면이 
많은 단어를 이른다. 졸고(1988: 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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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문창 구조상 필수적언 요소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간투사들은 얼정 

한 쓰엄올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용법으로 쓰언 어휘 부류를 일정하게 제 

한할 수 있는 닫힌 부류들이므로 국어 어휘로 퉁록이 되어야만 한다는 데에 

는 이견이 있올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사전(금성판 국어대사전)에는 이러 

한 간투사2의 용법을 가진 것으로 ‘저’만이 둥재되어 있을 뿐， ‘이， 그’나 

‘뭐， 뭐야， 이제， 언제’ 둥의 간투사2의 용법은 실려 있지 않다 8 그러나， 실 

제 구어를 녹취해서 분석해 보면， 위에 말한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것들의 

출현 빈도가 훨씬 높다. 또한 현재， ‘이렇게’도 간투사2의 용법올 가지는 것 

이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중으로 보언다. 특히 이 경우에 ‘이렇게’는 ‘이케’ 

라는 준말의 형식으로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지시사가 간투사2로 쓰이 

는 경우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9 

4.2.1. ‘이렇게(이케)’ 

(28) a. 친구들은 전부 다 말이지 미팅도 하고 또 뭐 어떤 이성간으로 이 

렇게 뭐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b. 가끔 한 번씩 의렇겐 친구들 만냐고 친구들 뭐 의렇겐 앨범 사진 
이라도 보고 이라면은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c. 그게 그렇게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자주 만냐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정말 내 눈 앞에 

그게 닥쳤다는게 실감이 나드라구요. 

d. 집안에 이렇게 오시면은 아내를 위해서 막 그렇게 아양두 떨구 

e. 저두 또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10 목욕탕에 한번 탤구가구 싶드라 

8 신기철 • 신용철 큰 사전에는 ‘그’에 대해 감탄사의 용법올 가지는 것올 싣고， 
‘감개가 갚거나 포는 무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라 풀이 
하고 있다(예 : 그 참 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냐). 

9 ‘이제， 언제， 뭐， 뭐야’ 퉁이 실제 대화에서 간투사2의 용법올 가지는 예는 다음 
과같다. 

(1) 시집을 왔는데도 계속 친청 엄마한테 가서 매달리구 뭔 쪼르륙 가서 남현 
이 이렇게 했다 뭔 이렇게 하면은 과거의 허물을 못벗은 거죠. 

(2) 제가 윌잔 활십 칠년도에 와젠 그; 및겐 보도가 와겐 보젠 그， 언론계에 및 
젠 알려지고 그려구 난 뒤에부터는 겔겐 풀이 보젠 발。l 묶이는거죠. 

(3)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요섭줄에 접어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및젠 뭔얀 
천공도 살리고 또 뭔얀 취미도 살려서 。1렇게 보젠 뭔얀 가정생활을 아니 사회생 
활올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가정생활울 하면서 아이들을 찰 
키우고 ....... 또 언제 뭐야 그 날에 있었던 대화두 나눠가면서 ..... . 

10 *는 실제 음성 실현이 [이케]처렴 준말로 들리는지 훌확실한 경우를 나타낸 
다. 즉， 거의 [이케]로 들리지만 유음r의 실현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다. 본 
고에 실련 구어 자료들은 모두 실제 T.V. program올 녹취， 천사한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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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 

f. 뭐 병훤에 가서 뭐 식이요법도 뭐 이렇게 하고 

(29) a. 그런데 저는 이 케 오빠 동생 그때부터 항상 그래요. 

b. 이제 양쪽 부모님들두 언제 안심을 하셨을 거구 주변에서 큰 촉 
복이 있었을텐데 이렇게 첫번째가 지민언가요? 따념이? 

C. 언제 만나서 이케 운동 선수들이 운동은 안하고 데이트만 한다 

언제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d.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커l 여성 문화 

가 말이죠 의켄 이분화되고 양분화되어 었다구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가 간투사2로 쓰이는 경우에는 (2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행풍이나 상황에 대해서 양태척인 것올 덧붙여서 셜명을 할 자리에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없는 것이 ‘이렇게’ 

를 간푸 사2로 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 즉， a의 ‘놀러가다’， b의 ‘만나다， 보 

다’， c의 ‘시간이 흐른다’， d의 ‘오다’， e의 ‘데리고가다’， f의 ‘하다’를 수식할， 

‘어떻게’에 해당하는 양태부사구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가 들어가지만， 

‘이렇게’가 구체척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렇 

게’는 정보 전달에 필수척인 요소가 되지 않고 간투사가 되는 것이다. (29) 

의 예들은 (28)의 예들보다도 더욱 더 지시성이 없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렇게’는 문창 구조상으로도 ‘어떻게’와 대치시킬 수 없다. 

간투사로 나타나는 ‘이렇게’는 ‘이렇다’가 가지는 본래의 어휘적인 의며， 

곧 지시척인 의미를 거의 가지지 않으므로 매우 약화되어 발음되는 것이 보 

통이다. 그래서 간투사 ‘이렇게’는 ‘이케’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일이 많다. 

또한， 간투사2의 용법으로 쓰얼 때 ‘이렇게’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뭐’ 둥 

과 같야 다른 간투사2의 어휘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러한 간투사의 쓰엄올 갖는 것으로 ‘이렇게’만이 나타나는 점은 

‘매우’의 뭇으로 쓰이는 구어 부사로 ‘그렇게’만이 나타나는 점과 더불어 생 

각해 볼 때 매우 흥미롭다 11 

4.2.2. ‘이， 그， 저’ 

위에서 얘기한 머뭇거리는 경우에 쓰이는 단음절 간투사로는 ‘으， 어’와 

11“선생념， 어떻게 요즘 건강은 좋으시죠?"와 같은 경우의 ‘어떻게’도 의문사로서 
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언다. 이 경우의 ‘어떻게’도， ‘이렇게， 그렇게’가 버 
지시척으로 쓰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또한 매우 약하고 낮 
은옴조로발화된다. 



口語에서의 휩示語의 用法에 대하여 377 

같은 음운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소리외에 지시어， ‘이， 그， 

저’도 많이 쓰언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그’이고， ‘이’가 그 다음으로 많 

이 쓰이며， ‘저’가 가창 드물게 나타난다. ‘저’는 보통 어펀 화제를 꺼낼 때 

나， 남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꺼낼 때 쓰이는 버교척 확실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외의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었다. 간투사2는 화 

자 지향척이며 화자에 따라 습관척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와 ‘이’는 그 쓰임 이 서로 념나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쓰 

인 자리에 ‘이’로 대치해 보거나， ‘이’가 쓰언 자리에 ‘그’를 대치해 보아도 

의미상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은， 예문 (20)의 경우에 ‘그런’과 ‘이런’이 념나 

들며 쓰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이와 약간 다르다. 

앞에서 ‘져’는 어떤 화제를 꺼낼 때나， 남에게 하기 어려운 말올 꺼낼 때 쓰 

언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청자가 많이 고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가 이처럼 문두가 아니라 문장 중간에 단지 머뭇거리는 상황으로 

인해 끼어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청자 내지는 실제의 상황적인 면이 많 

이 고려된 경우에서이다. 

(30) a. 그리구 그런 것들이 교육 제도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 
학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자아의 강도를 높여주고 폭을 확대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 교육에선 그결 뒷받침올 

렬해주고 있어요. 

b. 저는 제가 얼마전에 시집올 하나 냈는데， 체 프， 벗은 사진올 그 
냥 저， 웹니까， 저자 사진으로 낼려구 했는데， 그게 그， 출판법에 

다 벗은 거는 안펀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욕조에 들어가서 

상반신만 벗은 사진을 실은 척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우리 저， 

조 션생님 저， 기본척언 발상하고 거의 버슷한 거 갈애셔 상당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c. 저， 왜， 조문경 선생 책 저도 봤는데， 그， 보니까 그， 따념 혜수가 

주로 어머니하구의 어떤 그 정신척 교감이나 교신 。1 런 건 창 그 

게 주종을 이루고 찰 되는데， 

d. 저， 신영축 씨 경우에는 가공 식품이라구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 

하시는 편이셰요? 

(30a)에서 ‘저’는 상대방에게 묻는 의문문이 삽입된 경우에 쓰인 것이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발화에서 쓰였다. (30a)를 크게 세 부분의 

발화로 나누어 본다면 (30a’)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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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A 그리구 그련 것들이 교육 제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B 저， 학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자아의 강도를 높여주고 폭을 

확대시격주는 거 아닙니까? 

C 근데 그， 우리나라 교육에선 그걸 뒷받침을 렬해주고 있어요. 

화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해 나가는 가운데 B와 같은 청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반문을 한다. 이 때에는 발화에 청자를 고려한 상황이므로 간투사2로 

‘그’나 ‘이’ 대신 ‘저’가 선호된다. 다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발화로 돌아 

간 C에서는 ‘그’가 쓰이고 있다. (30b)도 마찬가지이다. 청자를 고려한 발 

화언 ‘저 휩니까’와 실제 상황 속의 언물인 ‘조선생’을 고려한 발화에서는 

‘저’가 쓰이고 었다. (30c)는 남이 말을 하는 가운데 끼어 들어서 자기 말을 

꺼내는 경우이고， (30d)는 사회자가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이다. 자기의 

발화 내용에만 전념할 수 없고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이런 경우에는 문두에 

머뭇거리는 간투사로 ‘저’가 쓰언다. 그러나 (31) 처럼 남에 의해 말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잠시 생각하기 위해 머뭇거 

리게 될 때에는 ‘저’보다는 ‘그’가 쓰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31) A화자: 이연남 씨는 어떠세요.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B화자: 어， 그， 여태까지 저기 주부념도 말씀하셨고， 이안영 씨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 , 

이와 같이 ‘이， 그’는 화자의 의식 속에 있는 상념만을 고려할 때 선호되 

고， ‘저’는 상대방이나 화자 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선호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예외없이 모두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간투사2 

의 발화는 습관척이고 무의식적언 것이기 때문에 예외는 많다. 

장경희 (1981)에서도 지시어 ‘이， 그， 저’의 간투사2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소개되어 있으나， 이를 간투사로 보지 않고， 형용사， 관계절， 소유격 ‘의’ 같 

은 것에 의해 한정되는 명사 앞에 나타나는 한정사(限定詞)로 보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다음 (34)의 밑줄 친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나 

‘그’가 그러한 명사구만올 수식하는 것은 아니며， 부사어 (32a， b)나 동사구 

(32c)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이， 그， 저’를 한정사로 볼 수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E 4.2.1 의 ‘이렇 

게’와 마찬가지로 간투사2의 ‘이， 그， 저’도 ‘이제 그 뭐야’， ‘이， 저’， ‘어， 그’ 

처럼 다른 간투사와 중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이들올 간투사 

2로 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 

(32) a.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하고 제가 그， 아까 그， 생명올 대하 
는 여성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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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래서/그걸 보면서 아， 참 이거 친구같은 모녀 관계다 그련 생 

각을 했는데， 그， 대충은 엄마들이 딸에게 공부하라고 감독하고 

지시하는 그런 위치가 되기가 쉬운데， 특별히 천구 관계같이 되 

는 비결이 었으십니까? 

C. 그럼 또 여성으로서， 아내로셔 그， 살기 위해셔는， 결혼하셨으니 

까 남펀하고의 관계가 또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애요. 

5. 결 론 

이상에서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를 중심으로， 구어에서의 지 

시 표현이 나타나는 몇 가지 양상을 표면척으로 드러나는 사실올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이들이 상황 대용을 하는 경우에 구어에셔 특징척인 것은 인용 동사 

로 쓰인다는 점이었다. 그 외에 “미국이나 이런 곳”과 같이 선태의 뭇올 가 

지는 연결어미가 나타나는 경우에 나타나 특별한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도 

상황 대용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 다음 문맥 대용을 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관형철이나 부사절 뒤에서 다시 한 번 ‘이런/그런’이나 ‘이렇게/ 

그렇게’ 둥으로 다시 받는 경우였다. 그리고 인용문 “철수가 재있다고 말했 

다"가 구어에서는 “철수가 재있다 이렇게 말했다"로 흔히 나타나는 것도 

문맥 대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였다. 

그밖에 지시어가 구어에서는 지시성이 드러나지 않는 용법올 가지고 쓰 

이는 얼이 많이 었음을 지척하였다. 그 하냐는 대용척인 용법이 없이 부사 

‘매우’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가 쓰이는 경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발화 

충간에 끼어 들어가는 머뭇거리는 소리인 간투사2에 ‘이렇게(이케)’나 ‘이， 

그， 저’가 쓰이는 경우였다. 

위와 갈이 구어에서 지시사가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한 고찰은 현상 

을 기술한 컷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대한 해석 작업， 즉 구어의 흑질을 지 

시 표현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에 대한 고창은 후고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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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ixis in Spoken Language 

Ji-Y eon Shin 

This paper a따lS at 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deixis in spoken Ko

rean. These characteristics are drawn from a corpus of authentic spoken 

data. We focus on the verbs ‘이러-， 그러- and 저러-’， which show special 
behavior in spoken language. In written language, most of these expres

sions have their (ante)cedents in the context. In spoken language,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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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o not usually have cedents in the preceding or following utterances. 

In many cases, they refer to something in the situation or in the (speaker’s) 

mind. Sometimes they are used as interjections or adverbs without any ref

erential meaning. Their usuage is verγ special in spoken quotation struc

ture. As a quotation verb, such deixis verbs are used far more frequently 

than the verb ‘하-’. In addition, they form a special quotation structure 

which is peculiar to spoke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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