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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어가기

한국어에서 연결어미1)는 그 수효도 많을뿐더러 쓰임도 다양해서 오래
전부터 김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연구 속에서 여러 7찌 문법적 제약을 논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학 연구를 보면， 특히 허웅(lÐ.5:π'4-975， 1땐:859-9&3)에서 방대한
언어 자료와 더불어
게 정리

loo7B

이생l 이르는 연결어미의 문법 현상을 간략하

· 기술하였다. 거기에서 선행절과 후행절2) 의 주어 엘치 제약， 서

술어 선택 제약， 문장 종류의 제약 등을 논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대부

* 이 논문은 나카니시(이 1 씨샤 n 선생님파의
** 동국대학교 일어입문학과 조교수

공동 연구플 섬화· 보충한 것임

1) ‘연결어미’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접속어미’， ‘이음씨끝’ 등도 였다
2) ‘선행정/후행절’은 각각 ‘선행문/후행문’ ‘앞젤뒷젤’ ‘앞 문장(앞문장)j뒤 문장(뒷문

장)’이라고도 한다， 인용할 때에는 원문의 용어룹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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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제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약을 언급할 때에도 “대체로 ~인

듯

“대개 ~인 것이 많다”는 식으로 단정을 피하거나 물음표(?)를 붙임

으로써 확실하지 않읍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간흑 단정한 경우에도 바로
거기에 반례가 보이기도 하고 3) 또한 거기에는 반례가 없더라도 쉽게 반

례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4) 그만큼 문법적 저l 약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 잇따라 간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개론서에서도 연결어미의 의
미 기능이나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면서 역사 여퍼 가지 문법적 저l
익탤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얘nd12-1l6) 에서는 “연결어 마

로 문장을 연결하는 데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띤서 (1) 시 제를 나타
내는 어미에 대한 제약의 문제， (2)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 엘치 제약
의 분져1， (3) 결합하는 서술어에 대한 제약의 문제， (4) 문장 종류 제약의

문제， (5) 부정문 제약의 문제 등 다섯 가지를 뜰었고， 그 외에도 많은 세
。+이나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교육 개론서 등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문법적 셰

약에 관한 기술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위의 분
류를 따르면， 특히

(2)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엘지 등애 관한 문제와

(3)

결합하는 서술어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나머지 (1).

(4) . (5)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이 논문은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대해 독창적인 이론을 내세우거
나 새로운 발견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연구들 λ에에 서로 어

3) 여1 릅 블어， 허웅 WID:íÆ， 915, 9'28, 앉)3) 등에서 “두 임자는 다픔’(선행전파 후행섣 ?1
주어가 다픔) 또는 “두 임자는 같음"(션행전과 후행전의 주어가 갇읍)이라고 했는 :11
바보 그 믿에 나와 있는 예문(완 션냉파 다프거1 분석했다

4) 예판 단어， 허응(l~H ffi))에서 ‘견줍’의 ‘ 으Lf 의 경우 “누 임^l+~ 다픔"(선행첼-4 주
행전의 주어가 다갑)이바고 했느데， ‘부오는 자삭판이 ll] 우나 jl 우나 똑같이 뒷바바
지딴다，"(국랩국어언 래 1æ9 1따4) 와 감은 여l 문이 만l'l]가 원 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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긋나는 기술이 있을 때 실제 용례를 통해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밝

히려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여 한국어교육 개론서들이 계속

간행되는 이 시점에서 그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
는 것은 시급하고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책은 이희자 · 이종희(1뺑，

2001, 뻐)3)， 국립

국어원(2OO5a， b) , 백봉재200)) 등을 비롯한 한국어교육 개론서이며， 필요

에 따라 연구서 · 논문 · 사전과 섣제 언어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용례를
제시할 때는 가능한 한국어교육이나 국어학에 관한 저서 • 논문 · 사전 등
에서 뽑은 것과 일반 서적인 소설 ·수펼 등에서 뽑은 것을 균형 있게 제
시하도록 한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의 언어
감각에는 너무 큰 치어가 있는데， 그 양쪽에 반례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자가 만든 문장이나 작가가 만든 문장

이나 용례로서 지니는 가치는 똑같다고 본다.
한국어교육 개론서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을 분류하면，(1) 상당한 타당
성을 가지는데 약간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는 것，

(2)

의

미가능에 따라 문법 적 제의L을 달리 기술해야 등}는 것， (3) 실제 언어 현상

파 완전히 다르므로 정정해야 하는 것 등 크게 세 종류로 니누어진다. 본
론에서 연결어미별로 검토한 뒤 마무리에서 정리를 하겠다.

2 주어 제약에 관한기술
주어 제약을 둘러싼 문제는 크게 (1)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
는가， (2) 각각 주어의 인칭이 어떻게 되는가 승}는 문제로 나누어진다. 구

체적인 문제를 살피기 전에 우선 주어라는 용어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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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 두겠다.

연결어미의 용법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
드시 일치하거나 주어의 인칭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대한 기술은 학습자
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기술하기 위
해서는 우선 주어란 무엇인가가 명백히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정의가
적어도 한 책 안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어’를 미리
정의해 놓고 논의를 펼치는 잭은 거의 없고 주어라는 용어가 자의적?호
사용되어 있다.
에룹 들어， 정연희(때3:455) 에서는 ‘ (으)면서’가 쓰임 때 선행절과 후-행

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고 한 다음에 “사람은 많으면서 땅은 좁다
“품절은 나쁘면서 값만 비싸다와 같은 용례를 들어， 이런 문장은 주어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대상에 대해 평가승}는 것이기 때문에 성

립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표면상의 주어’가 아니라 ‘숨어 있
는 주어’틀 상정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한편 같은 잭에 살린 오경진(2(Xβ:385-3&))에서는 ‘킬 래’에 대해 선행절
주어가 보통 2.3인칭이며 후행절 주어가 1 인칭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머리가 아프길래 약을 먹었어요”와 같은 용례를 들어， 이 문장은 선행절
의 ‘섣제 주어’가 1 인칭이지만 ‘표면상의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성립된
다고 설명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숨어 있는 주어’가 아니라 ‘표면상의 주

어’콸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때로는 ‘숨어 있는 주어’를 기준으로 논하고 때로는 ‘표면
상의 주어’를 기준으로 논한다면， 주어의 일치 제약이나 주어의 인칭 제
익E을 거론하는 의미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혼린을 주게 된
다.
요시모토 · 나카니시(때7l에서도 논했듯이， 주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

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그 답을 반드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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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야 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문법 용어를 일관

성 있게 사용하는 일은 꼭 지켜져야 할 대목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잠정
적으로라도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것을 주어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정의는 그 잭 안의 모든 기술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개론서들의 기술을 연결어미별로 하나씩 검토해 보자.

2.1 -(으)면서 . -(으)며
국립국어원(2CXúd14，

122, 2(뻐b:702-700， 700) 에서는 ‘ (으)면서’ · ‘-(으)

며’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항상 같。}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으)면서’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한다는 기술이 송창선 mm:

75) ,

정연희(뻐)3:454 뼈)， 백봉재얘)3:300- ?JJ7) 등에도 보인다. 반면 허웅

(1~E:938명3， 1뺑:949-ili2) 에서는 ‘-(으)면서’ · ‘-(으)며’에 주어 일치 제약
은없다고분석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 (으)면서’의 의미 분류부터 재고할 필
요가 있다. 많은 국어사전이나 선행 연구에서 ‘→(으)면서’의 의미로서 ‘동

시’와 ‘대립’의 두 가지를 틀었다.5)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주어의 범
위를 넓게 잡으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

는데，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존 개론서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1) 열이 난면선 머리가 지끈거린다. (국립국어원 때úd22)

(2)

비가옥멸선 볕이 났다'. (최현배 1929/1땐:2ffi， 허웅 191):9때" 1Ð.:l:쨌)

(3) “사장님， 봉급은 많이 조신별선 할 일이 없으니 신경이 쓰입니다"，" (김태
광 『라이프 스토리 ~~

p.113)

5) 송창선(1뺑‘ &<3-75) 에서는 동시의 ‘ (으)면서’와 대럽의 ‘ (으)면서’릎 다묘게 형태 분
석할 수 있는 가능성블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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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 중 (1)은 ‘동시’ (2) . (3)은 ‘대립’으로 보인다. 니으)면서’의

두 주어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국립극어원(찌X5a: 122) 에서는 사물이 주어

일 때는 주어가 달라절 수 있다고 했고 정연희(뻐13: 4또i) 에서는 표면상의
주어가 달라 보여도 사실상 동일한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 . (2) 에 대해서는 주어가 사물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나는’이나 ‘날씨는’
과 같은 ‘숨어 있는 주어’를 상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지만 (3) 에는 그

러한 설명이 통하지 않으뾰， 설명하가 어려운 몇 가지 예외가 있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과 같은 문장은 비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를 연구하

는 학자라 하더라도 한국어 모어 화자가 만든 문장을 비문이라고 일축하
기는 어렵다고 본다.6) 학자의 직관도 중요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직관은
한국어 모어 화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 모어

화자도 말이 헛나온다든지 하는 말살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공간된 서적의 경우 그렌 단순한 말살수는 꺼의 없윤 것이며， 명백한
오자 따위를 제외하고는 비문이라고 배적하는 것은 바땀직하지 않다. 어
떤 문장을 비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것이 어떤 문법 이폰에 가댄 것이라면 순환 논리에 빠끼게 된다 직관윤

가지고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방법에 볼과하다. 다만 어떤 문장
이 어색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어색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관적이

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푼에서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
하는 학자가 만들거나 사전 · 저서 · 논문 등에 인용한 푼장， 한국어로 문

예를 창작하는 작가들이 만들어낸 문장맏내 1 록 어색할지라도 수집텐
용례륜 배제하지 않는다. 만약 힌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문장을 만들었끌
때 비문이라고 부정되어야 하는개 한국어 학자나 프로 작가보다 염격딴

6) 맛츄법과 섣은 어문 규벙어1 판하1 서는 옳 ~l'_ ~ L퓨플 지 식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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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은
이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으)면서’에는 위에 든 두 가지 의미기능 이외에 ‘계기(繼起)’， 즉 선행
절 사건 뒤에 후행절 사건이 열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 이
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뺑: 693) , 이희자 • 이종희

mw: 320) , 서상규 외 (χlli: 2m, 572), 허동진(2ffi:ì:

163-1여) 등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장굉군(1뺑: 153-154) 의 ‘동작 계기나 윤평현(2OOõ: 껑4 낌5) 의

‘가동(起動)’ 등도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이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는 앞뒤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71 디음 예틀을 보자.

(4) 시간이 잔난멸선 나는 그틀의 표정이나 몸짓， 말투에서 하나의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있었다. (윤대녕 「지나가는 자의 초상빛의 결음결이』
p.47)
(5) 이순신 장군이 옥멸선 거기가 해군본부 비슷한 우수영으로 바뀌면서 자

연히 팔도의 장인바치가 다 모였을 거예요 (박경리 『가설을 위한 망상』

p.273)
(6) 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캘간렬선 어머니는 아버지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송윤지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j p.66)

‘ (으)면서’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
현으로 대치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첫 번째 ‘동시’의 경우는 국립국어원

(2(뻐a: 1때-1낌， 200Jb: 7(12• 7m, 7(Jf -700) , 백봉재2ffi:ì: 2m-300, 3(X)- 3(Jf) 에
서 논했듯이 ‘(으)며’와 바꿔 쓸 수 있으며， 두 번째 ‘대립’의 경우는 ‘-는데

/ 은데’나 ‘-지만’과 바꿔 쓸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계기’의 경우 ‘ (음)에

7)

시배1934:

139-1411,

노매 19lì: 1따 1얘) 등에서도 ‘ ( 인면서’의 의미기능으로서 ‘겨1

71 ’의 으메달 인정하여 그라한 경우 주어가 달라질 수 였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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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또는 ‘-(으)면서부터’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이처람 세 가지 의미는
다른 OJ상을 보이는 것이다.

훈맨 ‘ (으)며’에 대해서 ‘계기’의 의미를 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김진수WÐ1: 38-39), 허동진(2CXX3: 159) 에서 인정하였으며， 장굉군(1뺑:
139← 146) 에서는 ‘ (으)며’가 ‘동시진행’이나 ‘동시대조’의 의미일 때는 두 주

어가 같。싸 하는데 ‘동시나열’이나 ‘동작 계기’의 의미엘 때는 두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음 (7) • (8) 이 ‘동시나열’， (9) .
(10)이 ‘동작 계기’의 예이다. ‘-(으)면서’에 ‘부터가 붙어 ‘ (으)면서부터’가

되면 ‘계기’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듯이 (10)처럼 '-(으)며’에 ‘부터가 붙어

‘ (으)며부터’가 된 용례도 보인다.
(7) 현재 그 집 부모는 서울에서 갚면 이아들은 미국에서 산다. (백봉자 2mì
쩌)

(8) 칠수는 국어를 효한면 영회는 수학을 잘 한다. (백낙천 l~H

l::i))

(9) 푼득 함성이 크게 엎난면 한 대장이 길을 가로막고 외친다 (허웅
19.Ii: 939)
(0) 겨울에 들언선면분딘효 부틀을 짜개서 만드는 풍석이란 자리 짜는 것
을 열삼았었다. (이 OJ:하 『신록 예잔J

p.92J

2.2 -(으)려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mæ:6잉)， 이희자 · 이종희(1땐:

이은경(1뺑:

400-481)

282) ,

등에 의하면 ‘ (으)려고’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는 같O싸 하는데， 허웅(1땐: 짧)， 백낙천 (2001: 밍)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고한다
이것 또한 의미에 따라 니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국립국어원(때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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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J1컨깨)， 허웅(1~: 839-없1， 1뺑: 앓)， 윤평현(1쨌: 쟁， m: 339) , 장광
군(1땐:

216

껑3) ， 이익섭 (m:

373) 등에 따르면 ‘-(으)려고’에는 ‘목적 .

의도’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조’ 또는 ‘징후’라고 할 만한 의미가 있다

‘ (으)려고’가 ‘목적 · 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
어가 대체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 (으)려고’가 ‘정조’를 나타내는 경우에
는 그러한 제약에서 벗어난다. 이 사실은 김진수(1쨌: 54) , 강인환Ü~:

1와)， 윤평현(1뺑: 표， m: 342) , 백낙천(때1: 밍) 등에서 명시되어 있으
며， 국립국어원(2(XTh: 669) 에서도 시사되었다. 또한 백낙천(2m): 178)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것으
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예외적인 쓰임으로 볼 필요가 없다.

(11) 날이 젠련포 동녘이 밝아온다. (윤평현 1~ 쟁)

(12)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까치가 운다 (윤평현 1뺑: 짧)

(13) 가을엔 또 무슨 꽃이 핀련고 그 새 코스모스가 만개한 것인지. (윤대녕
「낯선 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p.264)

그리고 국립국어원(2OO)a: 139) 에 의하면 ‘ (으)려면’도 선행절과 후행절

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으)려면’은 ‘ (으)려고 하면’이 줄어든
것으로? ‘ (으)려고’의 선행절파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설제로는 다음과 같이 많은 반례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으)려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다

(14) 물 꿇으련법 잠시 기다려야 돼. (이희자 • 이종희 1Ð3: z.E, 2(Xll: 536,
2003: 짧)

(15) r[ ...... j

도둑을 및오련법 개도 안 짖는다고...... J (김병언 「저 바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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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엔가빛의 결음걸이 J p.l98)

(1 6) 나라가 말한련멸 간신들이 틀끓는 법이라고 한다 (김영진 『이야기 韓
때野몇~ p.310l

2.3 -느라고

/ -느2.~)

국립국어원(3U5a:

113, :ro:5b: 1&1),

383) , 이희자 • 이종희 (1뺑: 78-79,

진정란{때)3:

xn:

2(

1깨

131),

오강진(axl3: 3'31•3'32,

100, 2ffi): 1핍)， 김명희(1뺑

1Ð) , 이예 1ffi5: 139) , 조오현(19.:)2: 417), 윤평현(때l): 172), 이익섭(3U): ?fJ1),
백봉-^}{2ffi):

161-162)

등에 의하면 ‘ 느라고’나 ‘→느라’도 선행절과 후행절

의 주어가 같。}야 한다 9) 그런데 그러한 설명 바로 뒤에 반례가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설 등에서도 두 주어가 다른 용례를 찾을 수 있다.101

(7) 일이 잘 된누란고 마침 그때 남품이 불어 왔다. (이익섭 200): ?JJ7)

(1 8) 그런데 일이 잘 된늑란고 옥랑의 왼쪽 랫불에는 구맹이 뚫려 있었다
(김영진 『이야기 I!![펴野몇ι pp.1(fj-1 a3)

(1 9) 남편을 긴단린늑란 하루가 너무 깊었습니다. (이회자 • 이종희 2001: 1깨)
(20) 왕한은 여관에 틀러 동지틀과 안얀감희늑란 해가 저울었다 (한용운 『
黑風

2.1 p.75)

8) 많은 개폰서와 선행 연구에서

‘ 느라고’와 ‘ 느라나 ‘ (으)려고’와 ‘ (으)려’ 등음 거의

감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백낙천(1뺑)에서는 그것들이 각각 다픈 어미엄흘 강조하

였다

9) 오경전C2(X)3: 쨌)， 백봉7-)-(2ffiì: 161)에서는 주어가 유정물이어야 한마순 제약도 주었
는데， 주어가 무정불얀 경우도 였다

10)

이카라시 (1쨌:

5-6, 2002‘ 485 →485) 에서는 주어가 다른
· 성질 등이 선행첼의 주체에

행점이 나타내는 동작

정우가 있솥「음 인정하면서 후
귀속되는 것으로 해삭하였다，

그러나 위의 예문은 그러한 섣병으호도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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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호('2ill7a: 때컴4) 에 의하면 ‘ 느라고’에는 ‘목적 • 의도’， ‘동시’， ‘원

인 • 이유’ 등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인 •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

에서는 앞뒤 주어가 같아야 하지만 ‘목적 · 의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는
앞뒤 주어가 달라도 된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 (으)려고’와 비슷한 의미
를 지년다고 하였다11) 그런데 예문을 보면 반대로 ‘목적 · 의도’를 나타내

는 구문에서 앞뒤 주어가 같아야 하고 ‘원인 ·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앞뒤 주어가 달라도 되는 것 같다. 또한 장광군mm:2뼈 낌8) 에서는 ‘ 느
라고’의 앞뒤 주어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무정물 주어가 쓰일 때

‘-(으)려고’와 마찬가지로 ‘징후’의 의미를 가지며 그 경우는 대체로 두 주
어가 다르다고 풀이하였으내 무정물 주어가 아닌 경우에도 두 주어가 다
른 용례가 발견된다 앞에 든

(17) . (18)은

무정물 주어가 쓰여 ‘징후’의 의

미를 나타내논 예이며， (19) . (20)은 유정물 주어가 쓰여 ‘원인

·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인데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다. 물론
(19) 와 (때)이 속뜻으로는 각각 “(나는) 남편을 기다리느라 하루가 너무 길

게 느껴졌습니다. , “왕한은 여관에 들러 동지들과 이야기하느라 (모르는
사이에) 해가 저물었다와 같이 문장 주체의 심리적 차원에서 션행절과

후행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곁으로 나타난
주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2.4 -자

‘ 자’의 의미기능에 대해 국립국어원(2(뻐a: 120-124) 에서는 ‘동시’로 설
명하였으나， 국립국어원(2(ffi):

어정보개발연구원(1뺑:

847) , 백봉재2ro): 돼4-3!E) , 연세대학교 언

1517) , 이희자 · 이종희 mm: 371-앞2， 때1: 7æ π'0，

11) ‘동시’플 나타내는 구문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기술윤 보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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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β:

449--Lffl),

서 태룡(lm3:

허윈 1ffi5: 9뼈-없7，

461),

허동진(2m3:

Em: g)4-ffi5) , 윤평현(1뺑， a:XE: 197

짧)，

쟁)에서는 ‘동시’ 또는 ‘나열’과 더 불

261

어 ‘계기’의 의미를 설정했다 12) 이 ‘←자의 경우도 두 가지 뜻을 나누어서

생각해야한다
국립국어원(2(뻐a:

114, 122) 에서는

위에서 본 연결어미틀과 반대로 ‘ ~~y

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허웅

(1ffi5: 뼈， 1땐: ffi4), 윤평현(200): 212) 에서는 두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우선 ‘동시’ 또는 ‘나열’의 경우는 “어떤 대상이 두 가지 특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m3:
1뺑:

371 , 2001: 769, 2m3:

1517, 이희자 · 이종희

4.'\))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주어는 당연히 같아

야한다

(21) 그는 윈스)-0 1잔 (동시에) 시인이다. (국립국어원 때ja: 1껑)
(22) 이건 우리들의 캘갚의잔 선생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희자 · 이종희
때1:

769, 200):

4a))

국립국어원(2OO5a)에서 선행절파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

고 한 것은 ‘계기’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기’를 나따
내는 용례 중에도 주어가 띈치하는 예가 보이며 예외라고 치부하기 힘뜰

만큼 너무나 많은 반례가 나온다 즉 ‘ ^Y 에는 주어 불엘지 제。+이 원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3)

12)

2m

윤평현WB3: 때， 2(0): 2%-

등에 의하면

‘

자’는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

건 사이의 시차가 상당히 뜰 수도 있다

13)

국립국어원(2OOJa: 124) 의 표룹 보면

‘

자’의 주어 일치 제 qf이 ‘었음(=)’(얀뒤 주어

가 감아야 합)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책의 서숨을 따르면 ‘있음(;;>")’(얻뒤 주어가

달라야 함LêJ쿄 바꾸어야 하겠지만， 언어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없음’으로 수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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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는 풍금을 윌절학잔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랑하였다 (국립국어원 IDJb:

847)
(24) 어린아이는 선물로 장난감을 밭잔 마냥 즐거워했다 (국립국어원 200m:

847)
(25) 좌랑은 최명길을 복잔 빙긋이 웃었다. (김훈 『남한산성~ p.167)

2.5 -기어 I

. -길래 14)

국립국어원(뻐)5]):

80) , 조오현WB2: 421)에서는 이유의 뜻을 나타내는

L 기에’가 평서문에 쓰일 경우 선행절 주어는 1 인칭이 아니고 후행절 주어

는 1 인칭이 되는 비동일 주어 제익k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26) 에서는
선행절 주어도 후행절 주어도 둘 다 1 인칭이며， ('l1) 에서는 동열 주어는
아니지만 선행절 주어도 후행절 주어도 3인칭이다.

(26) 최선을 단렇긴멘 후회는 없다. (서상규 외 뻐)): ~-9D
(Z1) 오자서가 마지막 편지를 보내 온 곳이 송나라였기에 손무의 발결읍도
그리로 향했다 (정비석 『소설 손자병법 2~ p.217)

한편 장광군(1뺑:

240-242) ,

안주호(2001:

ffi-103) ,

진정 란{예)5:

361)

등

에서는 ‘ 기에’에는 위와 같은 주어의 인칭 제익E이 없고 오히려 ‘ 길래’에
적용되는 제약이라고 하였다 151 그런데 다음 (28) . (29)는 선행절과 후행
것이 마땅하다

14)

오경진cm1 383-384) 에서는 “놀기에 너무 바빠요"， "T조하기에 역부족이다"와 갇

은 용례까지 연결어미 ‘→가에’의 예로 보고 있으나， 이틀은 명사형 전성어미 ‘ 기’어l
처격조사 ‘에’가 붙은 것들이다

15) 다만 진정랜때fJ: 361←362) 의 본문에서는 “평서문임 경우， 앞문장의 주어는 자유로
우나 뒷문장은 항상 1 인칭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각주에서는 “뒷문장의 주어가
항상 1인칭이어야 하고 앞문장에 2.3인침이 와서 농엘주어가 싸용되지 않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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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주어가 둘 다 1인칭이며 동열 주어로 보아야 하고 161 (30) • (31)은 동

일 주어는 아니지만 선행절파 후행절의 주어가 둘 다 3인칭이다 171 따라
서 ‘-김래’에도 그러한 제익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잃) 어제 핀곧한곁랜 그냥 갔아. (진정란

(29)

r짚질한길랜 펀지를 써 보냈지.

2003: 362)

[......L

(정비석 T여인극장 5~ p퍼6)

(쩌) 산 넘어 산촌에는 누가갚곁랜， 해마다 봄바람이 남P걱E 오네. (허웅

lffiJ

872)
(31) 때마침 이모가 현관문 밖으로 난옥걷랜 어머니가 물었다. (김병언 「 저
바람 속 어디엔가빛의 걸음결이~ p.173)

2.6 -더 LI

. -었더니

국립국어원(2ffi5a: 203) 에 의하면， ‘ 더니’는 주어가 2인칭， 3인칭인 문장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 었더니’는 주어가 1 인칭인 문장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국립국어원(200:ib: 353-354) 에서는 ‘-더니’의 경우

말하는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주어로 와야 i운 데 비해 ‘ 었더
니’의 경우 앞의 주어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끄 했다. 장광군
(1뺑:

186-193) ,

이희자 · 이종희 (2001:

325. 2m):

때) 등에도 비슷한 기술

이 보인다.
그런데 백봉자{2m): 212-213) 에서는 L더니’에 관해서 원칙 적으로 선행

고 하였으며， 선행절 주어에 판한 기술이 일판성이 없다

16) 안주호(Lm1‘ 106), 진정란(뻐)3: 362) 에서는 선행섣에 형용새또눈 일부 자굉-새가 쓰
열 경우 1 인칭 주어가 선행절파 후행짐에 묘두 쓰얻 수 였다고 하였다

17)

안주호(때1: 104-100) 에서는 후행절의 주어가 1 인칭이 아닌 여l 외적 문징으로서， 간

접화법의 경우， 비행위성 서술의 경우， 추측의 근거플 딸하는 걷우 등을 단였는데‘
위에 든 예문은 어떤 경우에노 해당되지 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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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주어는 3인칭을 쓰는데 화자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경우에

는 1 인칭도 쓴다고 하면서 예를 들었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들이
보인다.

(32) 전에는 며칠 밤을 새도 펠철던닌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국립국어연구
원

19.rl: 1512)

(33) 팬지 아침에 기분이 좋던닌 생일상을 내가 받게 되겠군‘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없: 4~， 이희자

· 이종희

1땐:

168)

(잉) “(전략) 혼자 다니기가 절절한던닌 같이 다녀도 관계없을까요?" (한용
운 『黑風 2~

p.57)

또한 백봉자{뻐Xì: 212←213) 에서는 ‘←었더니’에 관해서도 역시 원칙적으
로 선행절 주어가 1 인칭인데 3인칭일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예가 나온다.

(35) 성민이가 동건이에게 전화해 봤더니 아파서 집에 있더래. (국립국어원
2(0)b: 또\))

(36) 꽃이 잔청던닌 잎이 났다. (서정수 1~: 1짧)
(37) 석두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청원산으로 가서 행사를 맡낯던닌 행사가
물었다. (최인호 『길 없는 길 4~ p.93)

3 서술어 제약에 관한 기술
여기에서는 서술어와 관련된 문법적 제약의 기술을 검토한다. 서술어

에 관한 제약은 (1) 선행절 서술어와 후행절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에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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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제의E이 있는개

(2)

선행절 서술어와 후행절 서술아로 션이는 용언에

의미 자질의 제약이 있는가 하는 두 가지이다 연결어미별로 하니씌 검토
해보자

3.1 -(으)려고 . -(으)러 . -고자
국립국어원(2(뻐a:

115, 200)b: 破， ffi9) 허용 외 (200): ?JJ1) 등에 의하면

‘ (으)려고’와 ‘ (으)러’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며 선행 용언으로 동사
만 쓰인다. 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뺑: 없)， 이희자 · 이종
희(1뺑:

282, 때1: 517, 2003: 278

136-1인)， 장광군(1體:

때)， 백봉재2003: 뻐 '257), 강인환ums:

212-213) 등에서 ‘ (으)려고’는 의도를 나타내는 동

사와만 쓰이며 ‘ (으)러’는 형용사 및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는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1RJ 한편 국립국어원(2OO)b:
쨌)， 윤평현(1뺑:

295, 200):

ffi9) ,

허웅m뻐: 없9-840， 19:앤:

341--3갱) 이익섭(200):

373)

등에서는 앞에서

논했듯이 ‘ (으)려고’가 ‘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도 어울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8) • (39)는 비의도적 동사에 ‘ (으)려고’가 결합되어 ·정조’를 나타내는
예， (때)은 형용사에 ‘→(으)려고’가 결합되어 ‘목적 · 의도’를 나타내는 예이
며， (41)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 (으)러’가 결합된 예이다.1 91 (40) .

(41)은 약간 예외적인 문장임 수또 있으나 최소한 (38) . (39) 와 같은 용법

에 대해서는 기술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

감수정(때4‘ 136) 에서는

‘

(으)러’가 이동동사뿐 아니라 인식동새‘알다 등)와도 결

협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강인환{lffi): 136) 에 엔수는 시 i~블 딴러 서윤역에 듬댔
다”라는 예문이 나온다

19)

윤평헌(axJ): 345) 에서 ‘다니나’와 ‘←(으)라’가 결협된다늠 사선이 지적되었는데， 완선

동사 ‘다니다’와 물완선 동사 ‘다니냐’가 밸개라는 섣영은 납득하기 어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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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이 둘으련곤 하는지 흙 속에서 파란 것이 보인다 (국립국어연구원 1뺑.

4838)

(;39) 가벼운 현기증으로 머리가 핑 돌련곤 한다 (최일남 『아주 느린 시간』
p때)

(40)

사구(싸止)에 코 처박고 나됨굴지언정 제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과장된

몸짓까지는 아니로되， 글 장사의 본래적 성깔에 웬만큼 좋결한련곡 기
를 쓴다. (최일남 『아주 느린 시간.~ p.216)
(41) 올 초 한국에 단닌런 갔을 때였다. (신아연 「내 어머니의 일생은 바다

와 같았다자식으로 산다는 것~ p. g,:))

‘ (으)려면’도 마찬가지다. 국립국어원(뻐Ea: 139) 에서 ‘ (으)려면’은 동
사와만 어울리고 형용사와 ‘이다’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국립국
어원(때l)b: 뼈)에서는 동샤 형용샤 ‘이다’에 붙는다고 해} 모순을 나타

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반례를 찾을 수 있다.

(잉) 준운련멸 한강이 열 정도로 줍든지. (국립국어연구원 1땐: 1쨌， 국립
국어원 200)b: (00)

(43) 날씨가 밀으런멸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면 좋겠다. (국립국어연구원
1뺑:4쨌)

(얘) ö에들이 활발한련멸 어느 정도 시끄럽겠지요 (이희자 · 이종희 l Ð.1:
295)

(45) “국가가 발전하려면 우선 백성들이 평안해야 한다 또 백성들이 펼암
한련멀 왕실이 화목해야 한다. [ ..... -]" (이찬우 『소설 훈민정음~ p없1)

‘ 고자’에 대해} 이희자 · 이종희 Will: 20-21), 백봉재2ro): 1ffi-1여)에
서는 동사에 붙어 쓰인다고 하였으며
(1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39) , 이희자 • 이종희 (2001: 65, 2ro): ffi) , 국립국어원(2()(Th: EI5)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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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사나 ‘이다’에 붙어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파
같이 형용사에 ‘ 고자’가 붙은 용례가 존재한다 20)

(46) 여성들의 으뚫달곤잔 하는 끝없는 희망 (윤평현 20)5: 표)
(깎) 헐몹햄잔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r:~는 것은 확실합니
다. (고주석 『오직 하나뿐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 p.4'

후행절의 서술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2(XTh: ffi5,

ffi9) ,

어정보개발연구원WB3: 6:잉)， 이희자 · 이종희 (1땐: 쟁，

연세대학교 언

2001: 517, 200:):

'lJ8-'lJ9) , 김종록(lffi'!: 302) , 강인환(1ffi): 119), 허웅(1995: 없4， 1뺑: 8ffi),
윤평현(1998: 정4，

2005: 335-35)),

백낙천 (2001:

44) ,

이익섭 (2005:

374) ,

허판

진(200:): 2)31) 등에서 ‘←(으)러’는 이동에 관한 목적을 나타내므로 후행절에
는 ‘기-다’， ‘오다’， ‘다니다’ 등 이동동사만 쓰인다고 한다.
이 기술이 상당한 부분 맞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에 보듯이 에

외도 결코 적지 않으며， 후행 용언의 제익뇨을 논하는 논문 자체에 바로 반
례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48) 의 ‘보내다’ 따위는 대상이동 또는 소유

이동을 나타내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이동동사에 포함되지만， 윤평현(뻐J):
잃8) 에서 말하듯 ‘ (으)러’ 뒤에 이어진다고 논하는 이동동사는 주제이동
또는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일 것이기 때문에 역시 예외가 된다. 그
이외의 예문뜰에 나타난 ‘등록하다’， ‘았다’， ‘만나다’， ‘붙이다’， ‘기다리다，
‘들어앉다’， ‘모험을 하다’ 따위를 이동동사로 보기는 어렵다.

20) 허웅(l~: s:용， 1앉:B: ffil, !E:ì)에서는 행용사나 ‘이다’에 붙는 예도 있음을 지적하였
으내 ‘부지런하고자， ‘희고자’， ‘사람이고자’는 ‘부지런히 하고재， ‘희어지고자’， ‘사람
이 되고재의 줍임 o→로 볼 수 있다고 섣벙하였다. 한편 윤평현Gill5: 표)에서는 즙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형용사와 ‘←고자가 결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강

우에는 ‘의도’가 아니라 ‘욕망’을 L따내는 것P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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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하 「독충개교

기념일l p. 3æ)
(49) 김씨처럼 과자 만드는 기술을 밴f린 이 학원에 등록한 주부는 지난

한 달 동안 30명. (김수정 때4: 1π)

(m) 영회는 선생님을 만나러 교무실에 있었다. (윤평현 :mJ: 343)

(51) 영수는 연필을 얻으러 순영이를 만났다 (강인환 19li: 1앓)

(52)

국회에서 헌법을 객절한린 국회의원 소집공고를 붙였다. (강인환 19li:

133)
(않) 신선은 배를 대고 걸게 뻗은 푸른 절벽에 올라 / 별빛 탈빛으로 너울대
는 금빛 물결 복런 기다리 1l1. (최인호 『유림 3~ p. g))
(54) “네， 당신의 복수심을 위해 철저히 흐올묘한런 들어앉았죠 잘 알고 있
어요." (조아 『사랑이 떠난 시간.~ p.1Z7)

(또) “[ ......] 돈 갚으런 모힘을 하눈 얘기였어요 [……]" (김지원 『소금의 시
간~ p.165)

특히 ‘무엇 하러’라는 형식 뒤에 오는 서술어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이
사설은 윤평현(200): 없4) 에서 지적되어 있다. ‘무엇 하러’ 뒤에서 서술어의
제익E이 없어진다는 사실은 ‘ (으)러’ 뒤에 이동동사가 온다는 제약이 본질

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도 시사한다.

(Etì) 그는 시중에도 파는 송곳을 뭔한런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성한 『그와 그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p.143)

한편 장광군(1땐: 215-216) 에서는 ‘무엇 하러’를 하나의 관용형으로 보

고 이 경우는 후행 용언으로 이동동사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엇 하
러 왔어?”， “그런 데를 무엇 하러 가?"와 같은 말들이 흔히 쓰이므로 적절
한 설명은 아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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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느라고

/ -느라

오경진 (2003: 380-381)에서는 ‘ 느라고’가 쓰이는 문장씌 선행 용언도 의
지를 나타내는 동λ에어야 한다고 했는데， 허웅(1Ð): 8잉， 1뺑: &94)에서

는 떡시 의도적이 아닌 일플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인다고 하였다 앞에서
도 보았듯이 ‘ 느라고’에는 ‘목적 · 의도’， ‘원인 · 이유’， ‘풍반f동시’ 등의 의
미가 있는데(안주호 '2JJJ7a:

419-421 , 2007b: 1m) , ‘원인 · 이유’나 ‘동반/동사’

의 정우는 션행 용언이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닐 수 있다 21 )

(감) 비가 옥늑란곤 날씨가 무더웠구나. (백봉자 1땐 해)
(53) 나중에 들었지만， 그때 연옥의 전회를 받고 그 사람은 우느라고， 눈물

으l土표란고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한다. (송정연 「사랑의 의띠를
묻다내 생애 가장 따뜻한~ p.l33)
(돼) 회사에서 표흐띈는란고 늦었습니다. (최인호 「겨울나그네최인호
시나리오 전집 3~ p.101)

국립국어원(예J5a:

(2001:

1깨

100,

2CXX):

137, 2t:llib:

135),

1않)， 허용 외(200): ni) , 이희자 · 이종희

김수정(뼈4: 1없，

176)

등에 의하면 ‘ 느라고’가

‘원인 • 이유’를 나타낼 때에도 ‘목적’을 나타낼 때에도 후행절에는 부정석
인 내용이 온다고 한다 22) 이런 설명은 김명희(1뺑:

21)

김명희(l~)에서는

201),

백봉재1뺑:

00)

‘ 느라고’의 선행 용언으로 개인작인 감정 또는 감각 처1 힘묶 L}

타내는 동시{좋아하다， 싫어하다， 추위하다 능)를 쏟 수 없다고 했는데， “〈낱받편1>
이 기대 이상 q로 민거운 반응을 불러인으켜서， 우리 펀자틀은 하루하루 놀라고 끼
뻐하느라 정선없이 :z]내기도 했다"(김경원

말편

2"

·

김첼호 「국어 산략이 밥 먹여준다」낱

4쪽)， “진작 옮겨드렸어야 하는데 망섣이느라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냐

마 「파묘꾼유턴지점에 보물지도릅 묻다~ p.l59) 등의 예문이 았다

22) 서상규 외 CffiJ: 157) 에서는 ‘ 느라’ · ‘-느라고’가 ‘목석’이 아난 ‘원인 · 이유’의 의미
로 쓰이는 경우에 ‘부정적인 결파’가 초래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주호CID7a: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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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판단은 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다. 예를 틀어 “먼 길을 오느라고 고생했다”의
‘고생하다’， 또는 ‘수고하다’， ‘힘들다’， ‘바쁘다’와 같은 용언이 오는 경우가

많디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 고생은 몬

주고도 못 산다” 등의 속담도 있듯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가치
를 지닐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바쁜 것도 힘든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있다

한편 이숙(1985: 131-138) 에서는 ‘ 느라고’의 후행절이 긍정적이고 적극
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그 때 후행절은 선행절
의 배경을 나타내고 시간적으로는 선행절과 동시이거나 선행절보다 앞선
다고 하였다 23)

(ffi) 두 0에를 7'1 -9-늑란고 아내는 신이 났다 (이숙 1æ5:

132)

(61) 마음을 간단듭는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회자 • 이종희 뻐1: 1깨，
2m3: 134)
(없) 일이 잘 된누란고 마침 그때 남풍이 붕어 왔다 (이익섭 200): ?E7)

(63) 온천장에 1주일이나 묵으면서 사냥에 미쳐 몰아가느라고 품행이 모범
생처럼 단정했으니， 배통을 내밀 만도 한 일이었다 (정비석 『여인극장
4~

p. 2X))

덧붙여 말하면，

‘ 느라’와 ‘-(으)니까가 결합된 ‘ 느라니까， ‘-느라’와

에서는 ‘원인 · 이유’를 나타낼 때 후행섣에 주로 동사가 쓰이며 ‘형용새 있다/없다，

영새이마로 된 것은 없다고 했는데， 허웅(1뺑: æ4)에서 지적했듯이 ‘바쁘다， 힘들
마 피곤하다， 고단하다， (정선이/경황이) 없다’ 등 후행절에 형용사가 쓰이는 예는

많다

23)

안주호(:ID7b: 1m) 에서는 선행절의 사건사가 후행절의 사건시보다 암서는 경우， 후

행접의 사건시가 선행철의 사건시보다 앞서는 경우 선행절의 사건시와 후행절의
사건시가 동시인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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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이 결합된 ‘←느라면’의 경우에도 뒤에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을 튿느라니까 이 일에 대한 지부심이 생

겼습니다"(백봉자 때X:): 163) 와 같은 예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3.3 -자
국립국어원(:m5b: 847) 에서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곧 이어 관계있는

상황을 제시할 어미 ‘-자’는 동사에만 붙는다고 했다. 한편 윤평현(:ffi):
얘)에서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도 결합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허
웅(1%: 뼈， 1ffi1: gÿt) 에서는 어떤 용언에도 붙는다고 하였다. ‘동시’ 또

는‘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가‘이다와 어울리는 것은 이미 여러 개

론서와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데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Y가 형용사
나 ‘이다’와 결합된 용례도 발견된다 (64) • (65) 가 형용사와 결합된 용례
이며， (ffi) 이 ‘이다’와 결합된 용례이다，24)

(여) 맞선 본 여자의 키가 르잔 나는 마음을 놓았다. (윤평현 200): 208)

(ffi) 학식이 높은 선비였지만 나라가 언잔럽잔 분연히 벼슬을 버리고 천장
암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최인호 『길 없는 길 3~ p.찌3)

(66) ö베가 한 번 더 아들을 단속하려 나서려는 늘친잔 청년이 다시 발길
을 멈춰섰다 (이청준 「새와 나무서편제~ p.97)

24)

심혜령(lg，:n: 쨌)에서는 허웅WRï) 에 제시된 예문 가운데 ‘따뜻하자’나 ‘밝자’는 ‘따
뜻해지자’나 ‘밝아지다’의 의미로서 행용사가 아니며 ‘이다가 쓰연 것도 계기적 의
미가 아니고 동시적 의미이므로 계기의 ‘←자는 동사와만 견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라나 적어도 형용사어1 ‘-재가 결합되는 갓은 사실이며， 이것

을 의미적으로 해석해 형용사가 아니라고 하면 형태론적 기준P루 이루어진 품
사 분류릅 무너뜨리게 된다.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대한 기술 방법

탤

시

4

327

국립국어원(얘fu: 142) 에서는 ‘목적’의 의미를 갖는 ‘-도록’은 동사와만

어울리며 일부 형용사와 어울리면 ‘목적’이 아닌 다른 의미가 된다고 한

다 한편 국립국어원(2OO)b: 375)에서는 동사와 일부 형용사에 붙어 뒤에
나오는 행위에 대한 목적이나 기준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백봉자

(2ffi): 226-'ll7)에서 ‘ 도록’은 원칙적으로 동사와만 어울리지만 동사화할
수 있는 몇 개의 형용사와 어울린다고 승애 이러한 현상을 “일반 대중의
관용화”로 보았으며， 서정수(1쨌: 25) 에서는 이것을 “빗나간 관용화”라고
했다. 한편 장광군ü뺑: 167-1염)， 강영(4X)2: 3&1-표)， 윤평현(:m5: J12 잉3)밍)

에서는 형용사와 ‘→도록’이 결합되면 그 낱말에 따라 목적 • 정도 · 시간
(도급)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형용사와 ‘ 도록’

이 어울려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67)

들기 쉴돈롤 싸 드릴까요? (이희자 • 이종희

2001

떼， 2(XX3:

218)

(68) 이 술은 여자틀이 마시기에 좋도롤 제조했다 (윤평현 :ID): 372)

4. 기타 제약에 관한 기술
2 장에서는 주어에 관한 문제를 살피고， 3장에서는 서술어에 관한 문제

를 살폈다 여기서는 위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
보겠다.

25) 윤평현(:ID)‘ 373)에서 이러한 형용사는 과정 동사 ‘~어지다’가 줄어든 형태이거나
형태 변화 없이 [-상태성}의 의미 자절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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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제 • 상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국립국어원 (200Sa:

135) , 백봉자

(2(lli: 357-359) , 진정란{2003: 354-3또)， 이규희(1ffi3: 19-20l, 허웅(1~: 7ffi) ,
남길임(1뾰: 431) 등 많은 논저에서 원인 · 이유의 ‘-어서’ 앞에는 ‘←었 ’이
나 ‘←겠 ’261 이 올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이상복(1978) 에서논 원칙적~~
‘-었 ’과 ‘ 어서’는 결합될 수 없지만 꽉수한 예외 현상이 있다는 사실같

지적하였고 ‘ 겠 ’과 ‘←어서’는 몇 가지 조건 아래에서 결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71 실제로 다음과 같이 ‘ 었 ’이나 ‘ 겠←’이 붉은 형태로 곧어

진 표현의 경우에는 그대로 ‘→어서’와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69) 노인이 흔자 시눈 것이 맡챙언선 쌀을 한 말 보내 주었다 (이상복 1978:

63)
(깨) ...... 원체 처음부터 이쪽에서 친해지고 싶어 안달을 했던 아이는 안난

청언선，

...... (이호철 「고해성사때1 년을 대표하는 문제 소설~ p.240)

(71) 그것보다 이것이 냥것으1^ì 이것을 샀다 (이상복 1978: 65)

(72) “상관없어. 내가 울결딘젤건선 그러는 거니까." (조창인 r아내 l p.213)

또한 백봉A}(2(lli: '2J)7l 에 '-(으)려고’는 후행절에 현재시제와 완료시

제2íl1만 쓴다는 지적이 있다. 김진수(1988: 55) 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는 ‘ 겠-’과 결합되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강인땐 1~: 1얘)에서

는 ‘-(으)려고’의 후행절에는 제약 없이 ‘ 었 ’ · ‘ 겠 ’ 등이 쓰인다고 하였

다 실제로 다음처럼 ‘→(으)려고’ 뒤에 ‘ 겠-’이나 ‘-을 것이다’가 쓰인 문장
도나타난다.

26) ‘-겠 ’이나 ‘ 음 것이다’는 본래 시 제 또는 상의 범주에서 다루기보다 서법 범주에서
다푸어야 마땅하겠지만 여기서는 선행 떤구의 논의릅 따른다

27) 백낙천 (19..fl: 149), 윤평현(axJ2: 1껍)에서도 ‘ 겠 ’파 ‘ 어서’의 견합은 연정했다
28) ‘완표시제’라는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 ‘과거’는 ‘시제’의 개념이지만 ‘완료’는 ‘상’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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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략) 죽음이 두려워 약속을 배반하고 되돌아가면 금후에 누가 나를

도완준련고 하겠소7" (정비석 『소설 손자병법 1~

p.245)

(74) “그렇군요 분명히 양 중장님과 지휘관틀을 직접 첸표한련고 들 것입
니다. [ ......]" (김백 ~R밍ublic

of

한반도 3~ p.때)

다음으로 문장 종류와 관련된 문제를 고찰한다. 국립국어원(때15b: ffi5,

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뻐fu:

243), 이희자 • 이종희(때1: 517,

2m3: Z78- Z79) , 이익섭(2(ffi 375) 등에 의하면 ‘-(으)려고’ 뒤에는 명령문이
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읍처럼 ‘말다’ 부정이 오면 명
령문이나 청유문도 온전히 성립된다. 이 사실은 김종록(lffi4: 302) , 윤평현
(얘15: 346-347) 에서도 지적되었다.

(75) 아 제발 나를 종교와 도덕적 신념으로 출겐한련 하지 마시라. (김하인
『사랑의 기원~ p.1(Xì)

(76) 항상 황금 덩어리를 창으련곤 애쓰지 맙시다 (윤영 『사랑하는 사람에
게 주고 싶은 잭~ p.131l

그리고 이규희(1쨌: 148-149) 에서는 ‘ 거든’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만
쓸 수 있고 서술문이나 의문문에는 쓸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구현정

WB2: 441-442), 윤평현(:ms: 100-110), 국립국어원(:ID)b: 7-9), 백봉재2m3:
81-82), 서 ^J규 외(때X): 25) 등에서는 명령문이나 정유문 이외에 서술문이
나 의문문에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서술문이나 의
문문에 ‘ 거든’이 쓰이는 예들이 나온다.

(77) “(전략) 이왕 남의 힘을 발린뢰건든 우리 같은 강대국과 어울려야만 만
사가 형통하는 법이지요 사실이 안 그렇소? 하하하'." (정비석 『소설 손
자병법

LJ p.24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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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전략) 그러므로 태자기 기어이 원수를 꽃으잔련건듣 차라리 정나라
와 손을 잡으섬이 어떠하겠소이까7" (정비석 「소설 손자병볍

L p.247)

마지막으로 부정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국림국이원(2(llia:

121 124)
•

에서는 ‘ 자’ 앞에는 부정 표현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 데 비
하여， 윤평현(얘E: 221)에서는 ‘→-자 앞에 ‘안’ 부정도 ‘봇’ 부정도 제약 없

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룹을 보면 부정 표현과 ‘ 자의 결합이
가능함을 알수 있다

(79) 해도 해도 암된잔 이 학생은 냐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옹식
7마음이 마음을 만날 때 J p.1Ol)

(00) 당시 피트는 에릭 클랩튼이 정신을 울잔린잔 하외이안 기타로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안재팔 『세기의 사랑 이야기 J p.30)

5 마무리
이상에서 한국어교육 개론서 등에 있는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관
한 기술을 살폈다. 지변의 제약 때문에 논하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으나，

문법적 제익탤 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책 안에 일관성이 결여펀 기술과 언어사설에 어긋난 여러 기술이 발견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부분적 o 로는 올바른 기술이 있는
데 한국어교육 개론서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반대

로 학술 논문에 잘못된 기술이 있는데 한국어교육 개환서에서 올바르게
기술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이제 한국어교육 개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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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 책 안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자들 간의 상
의를 통해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개론서의 기술이 언어사

실과 다른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대처 방법을
탈리할필요가있겠다.
첫째， 기술 내용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데도 문장 표현이 적절하지 못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션행 용언의 제약 중 ‘-(으)려고’나 ‘ (으)려면’이

형용사나 ‘이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술은 임단 타당한데 약간 예외가

있는 것도 사설이다. 나으)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뒤에 주로 이동을 나
타내는 동사가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동사가 오는 용례도 적지
않으며， 특히 “뭐 하러”라는 형식으로 쓰일 때 후행 용언에는 거의 제약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표현을 수정하고， 예외적인 현상까지 아울러 기술해

준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개론서에서 명령문이나 정
유문에는 원칙적으로 형용사가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 하겠다.

둘째， 의미기능에 따라 제약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 (으)면서’에는 흔
히 거론되는 ‘동시’와 ‘대립’의 의미 이외에 ‘계기’의 의마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중에서 ‘동시’나 ‘대립’을 나타낼 때는 선행절과 후행절
의 주어가 대체로 일치딴데 ‘계기’를 나타낼 때에는 두 주어가 같을 수
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또 ‘ (으)려고’도 ‘목적 • 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데， ‘정조’의 의미
를 나타낼 때에는 두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연결
어미의 경우에는 그 의미기능에 따라 제약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셋째， 실제 언어 현상에 완전히 어긋나는 기술로서 가장 심각한 경우이

다 예를 들어 ‘ 자’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반드시 주어가 달라야 한다는

기술이 여러 책에 나오는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한 용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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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왜라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타난다. 즉 연결어미 ‘ 자에는 주어 멸치
저]Cl{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
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모두 가르치는 것은 붉가
능한 일이고， 또 그렬 펼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언어 현상 중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지지 않을 것인가， 가르친다면 어느
단11]에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논의는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정확하게 파
악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 교육에서는 간결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개론서에서 “반
드시

" “꼭

" “항상

“절대로

" “~만 쓰인다 “~는 쓰이지 못

한다’는 식의 기술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러나 언어 현상에는 항상 예외가

있게 마련이다. 간결한 기술을 위해서 예외를 숨겨서는 안 되며， 한콰어
교육 개론서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연구룹 대비하면서 더 나은 기술을 고참해 보았는데， 그러나 어떤 선행
연구와도 조금씩 다른 결륜에 도달하였다. 또한 이 시점에서 한국어교육

개론서들의 문법 기술을 검증하고 개선 방얀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충분
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문법 연구와 문법 기술의 검증 작업

이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펀 는문은 '2fJJ1.
가 인료되었음

10. 30.

투고되었으며 '2fJJ1.

11. 15

심사가 시작띄어 '2fJJ1. 11.

29.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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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대한 기술 방법

요시모토 하지메(놈本-)

이 논문은 한국어교육 개론서 똥에 있는 연결어미의 문댐적 저l 약에 관한 기
술블 삼핀 것이다 그 결과， 한 책 안에 일관성이 결여된 기술과 언어사설에 어
긋난 여러 기술이 발견되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
얀을 하고자한다

우선 한 책 얀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들 간의 상의를 통
해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개론서의 기술이 언어사실과 다른 경
우 분제의 심각성에 따라 대 응 방법이 달라진다. 이틀은 크깨 세 단계로 나누어
서 생각해 볼 펄요가 있겠다;

첫째， 기술 내용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데도 문장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경
우이다 이것은 많은 개론서에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원칙적으쿄 형용사가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
라하겠다
둡째， 의마기능에 따라 제약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연결어미의 경우
에는 그 의마기능에 따라 제약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심제 언어 현상에 완전히 어긋나는 기술로서 가장 삼각한 경우이다 이

라한 기술은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주제어] 연결어미， 문법적 제약， 선행절， 후행절， 주어， 서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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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n the description of grammatical restrictions
concerning conjunctive endings

Yoshimoto,
pa없

In this

we examine how the functions of

described in textlxJoks on
nun뼈

of contradictory

Kon않n lar핑uage t，얹C비ng.

desσiptions

within a lxJok,

co띠unctive

our

벼뼈

endings are

analysis revealed a

w비ch

may be

rr뼈ified

relatively easily. However, descriptions that do not adequately explain the actual
usage of

co띠 unctive

endings are also found abundantly.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we propose three solutions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oblems in the
desαiptions.

First, there are cases where

desσiptions

ar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actual usage but not entirely. For these descriptions, we suggest minor
corrections. In addition, we suggest that soræ explanations for counter e뻐mples
should be added to the descriptions. Second, we point out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restrictions on the use of conjunctive endings

떠n

be

expl따1ed

by

semantic conditions. Therefore, it is ÌInIXlrtant that the functions of these
co띠unctive

endings are

e쩨때1ed

based on their

rmrphol맹cal

and semantic

conditions. The rmst serious problem we identified is that there are

desαiptions

that are largely inconsistent with the actual uses of conjunctive endings.
[Key Wordsl conjunctive en따Jg， gramma1J.떠I restriction, prec뼈ng clause, following

clause, subject, ver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