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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박형진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검토하고 그 통사적 ‧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뉘어 논의되었던 한국
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한국어 관형사절을 이해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고 관형사절을 분류한다. 그리고 새로운 체계 내에서 파악되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통사 ‧ 의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밝히고, 선행 연구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X+명사’ 구성에서 X를 명사의 보충어와 부가어로 판단하는 방법을 살
펴보고 관형사절의 정의 및 범위를 논의하였다. 명사도 동사와 마찬가지로 의미론적 
논항을 취할 수 있으며, ‘X+명사’ 구성에서 X가 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이면 보충어, 
그렇지 않으면 부가어로 판단된다.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는 형태적 기
준과 표제명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 통사적 기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적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3장에서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어 관형사절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의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것은 영어를 중심으로 한 생성 문
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국어의 관형사절 중에는 관계절에도 명사구 보문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될 수 있는
가에 따라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나누고,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의 보충어이냐 부가어
이냐에 따라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로 나누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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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장에서는 관형사절의 통사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먼저 보충어 관형사절에 대해서 
보충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충어 관형사절이 표제
명사와 주절에 대해서 보이는 통사적 의존성과 보충어 관형사절의 논항성 위계를 
논의하였다. 부가어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관계절의 관계화 제약과 관계절이 표제명
사와 주절에 대해서 보이는 통사적 독립성을 논의하였다. 
  5장에서는 관형사절의 의미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보충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이기 때문에 의미역을 가질 수 있다. 보충어 관형사절이 가지는 의미
역에는 내용역(Contents), 기준치역(Criterion), 대상역(Theme), 결과역(Result), 
이유/원인역(Reason), 배경역(Background), 목적역(Purpose), 종차역(Differentia), 
속성역(Property)이 있다. 그리고 관계절이 표제명사의 보충어로 해석될 수 있는 조
건을 논의하였다. 한편 부가어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관계절의 의미가 해석되는 과정
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6장은 결론으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관형사절, 표제명사, 관계절, 비관계절, 보충어 관형사절, 부가어 관형사절, 
명사 수식

학번: 2008-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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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관형사절1)의 체계를 검토하고, 그 통사적 ․ 의미적 특성을 
구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
누는 이전의 체계를 검토한 후에,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이해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
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의 한 축을 이룬다. 그리고 새로운 체계 내에서 파악되는 한
국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 의미적 특성을 관찰하여 기술하는 것이 연구 목적의 또 다
른 한 축을 이룬다. 
  전통적으로 한국어의 관형사절은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뉘어 논의되었다. 
이때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을 나누는 핵심적인 기준은 관형사절의 내부에 표제명사
(head noun)2)와 공지시적(co-referential)인 통사적 공백(gap)이 상정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였다.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어 관
형사절의 다양한 성격이 상세하게 밝혀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관형사절에 대한 연구의 과정에서 관형사절 내부에 존재하는 통사적 공백
의 의미 그 자체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통사적 공백의 존재가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통사적 공백이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을 나누는 기준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다. 이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전체 집합은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합집합이며,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은 배타적 관계를 이룬다

1) 명사를 수식하는 절을 가리키는 용어로 ‘관형사절’과 ‘관형절’이 함께 쓰이고 있다. 본고에
서는 이 중에 ‘관형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명사와 부사의 기능을 수행
하는 절에 대해 ‘명사절’과 ‘부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품사명과 이에 대응
하는 절의 명칭은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 ‘head noun’의 번역어로는 ‘표제명사’, ‘핵심명사’, ‘핵어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head noun’의 번역어로 ‘표제명사’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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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관형사절 연구의 전제로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관형사절 연구의 과정에서 관계절로도 보기 어렵고, 명사구 보문으로도 보
기 어려운 관형사절의 예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한국어의 관형
사절이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구분되지 않는 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
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기에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검토, 
한국어 관형사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모색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전의 관형사절 연구에서 포착되지 못한 한국어 
관형사절의 새로운 통사적 ․ 의미적 특성이 구명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의 논의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체계를 비판적
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관형사절을 이해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
고, 그 체계 내에서 파악되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고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한국어의 모든 관형사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관형사절+명사’ 구성이 본고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다. 

   (1) 가. [철수가 ei 먹은] 밥i
나. [철수가 밥을 먹은] 사실

  (1가)는 관계절로 다루어진 전형적인 예이고, (1나)는 명사구 보문으로 다루어진 
전형적인 예이다. (1가)의 관형사절 내부에는 표제명사 ‘밥’과 공지시적인 통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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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이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1가)의 관형사절은 관계절로 처리되었다. 반면 (1
나)의 관형사절 내부에는 표제명사 ‘사실’과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1나)의 관형사절은 명사구 보문으로 처리되었다. (1나)에서 관형사절
‘철수가 밥을 먹은’의 의미는 표제명사 ‘사실’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명사구 보문은 
표제명사의 ‘내용절(contents clause)’ 또는 ‘동격절(apposition clause)’이 되는 것으
로 논의되었다.

   (2) 가. [몸이 아픈] 이유로 학교에 결석했다.
나. [몸이 아픈] 이유는 며칠 동안 과로를 했기 때문이다. 

  (2가)와 (2나)는 동일한 ‘관형사절+명사’ 구성 ‘몸이 아픈 이유’가 쓰인 예이다. 
(2가)와 (2나)의 관형사절 ‘몸이 아픈’의 내부에는 표제명사와 ‘이유’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될 수 없다. 따라서 (2가)와 (2나)의 ‘몸이 아픈’은 모두 명사구 
보문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런데 (2가)의 ‘몸이 아픈’은 ‘이유’의 내용절로 해석될 수 있지만, (2나)의 ‘몸이 
아픈’은 ‘이유’의 내용절로 해석되기 어렵다. (2나)에서 ‘이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은 주절의 사태인 ‘며칠 동안 과로를 했-’이며, ‘몸이 아픈’은 ‘며칠 동안 과로를 했
-’의 결과로서의 사태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2나)의 ‘몸이 아픈’은 관계절
로도 보기 어렵고, 명사구 보문으로도 보기 어려운 관형사절의 예라 할 수 있다. (2
나) 이외에도 한국어의 관형사절에는 관계절로도 보기 어렵고 명사구 보문으로도 
보기 어려운 예가 상당수 발견된다.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온전한 기술은 (1)과 (2가)뿐만 아니라 (2나)와 
같은 관형사절도 포함할 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나)와 
같은 관형사절은 (1) 또는 (2가)의 관형사절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
른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2나)와 같은 관형사절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이들이 보이는 통사적 ․ 의미적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
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본고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법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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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첫째, 한국어 관형사절의 특성을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전까지의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에서 관형사절 내부의 통사적 구조에 비해
서,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형사절의 기본적인 기능이 표제명사를 수식(modification)하는 점이라는 것을 고
려하면,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에 대해서 어떤 통사적 ․ 의미적 기능을 가지는가는 관
형사절의 특성을 파악하는 주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형사절의 
새로운 통사적 ․ 의미적 특성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국어의 관형사절의 특성을 살피는 데에 유형론적 관점의 연구 성과를 적
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다. 어떤 절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 중 관계절은 언어유형론의 주요 연구 대상 중 하나로서, 범
언어적으로 관계절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상당한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
을지, 관계절과 관계절이 아닌 관형사절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유형론적 관점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
겠다. 

  1.3. 연구사적 의의

  한국어의 관형사절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방대한 양의 연구가 심
도 있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관형사절에 대한 기존 연구
의 경향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바탕에서 본고의 논의가 가질 수 있는 의의를 찾
아보고자 한다. 
  전통문법 시기에는 관형사절이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뉘어 논의되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인식되었다. 이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에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생성문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응도(1968), 이홍배
(1970), 양인석(1972) 등에 의해 한국어 관형사절의 연구는 관계절 내부의 표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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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유무에 따라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 각각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많은 특성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관계절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저구조에서 관계절이 도출되는 과정, 표제명사와 관
계절의 통사적 관계, 관계절 어미의 도출 과정 등과 같은 관계절의 통사적 측면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3) 명사구 보문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저구조에서 명사구 
보문이 도출되는 과정,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통사적 차이, 보문자의 종류와 성격
과 같은 통사적 측면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4) 한편, 남기심(1973)에 의해 
명사구 보문이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으로 구분된 이후에는 명사구 보문과 표제명
사의 의미 관계,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이 수식할 수 있는 표제명사, 완형 보문과 
불구 보문의 의미 차이와 같은 명사구 보문의 의미적 측면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
었다. 
  이처럼 한국어의 관형사절 연구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
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절이나 명사구 보문으로 보기 어려운 한국
어 관형사절의 다양한 예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의 과정에서 관형사절 내부에 상정될 수 있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존재는 관형사절이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구분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인식되었다.
  전형적인 관계절이나 명사구 보문에 포함되기 어려운 관형사절의 존재를 언급한 
논의들도 존재한다. 김영희(1981)에서는 관형사절을 명사 보문이라 하고, 보문을 
동격 명사 보문, 관계 명사 보문, 태도 명사 보문으로 나누었다. 김영희(1981)의 동
격 명사 보문은 전형적인 명사구 보문에 해당하고, 관계 명사 보문은 관계절에 해당
한다. 태도 명사 보문으로는 ‘그이가 아는 척을 하더라’와 같은 예가 있는데, 이때의 
‘그이가 아는’은 관계절로 보기도 어렵고, 명사구 보문으로 보기도 어려운 관형사절

3) 관계절의 상세한 연구사는 이홍식(1990), 이필영(1990), 신효필(1994), 이필영(1998) 등
을 참고할 수 있다.  

4) 명사구 보문의 상세한 연구사는 이홍식(1990), 이현희(1990), 이필영(1998), 이홍식
(199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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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라 할 수 있다. 
  이홍식(1990)에서도 관계절로도 보기 어렵고 명사구 보문으로 보기도 어려운 관
형사절의 예들이 언급되었다. 이홍식(1990)에서는 ‘그 사람이 가는 대신 네가 가라’
와 같은 예에서의 관형사절 ‘그 사람이 가는’을 명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명사
적 관형절로 보았다.5) 또한 ‘비가 오는 소리’의 ‘비가 오는’은 ‘소리’의 내용이 아니
라 ‘소리’가 발생하는 배경적 상황 정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를 특이한 성격
을 가지는 명사구 보문의 일종인 비동격절로 판단하였다.6)
  김지은(2002), 홍윤기(2010)에서는 명사구 보문의 일종으로 ‘연계절’이라는 부류
를 설정하였다. 김지은(2002), 홍윤기(2010)의 연계절은 ‘결과, 대가’와 같은 표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을 말한다.7) 이러한 관형사절의 표제명사는 두 사태를 연
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지은(2002), 홍윤기(2010)에서는 이들을 연
계절로 불렀다.
  이상의 논의들은 한국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형사절의 유형을 포착하고, 이들의 
특성을 구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국어 관형사절의 체계가 과연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체계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져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을 나누는 기준이 
된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고 할 수 있다.
  관형사절의 내부에 상정되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으로,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을 나누는 체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문숙영(2012)가 있
다. 문숙영(2012)는 한국어의 관형사절 중에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
이 존재하지만 관계절로 보기 어려운 관형사절과,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지만 
관계절로 볼 수 있는 관형사절의 존재를 언급하며, 통사적 공백이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5) 명사적인 성격을 가지는 관형사절에 대한 인식은 임홍빈(1982)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6) 신효필(1994)에서는 ‘비가 오는 소리’와 같은 예를 의사관계구문으로 처리하였다. 
7) ‘주식에 투자한 결과 이 집을 살 수 있었다’와 같은 예의 관형사절이 김지은(2002), 홍윤기

(2010)의 연계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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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숙영(2012)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
백의 유무에 의해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한국어의 
관형사절은 관계절과 보문으로 구분되지 않는 단일한 수식절(attributive clause)을 
가지는 언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8)
  본고의 연구는 이상과 같은 관형사절의 대한 선행 연구의 바탕에 기대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성과, 전형적인 관계절과 명
사구 보문에 포함되지 않는 예들과 그 처리 방안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에 의해
서 본고의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논의된 예뿐만 아니라, 관계절로도 명사구 보문으로도 보
기 힘든 예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제안하는 논
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새로운 관형사절의 체계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한국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 의미적 특성에 대한 기술을 시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기본적 논의이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가 취하는 문장 구조 분석의 방법을 밝히고 본고에서 사용될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관형사절을 정의하고, 관형사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구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
계와 분류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8) 이와 같은 논의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Matsumoto(1988)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Comrie(1998a), Comrie(1998b), Comrie(2003) 등에 의해서 일본어나 한국어를 비롯한 
몇몇 언어들의 명사 수식절은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구분되지 않는 단일한 수식절의 
체계를 가지는 언어로 분류될 수 있다는 논의로 확대되었다.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를 단
일한 수식절의 체계로 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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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어 관형사절을 이해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
안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관형사절의 체계에 속하는 각 관형사절의 세부 유형
을 확인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관형사절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관
형사절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장은 결론으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
고, 본고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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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기본적 전제

2.1.1. 문장 구조 분석의 방법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은 ‘관형사절+명사’ 구성이다. 이때 문장 구조 분석에 어떠
한 방법론을 취하느냐에 따라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 관형사절 내부의 통사 구조
와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통사적 관계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고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장의 표면구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임홍빈 ‧ 이홍식 외(2002)의 태도와 방법론을 수용한다.1) 아래에 임홍빈 ‧ 이홍
식 외(2002)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1) 문장 분석의 대상(임홍빈 ‧ 이홍식 외 2002: 49)
문장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면구조이다. 생성문법에서 표면구조는 심
층구조에 대립되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한다. 촘스키 문법에서 표면구조는 심
층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심층 구조는 그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추상적 구조이므로, 분석의 대상에
서 원리적으로 배제된다. 표면구조에서 심층구조가 어떻게 복원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성문법 이론이 제안한 개념과 설명의 방법에는 참고할 만한 것이 충분히 많다. 
그런데 생성문법 이론은 표면구조와 심층구조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이선웅(2012: 479)에서는 임홍빈 ‧ 이홍식 외(2002)에서 제시한 문장 구조 분석의 태도 및 

방법론을 ‘표면구조문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명명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도 이선웅(2012)를 따라 임홍빈 ‧ 이홍식 외(2002)의 문장 구조 분석 방법론을 가
리키는 용어로 ‘표면구조문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 10 -

심층 구조에서 표면구조로의 도출 과정에 복잡하고 추상적인 설명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1)과 같은 문장 구조 분석의 태도는 생성문법 이론의 이러
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구조문법에서는 오직 문장의 표면구조 분석과 아래의 어휘부 내항 정보만으
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태도를 취한다.

    (2) 어휘부 내항 정보(임홍빈 ‧ 이홍식 외 2002: 103-104)
가. 어휘 범주 정보: 어떤 어휘 부류 범주의 품사 정보 혹은 그 세부 정보.

        나. 형태 범주 정보: 조사, 어미, 어기, 통사적 접사(혹은 형태적 접사)와 
같은 문법 요소가 자기의 문법적 범주에 대해서 가지는 정보 혹은 그 
세부 정보.

        다. 의미 범주 정보: 어휘 요소가 어떠한 의미 범주로 성격지어질 수 있는
가를 명시하는 정보.

        라. 확대 하위범주화 정보/논항구조: 투사 가능한 어떤 핵 범주가 결합할 
수 있는 성분의 종류나 수에 관한 정보. 여기에는 핵의 투사나 그 상위
의 투사가 결합 가능한 성분도 포함된다. 

        마. 의미 선택 정보: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어휘 요소가 각 논항의 의미 자
질에 대하여 가지는 선택 제약 정보.

        바. 어휘 선택 정보: 어떤 어휘나 문법 요소가 주로 그 앞에 오는 성분의 
어휘를 특별히 어떠한 종류로 제약하는 정보.

        사. 성분 호응 정보: 어떤 어휘 범주나 문법 범주가 같은 절의 다른 성분에 
대하여 의미론적으로 일정한 성격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
보.

        아. 관용어 정보: 어떤 어휘 범주가 그 앞이나 뒤의 일정한 어휘 성분과 함
께 관용어를 이루어 독립적인 의미 단위가 되는 것에 대한 정보.

이에 따라 본고는 ‘관형어+명사’ 구성에서 어떤 경우에 관형사절이 관형어로 실현될 
수 있는지(2라), 이때 명사가 요구하는 관형사절의 의미 요소는 무엇인지(2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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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는 명사의 어휘부에 명세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2) 
  전통적으로 관형사절 중 관계절로 논의된 아래의 예를 통해 본고에서 취하는 문
장 구조 분석 방법을 간단히 보이도록 하겠다. 

    (3) [철수가 ei 보는] 영화i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3)은 대개 심층구조에 ‘철수가 영화를 본다’와 같은 문장이 
존재하던 것으로 전제되고, 이것이 관계화 변형에 의해 표면구조에 (3)으로 도출되
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관형사절 ‘철수가 보는’의 내부에는 표제명사 ‘영화’와 
공지시(co-referent)되는 통사적 실체로서의 공백(gap)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그러나 표면구조문법에서는 문장의 표면구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아래와 
같이 이동, 흔적과 같은 심층구조에서 표면구조로의 변형과 이 과정에 필요한 개념
을 상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4) 이동, 흔적, 공범주에 대한 태도(임홍빈 ‧ 이홍식 외 2002: 60)
        가. 이동을 상정하지 않으며, 이동에 의한 도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이동의 흔적과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범주는 해석에 의하여 주어진 위치에 상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것은 통사적인 실체로서의 범주가 아니라 일종의 의미론적인 해석의 결
과 상정된 ‘해석 범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 모든 관형사절의 쓰임이 명사의 어휘부에 명세되어 있는 통사적
․ 의미적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N1+N2’ 구성에서 N1이 N2의 논항
(argument)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N2가 통사적 ‧ 의미적으로 N1을 요구한다는 정보가 N2에 
명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N1이 N2의 부가어(adjunct)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관형사절 중에서도 명사의 어휘부 정보에 
명세되어 있는 통사적 ․ 의미적 요구와 관련이 있는 쓰임과 그렇지 않은 쓰임이 있을 수 있
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 관형사절의 분류는 3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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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고의 관점에서 (3)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5) ‘철수가 보는 영화’의 분석 과정

가. ‘철수가 보는 영화’에서 1차적으로 관형사절 ‘철수가 보는’과 표제명사 
‘영화’를 분석한다.

        나. 2차적으로 관형사절 ‘철수가 보는’과 표제명사 ‘영화’의 의미 관계를 해
석한 결과, ‘철수가 보는’의 내부에 ‘영화’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관형사절 ‘철수가 보는’을 관계절로 이해한다. 

        다. 이때 ‘철수가 보는’의 내부에 상정되는 통사적 공백은 실제로 존재하는 
통사적 실체가 아닌 의미론적 해석의 결과로 상정되는 해석 범주의 성
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후의 논의에서 본고는 (5)와 같은 방법으로 ‘관형사절+명사’ 구성을 분석할 것
이다. 논의의 과정에서 (3)에 대응하는 문장으로 ‘철수가 영화를 보-’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미론적인 설명을 위한 비교 대상으로서의 언급일 뿐, 
실제로 그 문장으로부터 (3)이 도출됨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아래는 표면구조문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예로 
볼 수 있다. 

    (6) [자기i가 가르친 학생이 모두 대학에 합격한] 김 선생님i (이홍식 1990:
47)

(6)에서 관형사절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모두 대학에 합격한’의 내부에는 재귀대명
사 ‘자기’가 존재하는데, ‘자기’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되는 선행사는 표제명사 ‘김 선
생님’이다. 
  생성문법의 관점에서는 (6)을 심층구조에 존재하던 ‘김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이 
모두 대학에 합격했다’가 관계화 변형을 통해 표면구조로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한
다. 이때 표면구조에 나타나는 재귀대명사 ‘자기’는 심층구조에서 ‘김 선생님’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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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나타나는 복귀 대명사(resumptive pronoun)3)로 설명된다. 
  그런데 생성문법에는 재귀대명사의 해석에 참조가 되는 선행사가 반드시 지배 범
주(governing category)인 절 내부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 제약으
로 인해 (6)에서 ‘자기’가 관형사절 외부에 존재하는 ‘김 선생님’과 공지시적으로 해
석되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생성문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심층구조에서 (6)으로의 도출 과정을 설명할 수
밖에 없다.4) 
  뿐만 아니라 생성문법적 관점의 설명에는 심층구조의 ‘김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이 
모두 대학에 합격했다’에서 ‘김 선생님’이 있던 자리에 왜 재귀대명사 ‘자기’가 나타
나는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베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생성문법의 관점
에서는 아래의 (7)도 (6)과 동일한 심층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
다. 

    (7) [ei 가르친 학생이 모두 대학에 합격한] 김 선생님i 

즉 심층구조에서는 동일한 문장 ‘김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이 모두 대학에 합격했다.’
가 어떤 경우에는 (6)으로 도출되고, 어떤 경우에는 (7)로 도출되는가에 대한 설명
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문장의 표면구조만을 분석하는 본고의 관점에서 (6)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8) [ei 자기i가 가르친 학생이 모두 대학에 합격한] 김 선생님i 

  (8)은 (6)을 관형사절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모두 대학에 합격한’과 표제명사 
‘김 선생님’으로 분석한 후,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의미 관계를 해석한 결과 관형사

3) ‘resumptive pronoun’는 ‘회생 대명사’라는 용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4) (6)의 구조에 대한 생성문법적 관점의 논의로는 강영세(1986), 이선우(198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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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6)의 관형사
절을 관계절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다.5)  
  이때 재귀 대명사 ‘자기’가 표제명사 ‘김 선생님’과 공지시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은 
아래와 같은 한국어의 재귀 대명사 ‘자기’의 성격을 참고하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9) 철수i는 [자기i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박진호 2007: 129)

  (9)는 한국어의 재귀 대명사 ‘자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9)에서 내포
절 내부의 재귀대명사 ‘자기’는 주절의 ‘자기’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된다. (9)를 통해 
한국어의 재귀대명사는 절 외부의 요소와도 의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박진호 2007: 129). 
  표면구조문법에서는 (6)을 (8)과 같은 구조로 분석한 후, (9)에서 확인되는 한국
어 재귀대명사의 특성만을 참조하면 (6)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할 수 있다. 또한 (6)과 (7)이 동일한 심층구조에서 도출된다는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6)과 (7)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이 있다. 

2.1.2. 주요 용어 정리

  본 절에서는 본고에서 사용될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논항(argument)과 보충어(complement)6)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5) 본고에서는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의 통사적 공백과 공지시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관형사절을 관계절로 정의한다. (8)과 같은 분석은 (6)을 ‘김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친 학생
이 모두 대학에 합격했다’와 같은 이중주어문의 관계절로 분석하는 것이다. 관계절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6)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용어로 ‘보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와의 구분을 위해서 
‘complement’의 번역어로 ‘보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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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선웅(2012)의 논의를 따라 논항은 의미론적 층위의 개념으로, 보충어
는 통사론적 층위의 개념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7) 

   (10)  논항과 보충어의 개념(이선웅 2012: 222)
 가. 논항: 핵어(head)8)의 의미적 구현에 꼭 필요한 의미적 요소
 나. 보충어: 핵어의 통사적 구현에 꼭 필요한 통사적 요소

  (10)의 논항과 보충어의 개념을 적용하여 아래의 문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1)  철수가 어제 영화를 봤어.

  (11)에서 문장의 핵어인 ‘보-’는 사태의 의미적 구현을 위해 행위주와 대상역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11)에서 ‘철수’는 행위주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이고, ‘영화’는 대상역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가 된다. 따라서 (11)에서 ‘철
수’와 ‘영화’는 핵어 ‘보-’의 의미적 구현에 꼭 필요한 의미 요소인 의미론적 논항으
로 분석된다. 
  한편 (11)에서 ‘보-’의 의미론적 논항인 ‘철수’와 ‘영화’는 격조사 ‘가’와 ‘를’이 결
합한 격조사구의 형태로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다. (11)의 격조사구 ‘철수가’와 ‘영
화를’은 핵어 ‘보-’의 통사적 구현에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들은 통사론적 보충
어로 분석된다. 즉 의미론적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면 보충어가 된다.
  그런데 (11)의 대상역 논항인 ‘영화’는 격조사구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로 아래와 
같이 통사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7) 논항의 개념을 의미론적 층위와 통사론적 층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은 박진호(1994:
47-48)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10가)는 박진호(1994)의 ‘의미론적 논항’에 해당하고, 
(10나)는 박진호(1994)의 ‘통사론적 논항’에 해당한다.  

8) ‘head’의 번역어로는 ‘핵’과 ‘핵어’의 두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어떤 통사적 구성에서 핵이 
아닌 성분에 대립되는 중심 성분이라는 의미로 ‘핵’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통사적 핵이 되는 구체적인 단어를 가리킬 때에는 ‘핵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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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철수가 어제 영화 봤어.

(12)에서 ‘영화’는 ‘보-’의 의미론적 논항이기도 하고, 통사론적 보충어이기도 하다. 
즉 (11)의 ‘영화를’과 (12)의 ‘영화’는 동일한 논항이 통사적 실현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논항과 보충어를 의미론적 층위와 통사론적 층위의 개
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의미론과 통사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이선웅 2012: 222). 
  의미론적으로는 논항이 아니지만 통사론적으로는 보충어로 분석되는 요소들도 존
재한다. 이은섭(2011)에서는 통사론적 층위의 보충어로 볼 수 있는 부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3)  통사론적 층위의 보충어에 해당하는 부류(이은섭 2011: 97)
   가. 격조사구 형성 층위의 보충어: 

     격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사구나 그 상당 성분
     나. 용언구 형성 층위의 보충어: 

     어미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구나 형용사구
    다. 사태 형성 층위의 보충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격조사구나 명사구
      라. 어휘적 단위 형성 층위의 보충어: 

     체언(의존명사 부류)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관형어, 용언이 필수적으
로 요구하는 부사어

  (13)에서 핵어의 의미론적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보충어
는 (13다)의 사태 형성 층위의 보충어와 (13라)에서 용언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9)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들 이외의 보충어는 핵어의 의미론적 논항과는 관련

9) ‘철수가 까다롭게 굴다’, ‘버려진 강아지를 애처로이 여기다’와 같은 문장에서 부사어 ‘까다
롭게, 애처로이’는 용언 ‘굴-, 여기-’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
소인 논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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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통사론적 층위의 보충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보충어는 ‘의미론적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된 보충어’와 ‘의미론
적 논항은 아니지만 통사론적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인 보충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다. 한편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요소들 중에 보
충어로 볼 수 없는 수의적인 성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부가어(adjunct)를 사용할 것
이다. 
  다음으로 ‘함수자(functor)’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진호(1994: 46-48)에서는 의
미론적 개념인 ‘함수자(functor)’와 통사론적 개념인 ‘핵(head)’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10) 함수자는 의미론적 논항을 요구하는 주체가 되는 
요소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함수자’는 의미론적 층위에서 ‘논항’에 대립되는 개념
으로 사용될 수 있고, ‘핵’은 통사론적 층위에서 ‘보충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 문장에서 의미론적 개념인 함수자와 통사론적 개념인 핵은 일치
하기 때문에, 함수자와 핵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러나 본고의 논의 대상인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 함수자와 핵을 구분하여 논의하
는 것에는 개념적인 유용성이 있다. 

   (14)  가. 밥을 먹었다.
 나. [먹은] 밥

  (14)는 관계절과 그 대당 문장으로 볼 수 있는 예이다. (14가)에서 동사 ‘먹-’은 
사태의 의미적 구현을 위해 논항으로 ‘밥’을 취한다. 의미론적으로 말하면 (14가)의 
함수자는 ‘먹-’이고 논항은 ‘밥’이다. 통사론적으로도 (14가)에서 ‘밥을 먹-’의 핵은 
‘먹-’이다. 반면 (14나)에서 명사구 ‘먹은 밥’의 통사적 핵은 ‘밥’이지만 의미론적 
함수자는 ‘먹-’이 된다(박진호 1994: 47). 

10) 박진호(1994: 46-47)의 ‘함수자’는 언어표현의 의미론적 의존성과 수학에서의 함수 개념
과의 관련성을 지적한 Frege의 영향을 받은 범주문법(categorial grammar)에서 가져온 개
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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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의미론적 함수자와 통사론적 핵의 구분은 우리에게 관형사절 중 관계
절의 중요한 특징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관계절과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관계
((14나)에서 ‘먹은’과 ‘밥’의 의미론적 관계)’와는 별도로 ‘관계절 내부 서술어와 표
제명사의 의미론적 관계((14나)에서 ‘먹-’과 ‘밥’의 의미론적 관계)를 포착할 수 있
게 해 준다. 전자는 관계절의 의미기능11)이고, 후자는 관계절 내부 서술어와 표제명
사의 함수자-논항 관계이다. 함수자에는 이러한 개념적 유용성이 있으므로 관형사
절의 특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개념이 사용될 것이다.12)
  다음으로 의미역(theta role)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미역은 논항이 핵어의 의미
와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기능이다. 임홍빈 ‧ 이홍식 외(2002: 117)에서 언급했듯이 
의미역은 논항과 핵어의 의미 관계를 해석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초
적 범주라기보다는 해석된 의미 범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논자에 따라 제
시하는 의미역의 종류와 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동사의 논항이 가지는 의미역뿐만 아니라 명사의 논항이 가지는 의미
역까지도 반영하여 정리한 이선웅(2012)의 의미역 목록을 논의에 활용하도록 하겠
다. 

   (15)  의미역 목록(이선웅 2012: 232-238)13)
         가. 행위주역(Agent): 동사가 행위를 표현할 경우, 그 행위를 지배하는 논

항이 갖는 의미역.
         나. 경험주역(Experiencer): 인지(cognition), 지각(perception), 감정

(emotion)을 나타내는 용언의 경우, 그 현상의 경험 주체가 되는 논
항이 갖는 의미역.

         다. 동반주역(Companion):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의미역, 

11) 일반적으로 관계절의 의미기능은 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논
의되고 있다(Comrie 1981/1989: 143). 

12) (14가)에서와 같이 의미론적 함수자와 통사적 핵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개념적으
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겠다.

13) 이선웅(2012)에서 제시한 의미역의 목록은 홍재성 외(2002: 238-243)의 의미역 목록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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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개 행위주나 대상을 보조하여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라. 대상역(Theme): 행위나 과정의 영향을 받지만 그 과정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논항. 즉 위치, 조건, 상태가 바뀌거나 주어진 상태나 위치에 
있는 참여자들을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마. 장소역(Location): 행위주나 대상이 위치하는 물리적 혹은 추상적 시
공간을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바. 도착점역(Goal):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이 물리적 이동을 포함하고 있
을 경우 그 끝점, 추상적인 행위나 태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지향점을 표현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사. 결과상태역(Resultant State): 동사가 인물의 자격 또는 물질의 성질이
나 용도의 변화를 기본 의미로 가질 때, 그러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
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아. 출발점역(Source): 동사가 이동이나 변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경
우, 물리적, 추상적 시작 지점을 표현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자. 도구역(Instrument): 행위,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의 경우, 그 
방편이나 경로, 재료를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차. 영향주역(Effector):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행위, 상태)을 비의도적으
로 (주로 ‘이동’이나 ‘위치’에 의해) 유발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카. 기준치역(Criterion): 평가의 의미를 가진 동사의 경우, 평가되는 대상
에 상대하여 평가의 기준이 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타. 내용역(Contents): 발화동사, 사유동사 등의 절 논항이 갖는 의미역.
         파. 경로역(Path): 출발점과 도착점을 함께 명세하는 논항이 지닌 의미역.
         하. 자격역(Eligibility): 술어가 의미하는 어떤 행위의 지속 시간 동안 어

떤 자격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의미역

  (15)에서 (15타), (15파), (15하)는 명사의 논항과 관련된 의미역이지만, 나머지
는 동사의 논항구조를 중심으로 한 의미역 체계이다. 명사가 취하는 논항의 의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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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의미역과 다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15)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미역이 있으면 새로운 의미역을 
추가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1.3. 관형사절의 어미 체계

  관형사절의 어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6)  관형사절의 어미에 대한 연구의 쟁점
         가. 관형사형 어미 체계를 ‘-은/-을’14)의 2분 체계로 볼 것인가 ‘-은/-

는/-을’의 3분 체계로 볼 것인가.15)
 나.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는 무엇인가.16)
 다. 관형사절의 시제 체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라. 관형사형 어미에 선어말어미 ‘-느-’, ‘-었-’, ‘-더-’, ‘-겠-’이 결합
한 ‘-는’, ‘-었을’, ‘-던’, ‘-었던’, ‘-겠을’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들 
어미가 결합했을 경우 관형사절의 시제적 의미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

14) 관형사형 어미의 표기는 ‘-(으)ㄴ’, ‘-(으)ㄹ’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편의를 위
해 이를 ‘-은’, ‘-을’로 표기하기로 한다. 

15)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를 ‘-은/-을’의 2분 체계로 보는 논의에는 심재기(1982), 이익섭 ‧
임홍빈(1983), 한동완(1996), 박재연(2006), 문숙영(2008) 등이 있다. 한편 관형사형 어
미의 체계를 ‘-은/-는/-을’의 3분 체계로 보는 논의에는 양동휘(1978), 권재일(1980), 유
현경(2009) 등이 있다.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를 2분 체계로 보는 입장과 3분 체계로 보는 
입장의 핵심적인 차이는 선어말어미 ‘-느-’의 분석 가능성 여부와 관형사형 어미의 기본적 
의미를 시제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 중 무엇으로 보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6)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를 ‘-은/-는/-을’의 3분 체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가 시제적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반면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를 ‘-은/-
을’의 2분 체계를 보는 입장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가 대체로 양태적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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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가.

  (16)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개별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와 기능뿐
만 아니라 한국어의 시제 및 양태 체계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고는 아직 이와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본고의 주된 
목적은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검토하고 관형사절의 통사적 ‧ 의미적 특성을 고찰
하는 것이므로, 관형사절의 어미 및 시제 체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 
  본고는 관형사절의 어미와 시제 체계를 한국어의 전체 시제 체계에 대한 정밀한 
고려 속에서 기술한 논의인 문숙영(2009)에서 제안한 체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
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래는 문숙영(2009)에서 제안한 관형사절의 어
미와 시제 체계이다. 

   (17)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와 의미: 2분 체계(문숙영 2009: 263-314)
 가. ‘-은’: 현실(realis)
 나. ‘-을’: 비현실(irrealis)

   (18)  ‘-은’, ‘-을’에 ‘-느-’, ‘-었-’, ‘-더-’가 결합한 형태의 시제적 의미
                                                     (문숙영 2009: 263-314)

 가. ‘-는17)’: 상대적 비과거
 나. ‘-던’: 과거 비완결상(imperfective)
 다. ‘-었던’: 과거 시제 
 라. ‘-었을’: 과거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 과거의 상황이 가상적

  (17)은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를 ‘-은/-을’의 2분 체계로 보고, 이들의 기본적인 
17) 본고는 문숙영(2009)의 논의를 따라 선어말어미 ‘-느-’를 분석 가능한 것으로 보고, ‘-

는’을 ‘-느-’와 ‘-ㄴ’의 결합형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취한다. 다만 기술의 편의를 위해 이
를 ‘-는’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던’, ‘-었던’, ‘-었을’의 표기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한다. ‘-느-’의 분석가능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문숙영(2009: 180-208)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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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현실/비현실’의 양태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8)은 관
형사형 어미 ‘-은/-을’에 선어말 어미 ‘-느-’, ‘-었-’, ‘-더-’가 결합했을 때, 관
형사절의 시제 해석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17)과 (18)의 관점을 
수용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2. 명사의 보충어와 부가어

  오랜 기간 동안 명사는 동사나 형용사와는 달리 논항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최경봉(1998), 김병일(2000), 이선웅(2005나) 등에 의해 명사도 의
미론적 함수자로서 논항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보면,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관형사절도 명사
의 보충어 또는 부가어로 구분될 수 있다. 관형사절이 명사의 보충어 또는 부가어로 
구분될 수 있다면, 관형사절은 명사의 보충어가 되느냐 부가어가 되느냐의 따라 그 
통사적 ․ 의미적 성격을 달리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관형사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의 보충
어인가 부가어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선행 과정으로 본 절에서는 ‘X+명사’ 구
성에서 X가 명사의 보충어인지 부가어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선웅(2005나)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명사는 술어(predicator)18)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술어 
명사와 비술어 명사로 나눌 수 있다.19) 가령 ‘연구’, ‘조사’, ‘비판’, ‘요구’와 같은 명

18) ‘술어(predicator)’는 Lyons(1977나/강범모 역 2011나)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술어는 논
항구조를 가지거나 상적 특성을 지니면서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의미적 실체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을 의미한다. 의미적 실체인 ‘술어’는 실현 양상에 따라 ‘술어 명사’와 ‘술어 용언’
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술어의 의미적 실체가 명사로 나타난 것이 술어 명사이고, 용언으로 
나타난 것이 술어 용언이다. 이선웅(2012: 218)에서는 ‘술어 용언’에서 ‘술어’는 잉여적인 
표현이므로 ‘술어 용언’은 ‘용언’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19) ‘술어 명사’와 ‘비술어 명사’는 논저에 따라 ‘서술성 명사’와 ‘비서술성 명사’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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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술어 명사에 해당하고, ‘선수’, ‘사실’, ‘소문’, ‘냄새’와 같은 명사는 비술어 명사
에 해당한다. 
  이선웅(2005나: 78-85)에 의하면 술어 명사는 대응하는 동사의 논항구조를 참조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술어 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논항을 판단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19)  가. 철수의 영희에 대한 오해
         나. 철수가 영희를 오해하고 있다.  (이선웅 2005나: 85)
   (20)  가. 영수의 역사에 대한 발표

 나. 영수가 역사에 대해 발표했다. 
 

  (19가), (20가)는 술어 명사 ‘오해’, ‘발표’가 핵인 명사구이고, (19나), (20나)는 
각각 (19가), (20가)의 술어 명사에 대응하는 동사가 쓰인 문장이다. (19가)와 (19
나)의 비교를 통해 술어 명사 ‘오해’는 ‘철수(행위주역)’와 ‘영희(대상역)’를 논항으
로 요구함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20가)의 술어 명사 ‘발표’도 ‘영수(행위주
역)’와 ‘역사(대상역)’를 논항으로 요구함을 알 수 있다.20) (19)와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술어 명사는 대응하는 동사의 논항구조를 참조하여 논항구조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X+비술어 명사’ 구성에서 X가 비술어 명사의 보충어인지 부가어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이다. 명사의 논항은 대부분 반논항21)의 성격을 띠고 있기 

20) (19)와 (20)에서 술어 명사와 그에 대응하는 동사가 동일한 의미역의 논항을 요구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술어 명사와 그에 대응하는 동사의 논항이 실현되는 양상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19가)에서 ‘오해’의 행위주역에는 ‘의’가 결합하지만, (19나)에
서 ‘오해하-’의 행위주역에는 ‘가’가 결합한다. 이와 같은 명사 논항 실현의 유형에 대한 종
합적인 논의로는 이선웅(2008)을 참고할 수 있다.

21) ‘반논항’은 임홍빈(1999가/2005가: 296-299)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전형적인 논항보다 비
중이 낮은 논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생이 나무로 집을 지었다’에서 ‘동생’, ‘나무’, ‘집’
은 모두 핵어 ‘짓-’의 의미적 구현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짓-’의 논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런데 ‘동생이 집을 지었다’도 자연스러움을 볼 때, ‘나무’는 ‘동생’과 ‘집’에 비해서 통사적 
실현의 필수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논항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나무’와 같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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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의적인 출현 양상을 보인다.22) 게다가 비술어 명사는 술어 명사에서처럼 
논항구조 판단에 참조가 가능한 대응 동사 표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비술
어 명사’ 구성에서 X가 비술어 명사의 보충어인지 부가어인가를 구별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선웅(2005나: 146-156)에서는 ‘X+비술어 명사’ 구성에서 보충어인 X가 부가
어인 X와 구별되는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21)  ‘X+비술어 명사’ 구성에서 보충어인 X의 특성(이선웅 2005나: 146-156)
 가. 비술어 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개념적으로 X를 필요로 할 경우에 

X는 보충어이다.
 나. X가 보충어일 경우에 ‘X+비술어 명사’ 구성은 준합성어적으로 사용되

는 경향이 있다.
         다. 보충어와 부가어는 비술어 명사와의 결합 양상에서 통사적 비대칭성을 

보인다. 

비중이 작은 논항을 반논항이라 한다. ‘나무’에 비해 논항으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생’, ‘집’은 온논항이라 한다. 즉 개념상으로는 필요한데 통사적인 출
현은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을 반논항이라고 한다. 이병규(1998)에서는 ‘반논항’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잠재논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2) 이선웅(2005나: 81)에서는 동사의 논항이 반논항의 성격을 띠는 것은 특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명사의 논항은 대부분 반논항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령 (19가)의 ‘철
수의 영희에 대한 오해’에서 ‘철수’와 ‘영희’를 핵어 ‘오해’의 논항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들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아래와 같은 표현도 아주 자연
스럽다.

      가. 철수의 오해
      나. 영희에 대한 오해
      다. 오해

   즉 동사의 논항은 특정한 화용론적 맥락에 의해 생략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면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하는 온논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명사의 논항은 대부분 통사적 실현의 필수성
이 약한 반논항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명사의 논항이 가지는 논항성
(argumenthood)은 동사의 논항이 가지는 논항성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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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1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21가)는 ‘X+비술어 명사’ 구성에서 비술어 명
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어떤 의미 성분을 요구하는가를 언어 직관에 의해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22)는 비술어 명사인 ‘냄새’, ‘선수’가 의미적 구현을 위
해 개념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언어 직관에 의해 기술한 예이다.

   (22)  가. 냄새: 무엇의 냄새인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선수: 무슨 운동을 하는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이선웅 2005나:

149)

  언어 직관에 의존한 기술인 (22)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
다.2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22)와 같은 기술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화용적인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아래 (23)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기로 
한다. 

   (23)  가. 냄새를 맡았다.
 나. 선수를 만났다.

  (23가)의 ‘냄새’에 대해서는 ‘무엇의 냄새인가’에 대한 정보가, (23나)의 ‘선수’에 
대해서는 ‘무슨 운동을 하는 선수인가’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 
한국어 화자의 공통적 언어 직관일 것이다. (23가)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는 냄새인
가’, ‘냄새가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가’, ‘냄새가 얼마나 불쾌한가’와 같은 정보가 필
요하다는 직관을 가진 화자도 아마 없을 것이다. (23나)에 대해서도 ‘선수의 부모님
23) 이선웅(2005나: 156)에서는 언어 직관에 의한 (22)와 같은 기술이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동사의 논항 설정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지적하였다. 동사의 
논항구조는 오랜 연구를 통해 의미역 체계가 정밀화되는 과정에서 그 모호성이 많이 극복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사의 논항구조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역사가 짧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천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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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구인가’, ‘누구와 결혼한 선수인가’,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가’, ‘선수의 고향이 
어디인가’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화자는 없을 것이다(이선웅 2005나:
156). 이상과 같은 모든 언중이 공유하고 있는 직관은 충분히 참조할 만한 것이므
로 (22)와 같은 기술의 근거는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22)를 적용하여 아래의 명사와 관형사절이 비술어 명사 ‘냄새’와 ‘선수’의 보충어
인지 부가어인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24)  가. 밥 냄새
 나. [밥을 짓는] 냄새

    다. [엄마가 싫어하는] 냄새
   (25)  가. 축구 선수

 나. [축구를 하는] 선수
 다. [국가대표 선발에 떨어진] 선수

  (24가)의 명사 ‘밥’은 (22가)의 ‘무엇의 냄새인가’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냄새’의 보충어로 판단된다. (24나)의 관형사절 ‘밥을 짓는’도 ‘무엇의 냄
새인가’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냄새’의 보충어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24다)의 관형사절 ‘엄마가 싫어하는’은 ‘냄새’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4다)의 관형사절 ‘엄마가 싫어하는’은 ‘냄
새’의 부가어로 판단된다. 같은 방법으로 (25가)의 ‘축구’와 (25나)의 ‘축구를 하는’
은 ‘선수’의 보충어로 판단되고, (25다)의 ‘국가대표 선발에 떨어진’은 ‘선수’의 부가
어로 판단될 수 있다.
  다음으로 (21나)를 살펴보겠다. (21나)는 ‘보충어+비술어 명사’ 구성은 ‘보충어+
술어 명사’ 구성에 비해서 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예컨대 ‘보충어+술어 명사’ 구성으로 볼 수 있는 ‘핵 개
발’과 같은 구성이 ‘핵개발’처럼 합성어로 취급되어 사전에 오르는 일은 드문 반면, 
‘사과나무’, ‘방바닥’, ‘필기도구’, ‘돼지고기’, ‘소설책’, ‘참고문헌’과 같이 ‘보충어+비
술어 명사’가 합성어로 굳어진 것처럼 보이는 예는 상당히 많다. 이는 ‘보충어+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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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결합은 특정한 의미적 조건만 충족되면 거의 무제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
으나, ‘보충어+비술어 명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이선
웅 2005나: 146-147). 
  가령 비술어 명사 ‘소리’의 경우 합성어로 ‘빗소리’가 존재한다. ‘빗소리’라는 합성
어의 존재를 통해 ‘비가 오는 소리’의 관형사절 ‘비가 오는’을 ‘소리’의 보충어로 판
단해 볼 수 있다. ‘비가 오는 소리’와 ‘빗소리’에서 ‘비가 오는’과 ‘비’가 ‘소리’와 맺
는 의미 관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소리’에 대해서  
(21가)의 방법을 사용해 ‘소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무
엇의 소리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처럼 기술해 볼 경우에도, ‘비가 오는’은 ‘소
리’의 보충어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21나)의 방법은 ‘보충어+비술어 명사’ 구성이 합성어로 굳어지는 예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경향성을 보
이는 것일 뿐이라는 점 때문에 명사의 보충어/부가어 판단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에
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21나)는 명사의 보충어/부가어 판단의 부차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다)를 살펴보도록 한다. (21다)는 보충어와 부가어는 비술어 명사
와의 결합 양상에서 통사적 비대칭성을 보이는데, 이 통사적 비대칭성이 보충어/부
가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6)  가. 인기 축구 선수
 나. *축구 인기 선수  (이선웅 2005나: 151)

  앞서 우리는 (26)의 비술어 명사 ‘선수’는 의미적 구현을 위해 ‘무슨 운동을 하는 
선수인가’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요구함을 논의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26)의 
‘축구’는 ‘선수’의 보충어로 판단될 수 있고, ‘인기’는 ‘선수’의 부가어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런데 (26가)와 (26나)에서 ‘축구’는 ‘선수’와 통사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에서 차
이를 보인다. (26가)에서처럼 ‘선수’의 부가어로 판단되는 ‘인기’와 ‘선수’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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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분이 개입될 수 있지만, (26나)에서처럼 ‘선수’의 보충어로 판단되는 ‘축구’
와 ‘선수’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입되면 비문이 된다. 즉 ‘인기’와 ‘축구’는 ‘선수’와 
결합하는 양상에서 통사적 비대칭성을 보인다. 
  이선웅(2005나: 150)에서는 비대칭성은 계층성을 확인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26)에서 확인되는 ‘인기’와 ‘축구’의 통사적 비대칭성은 이들이 
‘선수’의 부가어와 보충어로서의 상이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보충어인 ‘축구’는 ‘선수’의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
소이기 때문에 ‘선수’의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하지만, 부가어인 ‘인기’는 ‘선수’의 의
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현 위치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24) 
  (21다)의 방법은 ‘관형사절+명사’ 구성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27)  가. [내가 좋아하는] [밥을 짓는] 냄새
 나. *[밥을 짓는] [내가 좋아하는] 냄새

  (27가)와 (27나)에서 관형사절 ‘내가 좋아하는’과 ‘밥을 짓는’은 (26)과 같은 통
사적 비대칭성을 보인다. (26)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은 ‘냄새’의 부
가어로 판단할 수 있고, ‘밥을 짓는’은 ‘냄새’의 보충어로 판단할 수 있다. 
  (27)에서 ‘냄새’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무엇의 냄새인

24) 이선웅(2005나: 152)에서는 보충어와 부가어가 보이는 통사적 비대칭성의 예로 (26) 외
에 아래와 같은 현상도 제시하였다.

      가. 이것은 된장 냄새이다. (‘된장’이 ‘냄새’의 보충어)
      가′. *이것은 냄새이다.
      나. 그는 인터넷 세대이다.
      나′. *그는 세대이다.

     비술어 명사가 ‘이-’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어를 함께 실현
시켜야 하지만, 부가어는 그렇지 않다. (가)와 (가′)에서 ‘된장’은 ‘냄새’의 보충어이고, (나)
와 (나′)에서 ‘인터넷’은 ‘세대’의 보충어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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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와 같이 기술해 볼 경우에도, ‘내가 좋아하는’은 ‘냄새’의 
부가어로, ‘밥을 짓는’은 ‘냄새’의 보충어로 판단할 수 있다. (21다)의 방법은 (27
가)와 같이 표제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둘 이상 존재할 때, 각 관형어의 보충어/
부가어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X+명사’ 구성에서 X가 명사의 보충어인지 부가어인지를 판
단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이 중에 ‘관형사절+명사’ 구성에 적용해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의 보충어인지 부가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21가)의 표제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언
어 직관에 의존해 기술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본고의 논의
에서는 관형사절의 보충어/부가어 판단 과정에 주로 (21가)의 방법이 사용될 것이
다. 
  이는 언어 직관에 의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사의 논항 및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과정
에도 이와 같은 한계점은 있었으며,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의미역 체계가 정밀화
되는 과정에서 그 모호성이 극복되어 왔다. 명사 논항론의 관점에서 관형사절의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도 관형사절의 의미역 체계가 정밀화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3. 관형사절의 정의

  본 절에서는 관형사절이 관형사절로 분석되는 기준, 즉 관형사절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25) 지금까지의 한국어 문법론 논의에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형태적, 통사적, 기능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구성이 관형사절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5) 이선웅(2012: 281)에서는 이익섭(2003)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장의 분류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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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관형사절의 정의(이후 수정됨)
 가. 형태적 기준: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이 결합해야 한다.
 나. 통사적 기준:
     ①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갖춘 절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② 표제명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룬다. 
 다. 기능적 기준: 명사를 수식(modification)26)한다. 

  관형사절로 논의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아래를 통해 (28)의 기준들을 검토
해 보기로 한다. 

   (29)  가. [아들이 어지럽힌] 방을 엄마가 혼자 정리했다. 
 나.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서 가장 

      

문장 단문
복문 병렬문

포유문 명사절 포유문
관형사절 포유문
부사절 포유문
(서술절 포유문)

  이익섭(2003)에서는 서구의 전통문법에서 ‘종속절(surbordinate)’과 ‘내포절(embedded)’이 
개념적으로 동일하게 다루어졌다는 점과 한국어에서 종속접속절로 다루어진 문장과 부사절 
사이에 통사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한국어의 문장 분류 체계를 제안하
였다. 서술절과 인용절의 인정 여부 및 각 부류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
가 있지만, 이 체계는 최근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도 이익섭(2003), 
이선웅(2012)에서 제시한 위의 한국어 문장의 분류 체계를 수용한다.

26) 수식(modification)은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의미를 한정하는 작용을 말한
다. 수식어(modifier)에는 명사구의 의미를 한정하는 형용사적 수식어(adjective modifier)
와 동사구 또는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adverbial modifier)가 있다. 표제명사를 수
식하는 관형사절은 형용사적 수식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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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이었다. 

(29가)는 관형사절 중 관계절로 논의된 예이고, (29나)는 관형사절 중 명사구 보문
으로 논의된 예이다. 
  먼저 (28가)의 형태적 기준을 살펴보면, (29)에서 관형사절로 판단되는 구성에는 
서술어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 있다.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지 않을 경우, (29
가)의 ‘아들이 어지럽히-’와 (29나)의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은 관형사절 성립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27) 
  다음으로 관형사절 성립의 통사적 기준인 (28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9)의 
관형사절 부분은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갖춘 절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28나 
①), 표제명사와 결합하여 상위 명사구를 이룬다(28나 ②). 즉 (29)의 관형사절 부
분은 모두 (28나)의 통사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28나 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동사 또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
식할 경우 이를 관형사절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30)  가. [돌아갈] 사람
 나. [예쁜] 인형

  (30)의 ‘돌아갈’, ‘예쁜’은 서술어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 있다는 점에서 관형
사절로 판단되기 위한 형태적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30)에는 서술어 ‘돌아가
-’와 ‘예쁘-’의 주어가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과 ‘예쁜에 절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갖춘 
구성을 절이라고 부르지만, 문장 또는 절의 통사 구조 분석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전통을 고려하면 (30)과 같이 서술어가 하나만 나타나는 구성도 절로 판
단될 수 있다.28) 이 경우 (30)의 ‘돌아갈’과 ‘예쁜’의 주어는 생략, 즉 통사적으로 

27) 이는 명사절과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명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의 결합은 명사절, 
부사절 성립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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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29) 
  이때 (30가)의 표제명사 ‘사람’과 (30나)의 표제명사 ‘인형’이 각각 ‘돌아가-’와 
‘예쁘-’의 주어로 해석되는 현상은 ‘돌아갈’과 ‘예쁜’을 관형사절로 분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돌아갈’과 ‘예쁜’을 관형사절로 분석한 후, 관형사절 서술
어와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관계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30) 즉 (30)
의 ‘돌아갈’과 ‘예쁜’이 절로 분석되는 것은, 이들이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서술어
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기충족적인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제명사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서술어의 주어로 해석되지 않는 
아래 (31)과 같은 예도 ‘관형사절+명사’ 구성으로 분석될 수 있다.

   (31)  [먹는] 즐거움

(31)에서 표제명사 ‘즐거움’은 관형사절의 서술어 ‘먹-’의 주어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전의 관형사절 논의에서는 서술어가 단독으로 관형사절을 이룰 경우, 그 관형사절
은 대체로 (30)과 같이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서술어의 주어로 해석되는 관계절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반면 (31)과 같이 서술어가 단독으로 관형사절
을 이루는 구성 중에, 관계절의 구조로 분석되지 않는 예들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듯하다. 그러나 (31)의 ‘먹는’도 (28)의 기준에 따라 관형사절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31)과 같은 예도 포함할 수 있는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1)
  마지막으로 (28다)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형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32)

28) 동일한 관점에서 ‘[일하기]도 어렵지만 [놀기]도 어렵다’, ‘그 아이는 옷을 [예쁘게] 입었
다.’와 같은 문장에서 ‘일하기, 놀기’와 ‘예쁘게’에도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가 실현되어 있
지 않지만, 이들은 각각 명사절, 부사절로 분석될 수 있다. 

29) 본고는 문장의 표면구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략’을 존재하던 
통사적 실체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론적 해석에 의해 상정될 수 있는 의미적 실
체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30) 이러한 해석의 결과로 (30)의 ‘돌아갈’과 ‘예쁜’은 관계절로 분석될 수 있다. 
31) 한국어 관형사절의 전체 체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는 3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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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수식은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의미를 한정하
는 작용이라는 의미로 정의되는데, 이때 ‘의미를 한정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다소 불
분명하다.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관형어가 명사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기능이 동일하
지는 않다고 전제한다면, 관형어가 가지는 의미기능에 대한 기술은 보다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 
  Quirk. et. al.(1985: 1238-1243)에서는 명사 수식의 유형을 수식어가 명사구의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한
적 수식(restrictive modification)과 비제한적 수식(nonrestrictive modification)으
로 나누었다.
     
   (32)  수식어가 명사구를 수식하는 유형(Quirk. et. al. 1985: 1238-1243)

 가. 제한적 수식(restrictive modification): 
    수식되는 내용에 의해 명사구가 나타내는 지시체(referent)가 어떤 부

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경우의 수식
 나. 비제한적 수식(nonrestrictive modification):

        수식되는 내용이 명사구가 나타내는 지시체의 지시 범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지시체에 추가적인 정보만 부가하는 경우의 수식

  (32)는 개념적으로 유용한 구분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가령 ‘예쁜 꽃’은 그 의미가 ‘(예쁘지 
않은 꽃이 아닌) 예쁜 꽃’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꽃이 예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예쁜’이 ‘꽃’을 제한적으로 수식하는 경우이고, 후자
는 비제한적으로 수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제한적 수식과 비제한
적 수식의 의미적 구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론적으로 유용한 구분이지만, 제한적 
수식과 비제한적 수식의 구분이 통사적 특성으로 반영되지 않고 맥락의존적인 성격
을 띠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2) 주지하다시피 한국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기능하는 구성의 유형에는 ‘명사’, 
‘명사+의’, ‘관형사’, ‘관형사절’의 네 부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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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
 나. 그는 [밀가루로 된] 것이면 다 좋아한다.

  또한 (33)과 같이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의 경우, 그 수식 유형이 제한적 
수식인지 비제한적 수식인지를 판단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33)의 ‘것’과 같
은 의존명사는 여타의 명사와 달리 의미의 형식성이 강한 성격이 있다. 따라서 의존
명사가 어떤 지시체를 지시하는지, 즉 어떤 지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형식적
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33)에서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 ‘것’의 지시적 
의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기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관
형사절의 수식 유형을 제한적 수식 또는 비제한적 수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
은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수식어가 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명사 수식
의 유형을 ‘보충적 수식(complementary modification)’과 ‘부가적 수식(adjunctive 
modification)’으로 나눌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34)  관형어의 명사 수식 유형
 가. 보충적 수식(complementary modification): 
     관형어의 의미가 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이 되는 경우(보충어)의 수식
 나. 부가적 수식(adjunctive modification): 
     관형어의 의미가 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이 아닌 경우(부가어)의 수식

  앞서 우리는 의미론적인 층위에서 논항을 정의하고, 의미론적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된 것을 보충어라고 하였다. (34)와 같이 수식을 ‘보충적 수식’과 ‘부가적 수식’
으로 구분할 경우, 관형어가 표제명사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론적인 기능을 수식의 
유형으로 반영하여 기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4)에서 명사의 논항으로 판단되는 관형어는 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보충’해 주는 수식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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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논항이 아닌 관형어는 명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의미 요소를 명사에 ‘부가’
하는 수식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33)
  이를 적용하여 (29)의 관형사절의 수식 유형을 판단해 보기로 한다. 편의를 위해 
(29)를 가져와 아래에 다시 제시한다. 

   (29)  가. [아들이 어지럽힌] 방을 엄마가 혼자 정리했다.  
 나.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다. 

(29)에서 관형사절의 수식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29)의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의 보
충어인가 부가어인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29)의 표제명사 ‘방’과 ‘장면’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
래와 같이 기술해 볼 수 있다. 

   (35)  가. 방: 무슨 용도의 방인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장면: 어떤 내용의 장면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35)를 참고하면 (29가)의 관형사절 ‘아들이 어지럽힌’은 ‘방’의 부가어로 판단되
고,34) (29나)의 관형사절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하는’은 ‘장면’의 보

33) 본고의 이러한 제안이 수식의 유형을 제한적 수식과 비제한적 수식으로 나누는 구분을 부
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한적 수식과 비제한적 수식의 
구분은 의미론적 연구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구분이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관형어가 명사
의 의미론적 논항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구분 방법은 제한적/비제한적 수식의 구
분 방법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다른 관점에서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34) ‘방’의 경우 ‘공부방’이 합성어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 등재되어 있다. 
또한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옷방’이 거의 합성어처럼 쓰이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9가)의 관형사절을 ‘아들이 어지럽힌’을 ‘방’의 부가어로 판단하
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21나)에서 ‘X+비술어 명사’ 구성에서 X가 비술어 명사의 보
충어이면, ‘X+비술어 명사’는 합성어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한 있다. 합성어 
‘공부방’, ‘옷방’의 존재를 통해서도 ‘방’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무슨 용도의 방



- 36 -

충어로 판단된다. 
  본고의 관점에서 (29가)와 (29나)의 관형사절은 각각 표제명사 ‘방’과 ‘장면’에 어
떤 정보를 추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29가)의 관형사절은 ‘방’이 필요
로 하지 않는 정보를 추가하여 ‘방’을 부가적으로 수식한다. 반면 (29나)의 관형사
절은 ‘장면’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장면’을 보충적으
로 수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28)의 관형사절의 정의를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
다. 

   (36)  관형사절의 정의
 가. 형태적 기준: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이 결합해야 한다.
 나. 통사적 기준:
     ①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갖춘 절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서술어의 

주어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 구성도 절의 지위를 가지
는 것으로 판단한다.

     ② 표제명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룬다.
 다. 기능적 기준: 명사를 수식(modification)한다. 관형사절의 수식 유형은 

관형사절이 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보충적 
수식’과 ‘부가적 수식’으로 나눌 수 있다. 

  2.4. 관형사절의 범위

  본 절에서는 관형사절의 정의에 대한 2.3.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형사절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언급된 예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해 보
도록 하겠다. 

인가’라는 것을 추론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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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가. [그 사람이 집에 가는] 대신 네가 일을 더 해라.
 나.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다. [그가 돌아간] {뒤, 다음}에 일이 터졌다.
 라. [그가 귀국할] {하루 전에, 하루 앞에} 부인이 왔다. 

  임홍빈(1982/1998가: 554-557)에서는 (37)의 표제명사 ‘대신, 가운데, 중, 뒤, 
다음, 하루 전, 하루 앞’에 선행하는 관형어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명사 구성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했다.35) 

   (38)  임홍빈(1982/1998가)에서 (37)의 관형어를 동명사 구성으로 보는 근거
 가. (37)의 관형어는 관계절도 아니고 명사구 보문도 아니다.
 나. (37)의 관형어는 대명사 ‘그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

  (38가)는 (37)의 표제명사가 선행절의 성분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관계
절로 볼 수 없고, 선행절의 의미가 표제명사의 내용절로 해석되지도 않기 때문에 명
사구 보문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에 속하지 않는 
관형사절의 존재는 관형사절 체계 및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검토로 이어져야 할 문제이지, (37)의 관형어를 동명사 구성으로 보아야 할 직접적
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8나)는 ‘그것 대신’, ‘그것 가운데’, ‘그것 중에’, ‘그것 뒤에’, ‘그것 다음에’, ‘그
것 하루 전에’, ‘그것 하루 앞에’와 같이 (37)의 관형어가 대명사 ‘그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성분이 대명사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성분이 명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37)의 관형어 성분은 동명사 구성

35) 임홍빈(1982/1998가: 554)에서는 동명사 구성으로 볼 수 있는 예로 (37)과 함께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랴’와 같은 예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37)의 예들과는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은 예로 보이므로 (37)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홍식(1990: 55)에서는 ‘산 사
람’의 ‘산’은 관형사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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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37)의 관형어는 ‘그것’과 같은 대명사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수업’, ‘운동’과 
같은 명사로 대치되는 것도 가능하다. 

   (37′) 가. {수업, 운동} 대신 네가 일을 더 해라.
 나. {수업, 운동} {가운데, 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다. {수업, 운동} {뒤, 다음}에 일이 터졌다.
 라. {수업, 운동} {하루 전에, 하루 앞에} 부인이 왔다. 

(37′)처럼 관형어가 명사 또는 대명사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은, (37)의 관형어가 
후행하는 표제명사에 대해서 명사 또는 대명사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역시 (37)의 관형어를 동명사 구성으로 보아야 할 직접
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동명사 구성이란 내포절에서는 서술어의 성격을 가지며, 주절에서는 명사적 성분
이 되는 구성을 말한다. 어떤 구성이 동명사 구성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 
주절에서 명사와 동일한 통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그 구성이 
명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조사와의 결
합 가능성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어미 ‘-(으)ㄴ’과 ‘-(으)ㄹ’이 결합한 구성을 동명사 구성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어미 ‘-(으)ㄴ’과 ‘-(으)ㄹ’이 결합한 구성에 조사
가 직접 결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동명사 구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중세 한국어의 예이다. 

   (39)  가. 虞芮質成 로  (龍歌 11)
 나. 威化振旅 시로 (龍歌 11)

  (39가)의 ‘로’는 ‘-+-ㄴ+로’로 분석되고, (39나)의 ‘시로’는 ‘
-+-시-+-ㄴ+로’로 분석된다. (39)에서 ‘로’와 ‘시로’는 어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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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이 결합한 구성에 조사 ‘로’가 직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동명사 구성
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37)의 관형어 성분에는 조사가 직접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들을 동명사 구성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6) (37)의 관형어는 앞서 논의
한 관형사절 성립의 형태적, 통사적, 기능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본고는 (37)
의 관형어를 관형사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남은 문제는 
(37)의 관형사절이 명사 또는 대명사로 대치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명사 또는 
대명사가 (37)의 표제명사에 대해서 가지는 기능은 무엇이며 관형사절도 그와 동일
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일이다.
  (37)의 표제명사 ‘대신, 가운데, 중, 뒤, 다음, 전, 앞’과 같은 명사(이하 ‘대신’류 
명사)는 여타의 명사들과는 달리 의미적 형식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구체적인 의
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문장 내에서 통사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대신’의 경
우는 ‘대신’의 대상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가운데, 중, 뒤, 
다음, 전, 앞’의 경우는 시간이나 공간의 시간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반
36) 한국어와 유사한 명사 수식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는 일본어에서는 제한적

이지만 명사 수식절에 조사가 직접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 [omot-ta]          yori     yasasii. (思ったより易しい。)
       생각하-과거형 어미  보다     쉽다.
       (생각한 것보다 쉽다.)
    나. [ik-u]            sika  nai. (行くしかない。)
        가-현재형 어미   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가)의 ‘yori(より)’는 한국어의 ‘보다’에 해당하는 조사이고, (나)의 ‘sika(しか)’는 한국어
의 ‘밖에’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가)와 (나)의 예에서 일본어의 명사 수식절 ‘omot-ta
(思った)’와 ‘ik-u(行く)’에는 조사가 직접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일본어 명사 수식절은 동명사 구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Shibatani(2014)에서는 일본어 명사 수식절의 이와 같은 특성을 근거로 일본어의 명사 수
식절을 명사화(nominalization)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명사 수식절과 표제명사의 의미 관계
를 기능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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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필요로 한다. 
  ‘대신’류 명사가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회의, 
식사’와 같은 명사가 사용될 수 있다. 

   (40) {회의, 식사} {대신, 가운데, 중, 뒤, 다음, 전, 앞}에

  (40)에서 ‘회의, 식사’는 ‘대신’류 명사들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인 논항이 된다. 여기에서 ‘대신’류의 명사들이 취하는 논항이 여타의 명사가 취
하는 논항과 다른 점은, 이들은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온논항의 성격을 띤다는 것
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명사의 논항은 대부분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반논
항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대신’류 명사의 논항은 특정한 화용론적 맥락이 주어져 
생략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면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온논항의 성격을 가진다
.37)38) 
  그렇다면 관형사절은 ‘대신’류 명사에 대해서 (40)의 ‘회의, 식사’와 같은 명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래의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41)  가. [{회의, 식사}를 하는] {대신, 가운데, 중}에
 나. [{회의, 식사}를 한] {뒤, 다음}에 

(41)의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적 기능이 (40)의 ‘회의, 식사’와 
다르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39) 즉 (41)의 관형사절도 (40)의 ‘회의, 식사’와 동
37) 이는 동사의 논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온논항의 성격을 가지는 동사의 논항도 특정한 화

용론적 맥락이 주어지면 생략이 가능하다.
38) 이와 같은 점에서 ‘대신’류 명사는 통사적 자립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의존명사와 의

미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선웅(2012: 135-138)에서는 의
존명사들이 보이는 의미의 형식성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의존명사가 보이는 
의존성은 통사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으로 나뉘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
다.

39) ‘*{회의, 식사}를 {하는, 한} {전, 앞}에’와 같은 구성은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관형사절
이 명사의 논항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명사 ‘전, 앞’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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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7)
의 관형사절도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제명사의 내용절이 
되는 관형사절을 명사구 보문이라고 논의해 온 전통 속에도,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의 
논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전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의 문제로 핵어의 논항인 요소에는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사가 아닌 관형사절이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라는 비판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사만이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선험적인 증거는 
없다. 
  핵어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에 해당되는 성분이 논항이고, 
논항이 핵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기능이 의미역이다. 이와 같은 논항과 
의미역의 정의에 따른다면, 표제명사의 논항으로 판단될 수 있는 관형사절에 의미역
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가령 (37)에서 ‘대신’의 논항이 되는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대상역(Theme)’의 의
미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운데, 중, 뒤, 다음’의 논항이 되는 관형사절에 대
해서는 ‘기준치역(Criterion)’과 같은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40) 
  다음으로 일명 ‘굳은 관형사형’로 논의된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가. [맛있는] 김밥
 나. 김밥이 맛있다.

(42가)는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관형사절+명사’ 구성이다. 한국어의 관형
사절 논의에서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형용사로 나타날 때, 대체로 그 관형사절은 표
제명사가 형용사의 주어로 해석되어 관계절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42가)도 표제명사 ‘김밥’이 관형사절의 서술어 ‘맛있-’의 주어로 해석되는 관계절

형사절과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개별 어휘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0) 표제명사의 논항으로서 관형사절이 가지는 의미역은 동사의 의미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형사절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역의 종류에 대해서는 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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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로 이해된다. (42나)는 (42가)의 대당 문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명 굳은 관형사형으로 불리고 있는 예들의 존재는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음을 시사해 준다. 아래는 유현경
(1998: 277)에서 굳은 관형사형으로 언급된 예이다. 

   (43)  가. [무거운] 침묵 (유현경 1998: 277)
 나. *침묵이 무겁다

  (43가)에서 형용사 ‘무겁-’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명사 ‘침묵’을 수식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43나)에서처럼 ‘무겁-’이 ‘침묵’의 서술어로 쓰일 경우
에는 비문이 된다. (43가)의 ‘무거운’은 (43나)와 같이 ‘침묵’과 ‘무겁-’이 주술 관
계를 맺는 구성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절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유현경(1998)에서는 ‘무거운 침묵’처럼 서술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수식의 기능
만을 수행하는 용언의 특정한 활용형을 굳은 관형사형으로 처리했다.41)
  하지만 (43가)의 ‘무거운’을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굳은 관형
사형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첫째, 형용사 ‘무겁-’은 활용
이 제한적이지 않다. 활용에서 아무런 제약을 보이지 않는 용언에 대해서, 특정한 
어미가 결합한 형태 중에 특정한 용례가 소수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하나의 
굳어진 단어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현경(1998)에서는 (43나)의 ‘*침묵이 무겁다’가 불가능한 이유를 ‘무거운 
침묵’의 ‘무겁-’이 중심 의미가 아닌 전이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42) 이는 
41) 유현경(1998) 이전에 남기심(1995)에서도 (43가)의 ‘무거운 침묵’과 같은 구성의 특성이 

언급된 바 있다. 남기심(1995: 168)에서는 용언이 중심 의미에서 벗어난 전이 의미로 쓰일 
때, 서술 용법으로의 쓰임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42) ≪표준≫에서 ‘무겁-’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① 무게가 나가는 정도가 크다.
    ② 비중이나 책임 따위가 크거나 중대하다.
    ③ 죄과 따위가 심하거나 크다.
    ④ 힘이 빠져서 움직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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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의미에서 벗어나 특정한 전이 의미로 쓰이는 ‘무거운’은 술어 용법으로의 전환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의 ‘무거운’은 굳어진 단어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의 존재를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4)  가. [무거운] 분위기 
 나. 분위기가 무겁다.

(44가)의 ‘무거운 분위기’의 ‘무거운’은 ‘무거운 침묵’의 ‘무거운’과 거의 동일한 의미
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거운 침묵’과 달리 (44가)의 ‘무거운 분위기’는 
‘무겁-’이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함을 (44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전이 의미로 쓰이는 ‘무겁-’이 ‘무거운’의 형태로만 쓰이는 것이 아님을 
(44)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전이 의미로 쓰이는 ‘무겁-’을 굳은 관형사
형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무거운 침묵’을 ‘뜨거운 감자’나 ‘새빨간 거짓말’처럼 관용 표현으로 처리하
기도 힘들다.43) ‘새빨간 거짓말’의 의미는 ‘새빨간’과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합성으로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관용 표현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무거운 
침묵’의 의미는 ‘무겁-’과 ‘침묵’이 가진 의미의 합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
지 않기 때문에, 이를 관용 표현으로 처리하기도 어렵다. 
    ⑤ 움직임이 느리고 둔하다.
    ⑥ 분위기 따위가 어둡고 답답하다.
    ⑦ 소리나 색깔 따위가 어둡고 침울하다.
    ⑧ 세금이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형량, 벌금 따위가 부담이 될 정도로 많다.
    ⑨ 임신하여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가 어렵다.

  ‘무거운 침묵’의 ‘무겁-’의 의미는 ⑥의 ‘분위기 따위가 어둡고 답답하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한국어 관용 표현의 유형과 통사적 ․ 의미적 특성에 관한 논의로는 박진호(200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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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침묵’의 ‘무거운’은 앞서 기술한 관형사절 성립의 형태적, 통사적, 기능적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따라서 본고는 ‘무거운 침묵’의 ‘무거운’을 굳어진 관형사로 
처리하지 않고 관형사절로 판단하기로 한다. 문제는 ‘*침묵이 무겁다’가 불가능한 이
유와 ‘무거운 침묵’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침묵’과 ‘무
겁-’ 사이에 모종의 공기 제약(co-occurrence restriction)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
해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세하기가 쉽지 않다. 후자는 ‘침묵’과 ‘무겁
-’ 사이에 작용하는 공기 제약이 왜 관형사절 구성에서는 작용하지 않는가의 문제
로, 이는 ‘관형사절+명사’라는 통사적 구조가 가지는 어떤 특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현경(1998: 279)에서는 굳은 관형사형처럼 보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예도 언
급하였다.44)

   (45)  가. 과장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였다.
 나. 걱정스러운 표정 → *표정이 걱정스럽다.

   (46)  가. 대위는 서운한 얼굴로 혼자 입술을 깨물었다. 
 나. 서운한 얼굴 → *얼굴이 서운하다.

  (45)와 (46)도 형용사가 관형사형으로 표제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은 가능하지만, 
서술 용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보이는 예이다. (45), (46)은 서술 
용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형용사가 모두 주관형용사의 대표적 부류인 심리형용
사라는 점에서 ‘무거운 침묵’과는 차이가 있다.45)

44) (45), (46)은 편의를 위해 유현경(1998: 279)에서 제시한 예문을 짧게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45) 유현경(1998: 34-35)에서는 한국어의 형용사를 주관형용사와 객관형용사로 나누었다. 주
관형용사는 경험주(Experience) 논항이 주어가 되는 부류를 말하고, 객관형용사는 대상역
(Theme) 또는 장소역(Location) 논항이 주어가 되는 부류를 말한다. ‘걱정스럽-’과 같은 
심리형용사는 대표적인 주관형용사에 해당하고, ‘무겁-’과 같은 성상형용사는 대표적인 객
관형용사에 해당한다. 유현경(1998)에서는 주관형용사를 다시 심리형용사, 감각형용사, 판
단형용사로 나누고, 객관형용사를 성상형용사, 장소교차형용사, 대칭형용사, 기준형용사, 소
유/소재 형용사, 기능형용사, 대용형용사, 태도형용사로 하위분류하여 이들의 특성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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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형용사는 경험주(Experience) 논항과 대상역(Theme) 논항을 취하는 두자리 
서술어이다. 아래에서 (45)의 ‘걱정스럽-’과 (46)의 ‘서운하-’가 심리형용사로서 보
이는 논항구조상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47)  가. 그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스럽다.
 나.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스럽다.

   (48)  가. 그는 이별이 못내 서운했다. 
 나. ??/*이별이 못내 서운했다.

  (47가)에서 ‘그’는 ‘걱정스럽-’의 경험주 논항에 해당하고, ‘어머니의 건강’은 대
상역 논항에 해당한다. (48나)에서 ‘그’는 ‘서운하-’의 경험주 논항이고, ‘이별’은 대
상역 논항이다. (47나)와 (48나)는 각각 (47가)와 (48가)에서 경험주 논항이 실현
되지 않은 문장인데, 수용성이 떨어지거나 비문이 된다. 
  이를 통해서 심리형용사의 경험주 논항은 통사적 실현이 거의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형용사는 경험주 논항이 실현되지 않으면 비문이 되거나, 수용가능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개 1인칭 화자가 경험주일 것이 화용론적으로 추론되어야 
한다.46) (47나)와 (48나)가 수용가능한 문장으로 해석될 때도 1인칭 화자가 경험
주 논항일 것이라는 화용론적 추론이 개입되었을 경우이다. 
  유현경(1998: 279-280)에서는 (45)와 (46)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
다. 

   (45′) 가. 과장들i은 걱정스러운 (그들i의)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였다.
 나. *표정이 걱정스럽다.
 다. 그들의 표정이 걱정스럽다.

였다. 
46) 특정한 화용론적 맥락에 의해서 1인칭 화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47나)와 (48나)의 경

험주 논항으로 해석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리형용사 ‘걱정스럽-’과 ‘서
운하-’의 경험주 논항의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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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가. 대위i는 서운한 (그i의) 얼굴로 혼자 입술을 깨물었다. 
 나. *얼굴이 서운하다.
 다. 그의 얼굴이 서운하다.

  (45′가)는 (45가)를 ‘과장들’과 공지시적으로 해석되는 ‘그들’에 조사 ‘의’가 결합
한 ‘그들의’가 문장에 생략되어 있는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다. 유현경(1998: 279)에 
의하면 (45′가)에서 생략되어 있는 ‘그들의’에서 ‘그들’은 ‘걱정스럽-’의 경험주 논
항이 된다. 그리고 (45′나)가 비문인 이유는, 심리형용사의 경험주 논항은 항상 인
성명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45′나)에서는 경험주 논항이 사람의 일
부인 ‘표정’으로만 실현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반면 (45′다)는 경험주 논항 ‘표
정’의 소유주인 ‘그들의’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설명된다. (4
6′)에 대해서도 (45′)와 동일한 방식의 설명을 베풀면서, (45′)과 (46′)은 굳은 관
형사형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현경(1998: 279)에서 (45′가)와 (46′
가)를 굳은 관형사형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45′가)의 ‘걱정스러운 표
정’과 (46′가)의 ‘서운한 얼굴’을 각각 (45′다)와 (46′다)가 관계화한 구성으로 파악
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45′가)과 (46′가)에서 ‘그
들의’와 ‘그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45′가)과 (46′가)에 ‘그들의’와 
‘그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단지 해석적 측면에서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45′다), (46′다)가 각각 (45′가), (46′가)로 관계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의’와 ‘그의’
가 왜 생략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45′가)에서 ‘그들의’의 생략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현경(1998)
의 설명 내에서는 (45′가)의 ‘(그들의) 표정’과 (45′다)의 ‘그들의 표정’이 가지는 
의미역이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현경(1998)의 설명에 의하면 (45′가)
의 ‘(그들의) 표정’은 ‘걱정스럽-’의 경험주 논항에 해당한다. (45′가)에서 ‘(그들)’
은 주절의 ‘과장들’과 공지시적인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5′다)에서 
‘그들의 표정’은 ‘걱정스럽-’의 경험주 논항이 아니라 대상역 논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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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가. 그의 시험이 걱정스럽다.
 나. 현재의 정부가 걱정스럽다.
 다. 친구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49)는 (45′다)와 유사한 통사적 구성의 문장을 만들어 본 것이다. (49)에서 조
사 ‘이/가’가 결합한 명사구 ‘그의 시험’, ‘현재의 정부’, ‘친구의 미래’는 모두 ‘걱정스
럽-’의 경험주 논항이 아니라 대상역 논항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통사적으로 실현
되지 않은 경험주 논항은 1인칭 화자인 것으로 추론된다.47) (49)와 동일하게 (45′
다)의 ‘그들의 표정’도 ‘걱정스럽-’의 대상역 논항으로 해석되고, 경험주 논항으로는 
해석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46′다)에서 ‘그의 얼굴이 서운하다’의 ‘그의 얼굴’도 
‘서운하-’의 대상역 논항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45′가)와 (46′가)가 (45′다), 
(46′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걱정스러운 표정’과 ‘서운한 얼굴’과 같은 예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표정이 걱정스럽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우리는 ‘걱
정스러운 표정’에서 두 가지 특성을 인식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은 ‘표정’이 ‘걱정
스럽-’의 대상역 논항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에
서는 ‘걱정스럽-’의 경험주 논항이 결여되어 있다는 직관이 잘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9′) 가. [걱정스러운] 그의 시험
 나. [걱정스러운] 현재의 정부
 다. [걱정스러운] 친구의 미래

47) 필자의 직관으로는 (49)에서 ‘걱정스럽-’의 경험주 논항이 1인칭 화자로 상정되지 않으
면, (49)는 거의 수용이 불가능한 문장이 된다. 즉 (49)의 ‘걱정스럽-’은 경험주 논항의 통
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심리형용사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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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은 (49)를 대상역 논항이 표제명사가 되는 관계절 구성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49)에서는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 ‘걱정스럽-’의 경험주 논항이 1인칭 화
자일 것이라는 화용론적 추론이 의미의 해석 과정에 강하게 개입되었다. 그러나 
(49′)에서는 경험주 논항이 결여되어 있다는 직관이 잘 성립되지 않으며, ‘걱정스럽
-’의 경험주가 1인칭 화자일 것이라는 추론이 강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49′)에서 관형사형으로 쓰인 ‘걱정스러운’은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심리형용사 
‘걱정스럽-’과는 달리 경험주 논항의 통사적 실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대상역 논항을 취하고, 경험주 논항을 취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객관형용사의 특성
이다. 이런 점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에서의 ‘걱정스럽-’은 심리형용사가 아니라 객
관형용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운한 얼굴’의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 ‘서운한 얼굴’에서도 ‘얼굴’은 ‘서운하-’의 대상역 논항으로 인식되고, 
‘서운하-’의 경험주역 논항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는 잘 인식되지 않는다. 즉 ‘서
운한 얼굴’의 ‘서운하-’ 역시 심리형용사가 아니라 객관형용사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걱정스럽-’과 ‘서운한 얼굴’의 ‘서운하-’를 객관형용사의 성
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45)와 (46)은 아래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50)  ‘*표정이 걱정스럽다’와 ‘걱정스러운 표정’의 분석

 

가. *표정이 걱정스럽다 나. 걱정스러운 표정
‘걱정스럽-’의 성격 심리형용사 객관형용사

대상역 논항 ‘표정’ ‘표정’
경험주 논항 비실현 요구하지 않음

   (51)  ‘*얼굴이 서운하다’와 ‘서운한 얼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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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굴이 서운하다 나. ‘서운한 얼굴’
‘서운하-’의 성격 심리형용사 객관형용사

대상역 논항 ‘얼굴’ ‘얼굴’
경험주 논항 비실현 요구하지 않음

  먼저 (50)을 살펴보기로 한다. (50가)의 ‘*표정이 걱정스럽다’가 비문인 이유는 
‘표정’이 심리형용사인 ‘걱정스럽-’의 대상역 논항이 되기 위한 의미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48)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
형용사의 대상역 논항은 논리적으로 경험주가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는 원
인이 된다. 이때 어떤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은 반드시 특정적인 대상, 즉 특정
성(specificity)49)을 갖춘 지시체이어야 한다. 특정적이지 않은 어떤 대상이 원인이 
되어 경험주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명사가 심리형용사 ‘걱정스럽-’의 대상역 논항으로 기능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성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50) 

48) ‘*표정이 걱정스럽다’가 비문인 이유를 ‘걱정스럽-’의 경험주 논항이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앞선 (49)의 ‘그의 시험이 걱정스럽다’와 같은 예에서 ‘걱
정스럽-’의 경험주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화용론적 추론을 통해 1인
칭 화자가 경험주 논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수용 가능한 문장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험주 논항이 실현되어 있는 ‘*나는 표정이 걱정스럽다’도 비문이 됨을 볼 때, ‘*표정이 걱
정스럽다’가 비문인 이유는 경험주 논항의 비실현 때문이 아니라, ‘표정’이 ‘걱정스럽-’의 
대상역 논항이 되기 위한 어떤 의미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49) 특정성(specificity)는 화자가 어떤 언어 표현의 지시체로 마음 속에 특정한 개체를 가지
고 있는 경우의 속성이다(전영철 2013: 22).

50) 문장의 수용성 판단에 경험주 논항의 결여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주 
논항으로 ‘나’가 실현된 예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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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가. *나는 {사람이, 남자가, 소녀가} 걱정스럽다.
 나. 나는 {시험이, 건강이, 미래가} 걱정스럽다.
 다. *나는 {표정, 눈빛}이 걱정스럽다. 
 다′. 나는 {그의, 엄마의} {표정, 눈빛}이 걱정스럽다.

  (52가)의 ‘사람, 남자, 소녀’는 모두 특정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명사이다. 특정성
이 없는 ‘사람, 남자, 소녀’가 ‘걱정스럽-’의 대상역 논항 위치에 나타나는 (52가)는 
모두 비문이 된다. 
  (52나)의 ‘시험, 건강, 미래’는 어떤 특정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특정성을 가
지지 못한다. 그러나 (52나)에서 ‘걱정스럽-’의 경험주 논항으로 해석되는 ‘나’를 참
조하여, ‘시험, 건강, 미래’가 특정성을 갖춘 ‘나의 시험, 나의 건강, 나의 미래’로 해
석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시험, 건강, 미래’는 특정성을 갖추게 되므로 (52나)
는 (52가)와 달리 수용 가능한 문장이 된다.51) 
  (52다)의 ‘표정, 눈빛’도 아무런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특정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52다)의 ‘표정, 눈빛’도 특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경험주 논항인 ‘나’를 참조
하여 ‘나의 표정’, ‘나의 눈빛’의 의미가 되는 해석이 유발된다. 그런데 화자가 자신
의 표정이나 눈빛을 걱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52다)는 비문이 
된다. 반면 (52다)와 비교되는 (52다′)은 수용 가능한데, 이는 ‘표정’, ‘눈빛’이 제3
자인 ‘{그의, 엄마의} {표정, 눈빛}’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50가)의 ‘*표정이 걱정스럽다’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서술 
용법의 ‘걱정스럽-’은 심리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심리형용사의 대상역 논항은 어떤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정성]의 의미 자질이 요구된다. 그러나 (50가)의 ‘표정’은 특정성을 갖추고 있
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51가)의 ‘*얼굴이 서운하다’가 비문이 되는 이유에도 
동일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50나)의 ‘걱정스러운 표정’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걱정스러운 표

51) (52나)에서 경험주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화용론적 추론에 의
해 1인칭 화자가 경험주 논항으로 상정될 경우에 수용가능한 문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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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걱정스럽-’을 객관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객관형용사의 성격을 띠는 ‘걱정스러운’은 왜 심리형용사인 ‘걱정스럽-’과 달리 ‘표
정’과의 공기가 가능한 것일까? 이는 객관형용사와 대상역 논항이 맺는 의미 관계와 
심리형용사와 대상역 논항이 맺는 의미 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52)  가. 나는 이번 선거 결과가 놀라웠다.
 나. 날씨가 따뜻하다.

  (52가)는 주관형용사 중 심리형용사인 ‘놀랍-’이 쓰인 예이고, (52나)는 객관형
용사 중 성상형용사인 ‘따뜻하-’가 쓰인 예이다. (52가)에서 ‘나’는 ‘놀랍-’의 경험
주 논항이고 ‘이번 선거 결과’는 대상역 논항에 해당한다. (52가)에서 대상역 논항
인 ‘이번 선거 결과’는 ‘놀랍-’의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52나)에서는 
‘날씨’가 ‘따뜻하-’의 대상역 논항에 해당하는데, ‘날씨’는 ‘따뜻하-’의 속성이 부여
되는 대상이 된다. 
  (52)를 통해서 심리형용사와 대상역 논항이 맺는 의미 관계는 객관형용사와 대상
역 논항이 맺는 의미 관계와 다름을 알 수 있다. 심리형용사의 대상역 논항은 경험
주의 어떤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대상이 된다.52) 반면에 객관형용사의 
대상역 논항은 형용사가 의미하는 속성이 부여되는 대상이 된다. 
  형용사가 의미하는 속성이 부여되는 대상이 되는 객관형용사의 대상역 논항에는 
특정성과 같은 의미 자질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50나)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걱정스럽-’은 객관형용사

52) 유현경(1998: 78-80)에서는 심리형용사를 ‘대상 심리형용사’와 ‘원인 심리형용사’로 구분
하였다. 대상 심리형용사는 ‘그런 그가 괘씸했다’의 ‘괘씸하-’와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주의 
심리적 판단을 서술하는 심리형용사를 말한다. 원인 심리형용사는 ‘내 처지가 안타까웠다’
의 ‘안타깝-’과 같이 어떠한 사실이나 일이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서
술하는 형용사를 말한다. 대상 심리형용사와 원인 심리형용사의 의미적 구분은 가능한 것이
지만, 대상역 논항이 심리형용사의 경험주 논항의 어떤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
는 점에서 이들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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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심리 상태와 관련된 의미를 대상역 논항 ‘표정’에 속성으로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건강이 걱정스럽다’와 같은 예가 수용 가능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
칭 화자 또는 다른 인물이 심리 상태의 경험주일 것이라는 화용론적 추론이 수반되
어야 한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걱정스러운’은 객관형용사로서 심리 상태
와 관련된 의미를 대상역 논항에 속성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 상태가 
누구의 심리 상태인가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직관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걱정스러운 표정’은 그 표정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표정에 대해 걱정스러운 
표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전형적인 객관형용사인 ‘가볍-’이 쓰
인 ‘가벼운 가방’에서 ‘가방’과 ‘가볍-’이 맺는 의미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가벼운 가방’의 의미도 그 가방을 들어본 사람이면 대개 그 가방을 가볍다고 생
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걱정스럽-’은 심리형용사로서도 쓰일 수 있고 객
관형용사로서도 쓰일 수 있는데, (50나)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객관형용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51나)의 ‘서운한 얼굴’
이 성립 가능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박진호(1994: 93-95), 이홍식(2000: 85)에서는 심리형용사는 경험주 논항과 대
상역 논항이 모두 실현되어야 하는 의미역 틀과 대상역 논항만 실현되는 의미역 틀
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심리형용사의 개별 어휘부에서 나뉘어 기술될 필요가 있음
을 언급한 바 있다.53) ‘*표정이 걱정스럽다’의 ‘걱정스럽-’은 전자의 의미역 틀을 가
지는 경우로 볼 수 있고, ‘걱정스러운 표정’은 후자의 의미역 틀을 가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53) 모든 심리형용사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형적인 
심리형용사의 예로 논의되는 ‘싫-’의 경우 객관형용사로서의 쓰임을 보이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고려하면 심리형용사가 객관형용사로서의 쓰임을 보이는 것은 심리형용사 각
각의 개별 어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이선웅(2012: 308)에서는 ‘ 두
렵-, 기쁘-, 반갑-, 그립-, 괴롭-’과 같은 심리형용사는 ‘싫-’과 같은 부류이고, ‘슬프-, 
미덥-, 놀랍-, 무섭-’과 같은 심리형용사는 ‘걱정스럽-’과 같은 부류로 여겨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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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왜 ‘걱정스러운 표정’과 같이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만 ‘걱정스럽-’의 
객관형용사로의 쓰임이 허용되는 것인가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걱정스러운 표정’에
서 ‘걱정스러운’은 심리 상태와 관련된 의미를 속성으로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
지고 있었다. 이는 바로 수식의 의미기능과 밀접한 유사성이 있으며, 표제명사에 선
행하여 표제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는 관형사절의 통사 구조에서 이러한 의미
기능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무거운 침묵’, ‘걱정스러운 표정’, ‘서운한 얼굴’과 같은 예의 형용사의 
활용형을 굳은 활용형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들도 관형사절의 범위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54) 이와 같은 구성도 관형사절의 정의를 만족
시키므로 관형사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주술 관계로의 환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개
별 어휘가 가지고 있는 논항구조상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관형사절의 범위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로 완형 보문으로 불린 구성의 처리 방안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생성문법이 도입된 이후 한국어의 관형사절은 크게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뉘어 논의되었다. 그 중 명사구 보문은 관형사절 내부에 종결 어
미가 실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다시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으로 구분
되어 논의되었다.55)56) 

   (53)  가. [범인이 자수를 한] 사실이 뉴스 속보로 보도되었다. 
 나. [범인이 자수를 했다는] 사실이 뉴스 속보로 보도되었다. 

54) ‘무거운 침묵’이 가능하지만 ‘*침묵이 무겁다.’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의하
지 못하였다. ‘*침묵이 무겁다.’가 불가능한 이유를 ‘*표정이 걱정스럽다.’와 동일하게 설명하
기 위해서는 ‘침묵이 무겁다’의 ‘무겁-’이 심리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주관형용사와 객관형용사의 
쓰임을 모두 보이는 형용사, 주관형용사로만 쓰이는 형용사, 객관형용사로만 쓰이는 형용사
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55) 명사구 보문을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으로 나누는 구분은 남기심(1973)에서 이루어졌다.
56)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이 보이는 의미 차이에 대한 견해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논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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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가)는 불구 보문으로 다루어진 전형적인 예이고, (53나)는 완형 보문으로 다루
어진 전형적인 예이다. 
  (53나)와 같은 ‘완형 보문+명사’ 구성은 ‘S+-는+NP’57)로 형식화할 수 있는데, 
완형 보문의 통사적 구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완형 보문의 통사적 구
조에 대한 논의는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이홍식
1999: 380). 

   (54)  완형 보문의 통사적 구조에 대한 견해
 가. 완형 보문의 구조를 ‘절+-는(보문자)’의 구조로 보는 견해
 나. 완형 보문의 구조를 ‘절+-고 하는’의 구조로 보는 견해
 다. 완형 보문의 구조를 ‘절+는(속격 조사)’의 구조로 보는 견해

    

불구 보문 완형 보문
 가. 김영희(1981),
     우형식(1985)

사태에 대한 사실성 
전제

사태에 대한 사실성을 
전제하지 않음.

 나. 이익섭 ‧ 임홍빈(1983) 사태에 대한 경험의 
직접성

사태에 대한 경험의 
간접성

 다. 이홍식(1990),
     이필영(1994)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 강조

사태에 대한 타인의 판단 
강조

 라. 안명철(1992) 사태에 대한 인식시점이 
화자에게 주어짐.

사태에 대한 인식시점의 
주체가 화자가 아님.

    위의 논의들에서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이 보이는 의미의 차이는, 그 표현에서 다소 차이
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성격으로 기술되었다. 불구 보문의 의미는 주로 보문의 사태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화자와 관련되고, 완형 보문의 의미는 사태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화
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57) (54다)와 같이 ‘완형 보문+명사’ 구성의 ‘는’을 속격 조사로 이해할 경우, 이는 ‘S+는
+NP’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술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
고 ‘S+-는+NP’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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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가)는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이 표제명사에 대해서 가지는 기능 및 의미적 유
사성을 전제로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을 모두 동일한 보문의 범주로 파악하고, 완형 
보문의 구조를 절과 보문자(complementizer) ‘-는’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보문
자 개념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어말 어미를 보문자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54가)에서는 완형 보문의 ‘-는’을 암묵적으로 어말 어미의 문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임동훈 1995: 111). 이 경우 ‘S+-는+NP’ 구성을 S
의 서술어에 결합해 있는 어말 어미에 다시 어말 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어의 문법 체계 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
다.58) 
  (54나)는 완형 보문을 일종의 인용 구성으로 보는 것으로, ‘S+-는+NP’를 ‘S+-
고 하는+NP’에서 ‘-고 하-’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54나)의 관점에
서 (53나)의 ‘범인이 자수를 했다는 사실’ 부분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
다.

   (55)  [ei 피인용절[범인이 자수를 했다](고 하)는] 사실i

  (55)는 (53나)의 ‘완형 보문+명사’ 부분을 간접인용절이 내포된 일종의 관계절의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다. 완형 보문의 구조를 (55)와 같이 관계절의 구조로 볼 가
능성을 언급한 논의로는 이익섭 ‧ 임홍빈(1983), 이홍식(1990), 이홍식(1999)가 있
다. 이익섭 ‧ 임홍빈(1983: 84)에서는 (55나)의 표제명사 ‘사실’을 생략된 인용동사 
‘하-’의 주어로 분석했다. 이홍식(1990)에서는 표제명사가 ‘소식’일 경우에는 ‘소식’
을 ‘하-’의 주어로 파악했으나, 표제명사가 ‘사실, 장점, 약점’ 등일 경우에는 이들이 
‘하-’의 목적어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54나)의 견해는 ‘S+-는+NP’ 구성이 ‘S+-고 하는+NP’ 구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동훈
(1995: 120-121)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S+-는+NP’ 구성과 ‘S+-고 하

58) (54가)에서는 완형 보문의 ‘-는’을 어말 어미로 보지 않더라도, 완형 보문에 나타나는 종
결 어미를 보문자로 간주하면 보문자의 중첩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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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NP’ 구성의 의미를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을 주장했다. 

   (56)  가. 그는 명희가 결혼한다는 말을 하였다. 
 나.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고 하는 말을 하였다.
 다.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는, ㄴ, *던, ??하는, *하던} 말을 하였다.

       (임동훈 1995: 120)

  첫째, (56가)와 비교하여 (56나)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56
가)가 (56나)에서 단지 ‘-고 하-’가 줄어든 것이라면, (56가)와 (56나)는 동일한 
정도의 수용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56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6가)의 ‘-는’은 ‘-던’과 대립하지 못한다. 
‘철수가 먹{는, 던} 밥’과 같이 일반적인 관형사절에서 ‘-는’은 ‘-던’과 대립할 수 
있다. 이는 (56가)의 ‘-는’이 일반적인 관형사형 어미 ‘-는’과는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56가)의 ‘-는’은 (56다)와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는’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54가)의 ‘-는’이 ‘하는’으로 환원될 때에는 ‘하는’과 그 앞의 피인용절 사
이에는 휴지(pause)가 와야 한다. 이때 피인용절은 강조되거나 직접 인용되는 의미
로 해석이 되어, 본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56가)와 (56나)의 
구조가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56가)의 ‘-는’은 (56다)에서처럼 ‘-ㄴ’으로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
한 사실도 (56가)의 ‘-는’이 일반적인 관형사형 어미와 다른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
다. 현대 한국어의 의문형 어미 ‘-느냐’가 구어체에서 ‘-냐’로 줄어들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56가)의 ‘-는’이 이 ‘-ㄴ’으로 줄어드는 것은 선어말어미 ‘-느-’
의 기능 쇠퇴에 따른 결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환경에서의 관형사
형 어미 ‘-는’이 ‘-ㄴ’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56가)의 ‘-는’은 
일반적인 관형사형 어미와 동일한 성격으로 처리되기 힘들다(임동훈 1995: 121). 
뿐만 아니라 (56가)의 ‘-는’에서 줄어든 ‘-ㄴ’은 일반적인 관형사형 어미와 달리 
시제적 의미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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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임동훈(1995)의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완형 보문으로 논의된 구성을 
일반적인 관형사절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임동훈(1995)에서는 (54다)와 같
은 완형 보문에서의 ‘-는’의 문법적 지위를 어미가 아니라, 속격 조사이거나 속격 
조사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57)  ‘S+는+NP’의 형성 과정(임동훈 1995: 121-123)

 가. NP이 S (야) 니다, NP이 S 다 → NP이 S (야) 니논 말, 
NP이 S 논 말

 나. NP이 S 논 말 → S 논 말, NP이 S-ㅅ 말 → NP이 S-ㄴ 말 → 
NP이 S-는 말

 다. NP이 S 논 말 → S 논 말 → S 는 말 → S-는  말
 다′. NP이 S 논 말 → S 논 말, S 는 말 → S-고 하는 말

  (57)은 임동훈(1995: 121-123)에서 논의한 완형 보문의 구조 ‘S+는+NP’의 형
성 과정을 가져온 것이다. 임동훈(1995)에서는 (57)을 통해 (56가)와 (56나)는 서
로 다른 통시적 형성 과정을 겪은 구문이며, 완형 보문으로 논의된 (56가)의 ‘는’은 
속격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임동훈(1995)의 논의를 따라 (57)
을 살펴보기로 한다.
  (57가)의 ‘NP이 S (야) 니다’는 중세 한국어 인용문의 대표적 형식인 ‘NP이 
S (야) V’에서 인용동사가 ‘니-’로 나타난 예이다. 이 구문은 피인용절과 인용
동사 사이에 ‘야’가 수의적으로 개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용동사로 
‘-’가 쓰이면,59) 그 음성적 동형성 때문에 피인용절과 인용동사 사이에 ‘야’가 

59) 이처럼 인용동사로 쓰이는 ‘하다’는 ‘포괄동사(generic verb)’로 불리기도 했다. 포괄동사
는 김영희(1984)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이필영(1993: 51)에서는 ‘하-’ 뿐만 아니라 
‘말하-, 생각하-, 듣-’과 같은 동사들은 거의 모든 인용동사들과 대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이들을 포괄동사라는 하나의 범주로 처리했다. 채숙희(2011)에서는 인용 구문에서 쓰이
는 인용동사를 발화동사, 인지동사, 포괄동사로 나누고, 발화동사와 인지동사에 속하는 다
른 여러 인용동사를 대신하여 쓰일 수 있는 동사를 포괄동사라 했다. 이 포괄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다’이다. 채숙희(2011: 42-43)에 의하면 현대구어말뭉치에서 ‘하다’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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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못하고 ‘NP이 S 다’로 나타난다. 이때 ‘NP이 S (야) 니다’와 ‘NP이 
S 다’ 구문은 개념상 ‘말’을 목적어로 삼기 때문에, 대응하는 명사구는 (57가)의 
‘NP이 S (야) 니논 말’과 ‘NP이 S 논 말’로 나타난다.
  (57나)와 (57다)는 ‘NP이 S 논 말’이 ‘NP이 S-는 말’로 변하는 두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NP이 S 논 말’은 인용동사 ‘-’의 의미가 추상화되면서 ‘-’의 
주어인 ‘NP이’가 문장에 실현되지 않은 ‘S 논 말’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S 논 말’의 ‘논’은 S와 ‘말’이 서로 의미상 등가 관계에 있음을 표
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논’은 속격 조사 ‘ㅅ’으로 교체되기도 하여, (57
나)에서처럼 ‘S 논 말’은 ‘S-ㅅ 말’과 공존하게 된다. ‘S-ㅅ 말’의 속격 조사 ‘ㅅ’
은 문장 뒤에 결합하여 명사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유사한 관형사형 어
미 ‘-ㄴ’으로 교체되어 간다. 이 과정을 통해 생긴 ‘S-ㄴ 말’류는 그 후에 다시 관
형사형 어미 ‘-는’에 이끌려 (57나)의 ‘S-는 말’ 구문으로 나타나게 된다.60) 
  ‘S 는 말’류의 ‘논’을 대신하는 ‘ㅅ’이 다시 ‘-ㄴ’으로 바뀌자, 이러한 흐름은 
인용 구문 내의 ‘’과 ‘’에도 파급되어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인용 구문의 ‘’이나 ‘’은 ‘-ㄴ’과 ‘-’으로 변하면
서 선행하는 문장에 화합되어, (57다)의 ‘S-ㄴ NP’류와 ‘S-는 NP’류의 구문이 나
타나게 되었다. 
  즉, 완형 보문의 ‘S+는+명사’ 구성은 (57나)의 ‘S-ㅅ NP → S-ㄴ NP → S-는 
NP’의 과정을 거친 것과 (57다)의 ‘S 는 NP → S-는  NP’의 과정을 겪은 두 부
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61) (57나)의 과정을 겪은 것이든, (57다)의 과정을 겪은 
것이든 완형 보문으로 논의된 ‘S+는+명사’ 구성의 ‘는’은 일반적인 관형사형 어미로 

용동사로 쓰이는 빈도는 13.9%로, 31.2%의 빈도를 보이는 ‘그러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
다.

60) ‘S-ㄴ 말’류가 관형사형 어미 ‘-는’에 이끌려 ‘S-는 말’류로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은, 
중세 한국어 인용문에서 인용 동사로 기능한 ‘-’는 ‘’, ‘’, ‘’ 중 어느 것으로 나타
나든지 그 시제적 의미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임동훈 1995: 122).

61) (57다)의 ‘S 는 NP’에서 ‘-’가 줄어든 ‘S-는 NP’도 이미 ‘는’이 S와 NP의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형식적 요소로 문법화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57나)의 ‘S-ㅅ 
NP’에서 유래한 ‘S-는 NP’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임동훈 
199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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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고, 속격 조사 또는 속격 조사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57다′)은 (56나)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중세 한국어의 대표적 인용 
구문이었던 ‘NP이 S 야 V’는 ‘야’가 ‘고’로 문법화하면서 ‘NP이 S고 V’ 구문으
로 변한다.62) 이후 ‘S 하는 NP’류 구문은 비슷한 형식의 ‘NP이 S고 V’에 이끌려 ‘S
고 하는 NP’ 구문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임동훈(1995)의 논의를 통해, (56가)와 (56나)는 기원적으로는 동
일할지 몰라도 서로 다른 통시적 형성 과정을 겪은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이때 (56
가)의 ‘는’은 속격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56나)의 ‘-는’은 어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는 완형 보문으로 불리는 구성의 구조에 대한 임동훈(1995)의 견해를 수용하
기로 한다. 즉, 본고는 앞서 언급한 (53나)의 ‘범인이 자수를 했다는 사실’에서 ‘는’
을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속격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
한다. 이에 따라 ‘범인이 자수를 했다는’은 2.3.에서 논의한 관형사절의 성립 요건 
중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야 한다는 형태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관형사
절로 판단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이전 논의에서 완형 보문으로 논의된 구성은 
관형사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62) 임동훈(1995: 111-120)에서는 인용 구문의 ‘고’는 중세 한국어의 대표적 인용구문인 ‘NP
이 S 야 V’의 ‘야’가 변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사격 조사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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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형사절의 체계와 분류

  3.1. 관형사절의 체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의 관형사절 연구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졌다.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
되었다.

    (1) 관계절(이익섭 ‧ 임홍빈 1983: 270-278)63)
가. 관계절은 기저의 한 문장이 관형사절이 된 구성을 말한다.
나. 관계절 내부에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있다. 
다. 관계절의 예: [내가 ei 읽은] 책i은 참 재미있더라.

    (2) 명사구 보문(이익섭 ‧ 임홍빈 1983: 279-285)
가. 명사구 보문은 기저의 한 문장이 관형사절이 된 구성을 말한다.
나. 명사구 보문의 표제명사는 관형사절 내부의 한 성분이 되지 않는다.
다. 명사구 보문은 표제명사의 내용절(contents clause)64)이 된다.

        라. 명사구 보문은 관형사절 내부의 종결 어미 출현 유무에 따라 불구 보문
과 완형 보문으로 나뉜다. 

           ① 불구 보문의 예: [네가 책을 읽은] 사실이 놀랍다.
    ② 완형 보문의 예: [네가 책을 읽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63) 이익섭 ‧ 임홍빈(1983: 274)에서는 관계절과 보문의 기저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관계절의 기저구조: [NP[S…NPi…]COMP NPi]
    나. 명사구 보문의 기저구조: [NP[S…NPi…]COMP NPj]

   (가)에는 기저구조의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명사구가 있고, (나)에는 없
다. 이 차이 외에는 관계절과 보문의 통사 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64) ‘내용절’은 ‘동격절(appositive clause)’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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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의 관점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 각각에 대한 연구들이 심도 있게 이
루어졌다. 이를 통해 한국어 관형사절의 다양한 성격들이 상세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의 과정에서 관계절로도 명사구 보문으로도 보기 어려운 관형사절의 
예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아래에 그 중 일부를 제시한다.

    (3) 가.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홍식 1990: 99)
    나. [그 사람이 가는] 대신 네가 가라! (임홍빈 1982/1998가: 554)
    다. [그이가 아는] 척을 하더라. (김영희 1981: 160)
    라. [농사를 짓는]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김지은 2002:

166)
마. [걷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 (문숙영 2012: 38)

  (3)에서 제시된 예들은 모두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
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1나)와 (2나)에 따르면 (3)의 관형사절은 모두 명
사구 보문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3)의 그 어느 것도 관형사절의 의미가 표제
명사의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전형적인 명사구 보문으로 논의된 
(2라 ①)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가)는 명사구 보문의 성격을 띠는 것 같지만 ‘비가 오는’을 ‘소리’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3가)에서 ‘비가 오는’은 ‘소리’가 발생하는 상황적 배경 정도의 의미
를 가진다. 이홍식(1990)에서 (3가)는 명사구 보문의 하위 부류인 ‘비동격절’로 다
루어졌다. (3나)는 임홍빈(1982/1998가)에서는 동명사 구성으로, 이홍식(1990)에
서는 명사적 관형절로 다룬 예이다. 장경희(1987)에서는 (3다)를 특이한 명사구 보
문의 일종인 태도 보문이라 불렀다. 김지은(2002), 홍윤기(2010)에서는 (3라)와 같
은 유형의 관형사절을 연계절이라 했다. 한편 (3마)는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
을 상정할 수 없지만, 관계절의 의미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로 언급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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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외에도 (1)과 (2)이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관계절
과 명사구 보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예는 
상당수 발견된다. 이는 아래와 같은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어 관형사절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이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이 아닌 예
한국어 영어
큰 나무 big tree

타는 냄새(문숙영 2012: 34) smell of burning
살아 있는 유기체 living organisms

그가 실패한 이유65) the reason why he failed

  (4)에서 영어에서는 관계절이나 명사구 보문으로 표현되지 않는 의미가, 한국어에
서는 관형사절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와 같은 예의 존재는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는 영어의 명사 수식절 체계와 동궤로 논의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관형사절에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
문에 포함되지 않는 (3)과 같은 예들이 발견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문숙영(2012: 41)에서 지적했듯이 동사와 형용사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이는 
한국어의 관형사절은 영어를 비롯한 인도유럽어의 명사 수식절과는 상당히 다른 특
성을 보인다.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한국어 관형사절 
고유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5) 영어에서는 관계절로 표현되는 의미가 한국어에서는 관계절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을 보여주는 예이다. 관형사절 ‘그가 실패한’ 내부에는 ‘이유’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가 실패한’을 ‘이유’의 내용절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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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최근에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관계절/명사구 보문 체계가 아니라 단일한 수식절(attributive clause)을 가지는 체
계로 보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66) Comrie(2003)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롯한 
몇몇 아시아 언어들의 명사 수식절은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존재 
유무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성격이 있으므로, 이들 언
어는 단일한 명사 수식절 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Comrie(2003)의 제안은 언어유형론적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영어를 비롯한 인
도유럽어는 동사구 보문과 명사구 보문이 통사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관계절
은 동사구 보문, 명사구 보문과 다른 통사적 구조를 이루는 유형의 언어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언어에서는 명사 수식절에 속하는 명사구 보문과 관계절의 구별이 용
이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나 일본어는 명사구 보문과 관계절이 통사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이루
고, 동사구 보문이 이들과 다른 통사적 구조를 이루는 유형의 언어에 속한다. 그런
데 한국어에는 인도유럽어의 관계대명사와 같은 통사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유사한 통사적 구조를 보이는 명사구 보문과 관계절의 구별이 오직 통사적 공
백의 유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관형사절 내부에서 표제명사와 공
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형사절의 체계를 관
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단일한 명사 수식절 체계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3)의 예들과 같이 통사적 공백의 유무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구별되기 힘든 관형사절의 존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를 
단일한 수식절 체계로 보고자 하는 Comrie(2003)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를 단일한 수식절을 가지는 체계로 처리했
을 때, 전형적인 관계절과 전형적인 명사구 보문의 예로 다루어진 것들이 보이는 명

66) 이와 같은 논의는 일본어의 명사 수식절을 대상으로 한 Matsumoto(1988)에서 시작되었
다. 이후 Comrie(1998a), Comrie(1998b), Comrie(2003)에서 한국어, 일본어, 터기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언어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한국어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논
의로는 문숙영(2012)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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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통사적 ․ 의미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여전히 남게 
된다.
  본고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어의 관형사절 논의에 관
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개념이 수용된 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영어를 주요 대상 언어로 하여 기술된 생성문법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구분이 한국어 관형사절 논의에 도입된 과
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한다.
  먼저 영어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로 한다.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영어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
다. 

    (5) 영어의 관계절, 명사구 보문, 동사구 보문 분석67)
가. 관계절:

            the booki [{which, that} I criticized ei].
    나. 명사구 보문:
            the fact [that I criticized].
    다. 동사구 보문:
            The student know [that I criticized].

  (5가)는 영어의 관계절의 예이다. (5가)의 관계절 내부에는 표제명사 ‘the book’
과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고, 관계대명사로 판단되는 ‘which’와 ‘that’은 
반드시 관계절의 앞에 위치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관계대명사가 관계절의 맨 앞
으로 이동하면서 어순에 의한 격 표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에는 격 
표지가 이루어진다. 

67) (5)에서 인도유럽어에 속하는 영어는 (5나)의 명사구 보문과 (5다)의 동사구 보문이 통
사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5가)의 관계절은 명사구 보문, 동사구 보문과 다른 통사
적 구조를 보이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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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나)는 영어의 명사구 보문의 예이다. (5나)의 명사구 보문 내부에는 표제명사 
‘the fact’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5나)에서 명사구 보문을 
이끄는 ‘that’은 (5가)의 관계절과 달리 관계대명사 ‘which’로 대치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그리고 (5나)의 ‘that’에는 격 표지가 되지도 않는데, 이는 (5나)에서 ‘that’의 
문법적 성격이 관계대명사인 (5가)의 ‘that’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
가 된다. 
  (5다)는 영어의 동사구 보문의 예이다. (5다)에서 ‘that’이 이끄는 절은 동사 
‘know’의 의미론적 논항으로서 보충어(complement)로 분석된다. 따라서 (5다)에서 
‘that I criticized’은 동사구 보문으로 처리되고, ‘that’은 동사구 보문을 이끄는 보문
자로 처리되었다.
  (5다)의 ‘that’이 이끄는 절이 동사 ‘know’의 보충어가 된다는 점과 평행하게, (5
나)의 ‘that’절은 표제명사 ‘the fact’의 보충어가 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5가)와는 다른 성격을 보이는 (5나)의 ‘that’은 보문을 이끄는 보문자로 분석되고, 
‘that’절은 명사구 보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5나)에서 명사구 보문의 의미는 ‘the 
fact’의 내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명사구 보문은 내용절 또는 동격절로도 불려지게 
되었다. 
  (5)를 통해 영어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구분은 통사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은 각각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
으로 분석될 수 있는 유표적인 통사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5가)의 관계절에는 
‘which’, ‘that’과 같은 관계대명사가 존재하고, (5나)의 명사구 보문에는 보문자 
‘that’이 존재한다.
  이제 (5)에서 살펴본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개념과 구분이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에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개념이 한국어 관
형사절 체계에 적용된 과정은 아래와 같았다고 판단된다. 

    (6)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 개념의 도입 과정
 가. 관계절:
    영어의 관계절과 동일한 의미기능을 보이는 한국어의 관형사절에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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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형사절 내부
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있는 관형사절을 
관계절로 처리한다. 

 나. 명사구 보문:
    영어의 명사구 보문의 의미, 즉 표제명사의 내용절로 해석되는 한국어

의 관형사절에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관형사절의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없는 관형사절을 명사구 보문으로 처리한다.  

  (6가)의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가. [ei 머리맡에 있는] 담배i를 집어 들었다.
나. 그에게는 [ei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i이 항상 있다.

(7)의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에 대하여 영어의 관계절과 동일한 의미기능을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7)처럼 영어의 관계절과 동일한 의미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
는 한국어의 관형사절 내부에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존재를 상정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관형사절에서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존재는 그 관형사절이 관계절임을 확인하는 유표적인 통사적 특성으로 판단되는 것
이 가능하다. 
  그러나 (6나)의 과정에는 관형사절 내부에 존재하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
적 공백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 가.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 [이사를 하면 이웃집에 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다. 

(8)의 관형사절은 명사구 보문으로 논의된 대표적인 예이다. (8)의 관형사절이 명
사구 보문으로 처리된 것은, 이들이 영어에서 명사구 보문으로 처리된 예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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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명사의 내용절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8가)와 (8나)의 관형사절은 각각 표제명
사 ‘사실’과 ‘풍습’의 내용의 의미로 해석된다. 표제명사의 내용절로 해석되는 (8)의 
관형사절 내부에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
라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되지 않는 관형사절
은 명사구 보문으로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6나)의 과정에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6나)에서는 표제
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사구 보문임을 판단하는 유표
적인 통사적 특성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6가)에서 이미 통사적 공백의 존재는 그 
관형사절이 관계절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통사적 공백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관형사절이 관계절이 아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즉, (6)에서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음’은 ‘어떤 관형사절이 명사구 
보문으로 판단된다.’와 ‘어떤 관형사절이 관계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의 두 가지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영어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학의 집합적 개념으로 봤
을 때, 영어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합집합은 명사 수식절 전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에서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구별 과정에, 명사 수식절 내부의 표제명
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존재 유무 이외에도 관계대명사나 보문자의 존재와 
같은 다른 통사적 기존이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 관형사절의 전체 집합은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합집합이 아니다. 
앞서 (4)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어의 관형사절에는 (6) 개념의 관계절에도 명사구 보
문에도 속하지 않는 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에서 논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통사적 공백의 유무가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 구분이 절대
적 기준이 될 경우,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관형사절의 예
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이 개념적으로 대를 이루는 문법 범주가 아니라는 점
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절은 표제명사의 잠재적 지시 대상의 좁히는 기
능을 하는 명사 수식절로 논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계절은 어떤 특수한 기능을 
가진 명사 수식절의 한 부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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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명사구 보문은 개념적으로 표제명사의 보충어가 되는 명사 수식절이다. 영어
에서 (5나)의 ‘that I criticized’가 명사구 보문으로 처리된 이유는, 이 구성이 (5다)
의 ‘that I criticized’가 동사 ‘know’의 보충어가 되는 것과 평행하게 명사 ‘the fact’
의 보충어로 판단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명사구 보문을 내용절로 부르기도 
한 것은, (5나)의 ‘that I criticized’을 (5다)와의 비교에서 명사구 보문으로 판단한 
후에 ‘that I criticized’와 ‘the fact’의 의미 관계를 해석한 결과로 얻어진 결론에 해
당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개념적으로 관계절의 대를 이루는 범주는 관계절이 
아닌 범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사구 보문의 대를 이루는 범주는 표제명사
의 보충어가 아닌 명사 수식절, 즉 표제명사의 부가어가 되는 명사 수식절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에서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합집합이 명사 
수식절 전체로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이 배타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영
어에서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이 개념적으로 대를 이루는 범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사 수식절의 구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 관형사절의 합집합은 (6) 개념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합집합
이 아니다. (3)과 (4)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어의 관형사절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
문은 배타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
로 대를 이루는 문법 범주가 아닌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을 배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개념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관계절에도 속하지 않고, 명사구 보문에도 속하지 않는 예들의 존재
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은 개념적으로 유용한 것이고, 충분히 한국어의 관형사절 논
의에도 적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는 한국어의 관형
사절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과 함께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이 개념적으로 대를 이루
지 않는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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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

기  준 구  분
가. 관계절의 구조 관계절 비관계절
나. 표제명사의 보충어/부가어 보충어 관형사절 부가어 관형사절

(9)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이 개념적으로 대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한
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관계절/비관계절,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의 이원
적 체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9가)는 관계절의 구조를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나누는 것이다. 관계절과 비관계절을 구분하는 기준은 관형사절 내부의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유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68) 관계절에 대한 
오랜 논의를 참고할 때,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은 관계절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9나)는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의 보충어가 되느냐 부가어가 되느냐에 따라, 관형사
절을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로 나누는 것이다. 보충어 관형사절은 개념
적으로는 표제명사의 보충어가 되는 관형사절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명사구 보문과 
동일하다. 그러나 ‘명사구 보문’에 대해서 이와 대를 이루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연에서 본고의 보충어 관형사절과 기존의 명사구 보문은 다소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
록 하겠다.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2.2.에서 논의한 명사
의 보충어/부가어 판단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형사절의 의미가 
표제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한 

68) 관계절의 정의 및 관계절과 비관계절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2.1.에서 상세히 논
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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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적 기준에 의한 판단 방법이다.69)
  (9)와 같이 이원적 체계로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를 파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관계절에도 속하지 않고 명사구 보문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된 예들이 관계절/비관계절,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이라는 체계 속에 
모두 포함되어 설명될 수 있다. 
  둘째,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 개념이 자기충족적(self-fulfilling)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전의 관계절/명사구 보문 체계에서 명사구 보문의 정의는 관형사
절의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될 수 없는 관형사절, 즉 관
계절이 아닌 관형사절로 파악되었다. 이는 명사구 보문이 자기충족적으로 정의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9나)처럼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관형사절을 표제명사의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로 개념 지을 경우,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이 자기충족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셋째,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를 (9)처럼 이원적으로 파악할 경우, 관계절/명사구 
보문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한국어 관형사절의 새로운 특성이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의 한국어 관형사절 논의는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구분한 
바탕 위에서, 이들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9)의 체계에서는 이전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표제명
사의 보충어 또는 부가어로서 보이는 관형사절의 특성이 새롭게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3.2. 관계절과 비관계절

69) 영어에서 명사구 보문과 동사구 보문의 구분에도 의미론적 관점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
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5다)의 ‘The student know [that I criticized].’의 ‘that I 
criticized’가 동사구 보문으로 판단된 것은 ‘that I criticized’가 동사 ‘know’의 의미론적 논
항이기 때문이다. (5나)의 ‘ the fact [that I criticized].’의 ‘that I criticized’가 명사구 보
문으로 판단된 것도 ‘that I criticized’가 명사구 ‘the fact’의 의미론적 논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5나)에서 ‘that’의 결합은 절의 지위를 가지는 ‘I criticized’가 명사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사적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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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관계절의 정의

  본고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관계절과 비관계절,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의 이원적 체계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사절에서 관
계절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나누
어 보기로 한다. 
  Comrie(1981/1989: 143)에서는 관계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0)  Comrie(1981/1989: 143)의 관계절(relative clause)의 정의
 어떤 절이 자신과 결합하는 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할 때, 그 절을 관계절이라 한다.70)

  (10)은 관계절에 대한 기능적 관점의 정의라 할 수 있다. (10)에서 관계절의 수
식을 받는 명사의 의미기능은 관계화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지시 대상의 범위를 성
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절의 의미기능은 명사의 지시 대상의 범위에 관계절 
자신의 의미를 의미적 조건으로 부과하여 명사의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다. 
  한국어의 관형사절 중 관계절로 논의되는 아래의 예를 (10)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70) Lyons(1977가/강범모 역 2011가: 286)에서도 명사에 어떤 의미적인 조건을 부과하여 명
사가 지시하는 개체의 집합 속에서 하나 또는 일부의 구성소를 명시하는 절을 관계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Comrie(1981/1989)에서의 관계절 정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다 이른 시기에 Jespersen(1924: 108-116)에서는 수식에 의해 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특별화(specialization)라고 했다. Jespersen(1924)에서는 관계절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절의 이와 같은 수식 기능을 특별한 하나의 유형으
로 판단한 것에는 오랜 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Jespersen(1924)에서는 특별화가 부가
어(adjunct)가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했다.



- 72 -

   (11)  [작년에 결혼한] 선생님은 다음 달에 아버지가 된다. 

  (11)의 관형사절 ‘작년에 결혼한’에 의해 표제명사 ‘선생님’의 잠재적 지시 대상의 
범위가 변하는 양상은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12) ‘작년에 결혼한’에 의한 ‘선생님’의 잠재적 지시 대상의 범위 변화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1)의 관형사절 ‘작년에 결혼한’은 표제명사 ‘선생
님’에 ‘(선생님이) 작년에 결혼했-’이라는 의미적 조건을 부과하여, ‘선생님’의 잠재
적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 (11)의 관형사절 ‘작년에 결혼한’은 
(10)의 기능적 관점에서의 관계절의 정의를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계절
로 판단될 수 있다. 
  (10)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관계절을 정의하고 있는 논의도 찾아볼 수 있다. 
Vendler(1968: 11)에서는 관계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3)  Vendler(1968: 11)의 관계절의 정의
 공지시적인 명사를 공유하고 있는 두 절 중에, 어떤 한 절이 공지시적인 
명사를 매개로 다른 절의 내포절이 된 것을 관계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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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은 통사적 관점에서 관계절을 정의하고 있다. (13)에서 주목하고 있는 관계
절의 주요한 특성은, 동일한 지시체(referent)를 지시하는 명사를 공유하는 두 절 
중, 한 절이 공지시적인 명사구를 매개로 하여 다른 절에 내포된다는 점이다. (13)
에서는 관계화(relativization)의 과정을 통사적인 내포화의 과정으로 보고, 이때 두 
절이 공유하는 공지시적 명사구가 통사적 내포의 매개가 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11)을 통해 (13)의 관계절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편의를 위해 (11)을 가져
와 아래에 다시 제시한다. 

   (11)  [작년에 결혼한] 선생님은 다음 달에 아버지가 된다. 

(13)에 따라 (11)을 어떤 절이 다른 절에 내포된 문장으로 분석하면, 그 두 문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4)  가. 선생님i이 작년에 결혼했다.
 나. 선생님i은 다음 달에 아버지가 된다. 

  (13)의 관점에서 (11)은 동일한 지시체를 지시하는 명사 ‘선생님’을 공유하는 두 
문장 (14가)와 (14나) 중에, (14가)가 ‘선생님’을 매개로 (14나)의 내포절이 된 구
성으로 분석될 수 있다.71) 이 과정에서 내포절이 된 (11)의 ‘작년에 결혼한’이 관계
절로 판단된다.
  (10)과 (13)에서 관계절의 정의는 기능적 측면과 통사적 측면이라는 다른 관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Comrie(1981/1989: 143)과 Vendler(1968: 11)에서 제
시하고 있는 관계절의 예는 모두 영어의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구성으로 그 지시 대
상은 동일하다. 즉 (10)과 (13)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관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71) 만약 (14나)가 (14가)의 내포절이 된다면, ‘[다음 달에 아버지가 되는] 선생님이 작년에 
결혼했다.’가 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 달에 아버지가 되는’이 관계절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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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은 유형론적 관점의 정의로서 관계절의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여 개별 언어에
서 관계절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통사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정
의이다.72) 유형론적 관점의 연구에서 개별 언어의 관계절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
은, 관계절 내부의 명사와 표제명사가 공지시적으로 해석되기 위해 어떤 통사적 장
치가 사용되는가이다.73) (13)에서 이루어진 관계절의 정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은 내포 구성을 이루는 두 절을 매개하는 역할을 두 절 내부의 공지시적인 명사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10)과 (13)에서 관계절의 본질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표
제명사와 관계절 내부 요소의 공지시성이라고 할 수 있다.74) 한국어에서는 표제명
사가 관계절의 내부 요소와 공지시적이라는 해석이 관계절 내부의 통사적 공백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관계절로 논의된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5) [ei 정신없이 쾅쾅거리는] 록 음악i을 좋아한다.

72) 여러 언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언어들이 보이는 범언어적인 보편성과 개별 언어의 특수
성을 기술하는 것이 목적인 유형론에서는 기술의 대상이 되는 문법 범주의 정의가 기능적
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 언어마다 어떤 문법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 보이는 
형태 ‧ 통사적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형태 ‧ 통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법 범주를 정
의할 경우, 개별 언어 각각에서 그 문법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을 확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Croft 1995: 88).

73)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내부 요소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을 관계화 
전략(relativization strategy)이라고 한다. 범언어적으로 관찰되는 대표적인 관계화 전략에
는 공백화 전략, 복귀대명사 전략, 관계대명사 전략, 대명사 유지 전략 등이 있다(Song 
2001/김기혁 역 2009: 285-289).

74) 박형진(2015)에서는 Comrie(1981/1989: 143)의 관계절의 정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가 좁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관형
사절을 관계절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계절을 다시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공백을 상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
절’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제명사와 관계절 내부 요소의 공지시성이라는 
관계절의 본질적 속성을 깊이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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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15)를 접했을 때, 관형사절의 서술어 ‘쾅쾅거리-’의 주어가 관형사절 내
부에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표제명사 ‘록 음악’이 ‘쾅
쾅거리-’와 주어로서의 문법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록 음악이 정신없이 
쾅쾅거리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15)의 관형사절을 
관계절로 판단할 수 있다. 
  관계절의 본질적 속성으로 논의한 관계절의 내부 요소와 표제명사의 공지시적 해
석은, (15)에서 관형사절 내부에 존재하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통사적 공백은 어떤 관형사절이 관계절로 판단되기 위한 필
수적인 요소이다. 

   (15′) *[록 음악i이 정신없이 쾅쾅거리는] 록 음악i을 좋아한다.

  (15′)은 (15)에서 관형사절 내부에 실현되어 있지 않은 표제명사를 실현시켜 본 
문장인데, 비문이 된다. (15′)과 (15)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의 관계절에서 표제명
사와 공지시되는 요소의 통사적 비실현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어
의 관계절에서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은 서술어의 논항이 어떤 화용론
적 맥락이 주어졌을 경우에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사적 비실현과는 다른 성
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는 표제명사가 관형
사절 내부에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 어떤 요소로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
만, 그 관형사절이 관계절로 인식된다.
  (15)와 비교되는 아래의 문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16)  [e 아이를 키우는]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16)을 접했을 때, 관형사절 내부에 관형사절의 서술어 ‘키우-’의 주어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15)와 달리 (16)에서는 
표제명사 ‘기쁨’이 ‘키우-’의 주어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기쁨이 아이를 키우다’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15)의 관형사절을 관계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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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지 않는다. 
  (15)와 (16)은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어떤 요소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15)는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
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 어떤 요소로 해석될 수 있지만, (16)에서는 그러한 해
석이 불가능하다. 즉 (15)가 우리에게 관계절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표제명사와 
관형사절의 의미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의 통사적 
비실현 요소와 공지시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이다. 반면 (16)에
서는 그러한 해석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16)의 관형사절은 관계절로 판단될 수 없
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7)  관계절과 비관계절의 정의
 가. 관계절: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에 상정될 수 있는 통사적 공백과 

공지시적(co-referenial)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관형사절
 나. 비관계절: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에 상정될 수 있는 통사적 공백과 

공지시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없는 관형사절
   (18)  관계절의 내부에 상정되는 통사적 공백의 성격

 관계절 내부의 통사적 공백은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되며, 통사적 
공백의 통사적인 비실현은 필수적이다. 

  (17)은 관계절과 비관계절의 정의이다. (17가)의 관계절의 정의는 관형사절 내부
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면 관계절이라고 한 기존의 관계절 
정의와 다르지 않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관계절/비관계절, 보충
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의 이원적 체계로 파악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관형사절은 (17나)처
럼 비관계절로 정의된다. (18)은 관계절의 판별 기준이 되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
인 통사적 공백의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 77 -

3.2.2. 관계절의 의미기능

  본 절에서는 관계절의 의미기능과 이와 관련된 관계절의 성격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3.2.1.에서 우리는 유형론적 관점의 논의에서 관계절이 아래와 같이 기능적 
측면으로 정의됨을 살펴보았다. 

   (10)  Comrie(1981/1989: 143)의 관계절의 정의
 어떤 절이 자신과 결합하는 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할 때, 그 절을 관계절이라 한다. 

  (10)을 참고하면 관계절의 의미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  관계절의 의미기능
 관계절은 표제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 

  ‘관계절+명사’ 구성에서 표제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관계절
의 의미기능이 드러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  [ei 가게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i이 길을 물어봤다. 

  (20)의 관형사절에는 서술어 ‘들어오-’의 주어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관형사절의 표제명사 ‘외국인’은 ‘들어오-’의 주어로 해석될 수 있다. (20)의 
관형사절 내부에 존재하는 통사적 공백은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20)의 관형사절은 관계절로 판단된다. 
  박진호(1994: 47-48)에서는 관계절의 내부 서술어는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함수
자가 됨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의 ‘관계절+표제명사’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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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가게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분석
 가. ‘관형사절+명사’ 구성(‘[가게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 전체의 통사적 

핵: ‘외국인’
 나. 관형사절 내부 서술어(‘들어오-’)와 표제명사(‘외국인’)의 의미 관계: 

‘들어오-’가 ‘외국인’의 의미론적 함수자이다.

  (21가)와 같이 ‘관형사절+명사’ 구성 전체의 통사적 핵은 표제명사이다. 그런데 
(21가)와는 별개로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되
어 그 관형사절이 관계절의 구조로 판단되면, 관형사절 내부의 서술어는 (21나)처
럼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함수자로 해석된다.75)
  (21나)에 의해 (20)의 ‘가게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에서는 아래와 같은 해석이 일
어난다.

   (22) ‘[가게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에서 관계절의 의미기능이 드러나는 양상

 

  (22)에서 표제명사 ‘외국인’은 관형사절의 서술어 ‘들어오-’가 표상하는 사태인 
75) (21가)는 관형사절 전체가 표제명사의 보충어 또는 부가어로 판단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21나)는 관형사절이 관계절 또는 비관계절로 판단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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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에 참여하는 구성 요소로 해석된다. 이 과정을 통
해 ‘외국인’의 잠재적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즉 ‘관계절+명사’ 구성에
서는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에 참여하는 구성 요소로 해석되
는 과정을 통해, 표제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지는 관계절의 의미
기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Grimshaw(1990: 5)에서는 핵어의 통사적 지배를 받는 요소인 ‘문법적 논항
(grammatical argument)’과 핵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구성 요소가 되는 ‘의미론적 참
여자(semantic participant)’를 구별했다. 문법적 논항은 항상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
지만, 의미론적 참여자는 문법적 논항이 될 수도 있고 문법적 논항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 

   (23)  집에서 밥을 먹었다. 

  (23)에서 ‘집’과 ‘밥’은 모두 핵어인 ‘먹-’이 표상하는 사태의 구성 요소인 의미론
적 참여자로 볼 수 있다. ‘집’은 ‘먹-’이 표상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의미론적 참여자이고, ‘밥’은 ‘먹-’의 대상을 의미하는 의미론적 참여자이다. 문법론
적 논항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밥’은 ‘먹-’의 통사적 지배를 받는 격틀에 해당하
는 요소로서 문법적 논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집’은 ‘먹-’의 격틀에 해당하
지 않는 요소이다. 따라서 ‘집’은 의미론적 참여자이기는 하지만 문법적 논항으로 판
단되지 않는다. 
  ‘관계절+명사’ 구성에서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구성 요
소가 되는 것은, 표제명사가 관계절 서술어의 문법적 논항이 아니라 의미론적 참여
자로 해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4)  가. [집에서 ei 먹은] 밥i
 나. [ei 밥을 먹은] 집i

  (24가)와 (24나)는 (23)의 ‘집’과 ‘밥’을 관형사절의 표제명사로 만들어 본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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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모두 관계절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관형사절 서술어의 문법론적 논항만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24나)는 비문이 되거나 (24)에 대한 
해석이 ‘집에서 밥을 먹었-’의 의미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76)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
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 어떤 요소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경우, 그 관
형사절은 관계절로 판단된다. 표제명사는 관계절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
론적 참여자로서 사태에 편입되고, 이 과정을 통해 표제명사의 잠재적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지는 관계절의 의미기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표제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관계절의 의미기능이라는 
점에서, 관계절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표제명사에 한정성(definiteness)77)을 부여하
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화자가 특정한 지시체(referent)를 
가리키기 위한 의도로 어떤 명사구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그 명사구를 통
해 화자가 의도한 지시체를 청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 그 명사구는 충분한 
한정성을 갖춘 한정 명사구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명사구에 의한 성공적인 
지시(reference)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성공적인 지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필
수적인 요소이다. 

   (25)  가. A: 모자 어디에 있는지 알아?
76) 앞에서 박진호(1994: 47-48)의 논의를 따라 관계절의 서술어는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함

수자가 됨을 논의하였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수자는 의미론적 논항을 요구하는 
주체이다. 그런데 (24나)의 표제명사 ‘집’은 관계절의 서술어 ‘먹-’의 논항으로 보기 어렵
다. 즉 (24나)의 ‘집’은 ‘먹-’의 보충어가 아니라 부가어로 판단된다. (24나)와 같은 예를 
고려하면, 관계절 서술어의 보충어뿐만 아니라 부가어도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관계절 서술어의 보충어이든 부가어이든 의미론적 함수자
인 관계절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77) 전영철(2013: 21)에서는 화자가 마음 속에 어떤 특정한 개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경우의 명사구를 한정 명사구라고 했다. 본고에서 한정성
(definiteness)은 전영철(2013)의 논의를 따라 ‘화자가 자기가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하면 청
자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대상이 가지는 특성’의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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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B: 무슨 모자?
 다. A: 빨간 모자 말야.
 라. B: 아, 옷장 서랍 안에 있어.

  (25)는 대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25가)에서 A는 자신이 가리키고자 하는 특
정 지시체인 모자를 명사 ‘모자’로만 표현해도 B가 그 모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자’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B는 ‘모자’만으로 A가 의도한 
지시체가 무엇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5나)와 같이 질문하였다. 즉 (25가)에서 
‘모자’는 충분한 한정성을 갖춘 한정 명사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시가 이루
어지지 못했다. (25다)에서 A는 ‘모자’ 대신에 ‘관계절+명사’ 구성인 ‘빨간 모자’를 
사용하면 성공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다시 말한다. 그 결과 성공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5다)의 ‘빨간 모자’는 충분한 한정성을 갖춘 한정 명
사구가 된다.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그 명사의 잠재적
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관계절의 의미기능과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어떤 명사에 한정성이 부족하다고 인식될 경우, 한정
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절 구성이 아주 생산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
다.78) 

3.2.3.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

  관계절은 수식의 유형에 따라 제한적 관계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과 비제
한적 관계절(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로 나뉘어 논의되기도 하였다. 제한적 

78) 관계절에 의해서만 명사에 한정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5)의 경우 
‘모자’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야구’와 같은 명사가 사용될 수도 있다. ‘야구 모자’의 
‘야구’도 ‘모자’의 잠재적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힌다는 점에서 (25다)의 ‘빨간’과 동일한 기
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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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26)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구분(Comrie 1981/1989: 143)
 가. 제한적 관계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
     관계절의 수식의 의해 표제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

지는 경우의 관계절
 나. 비제한적 관계절(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
     관계절의 수식이 표제명사의 지시 대상의 범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지시체에 추가적인 정보만 추가되는 경우의 관계절

  (26)은 그 대상이 관계절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제한적 수식(restrictive 
modification)과 비제한적 수식(non-restrictive modification)의 개념과 동일하다. 
제한적 관계절은 제한적 수식의 유형을 보이는 관계절이고, 비제한적 관계절은 비제
한적 수식의 유형을 보이는 관계절이라 할 수 있다. 

   (27)  가. [어제 ei 본] 영화i는 정말 재미있었어.
 나. [ei 맛있는] 피자i가 먹고 싶어요.

  (27)은 관계절 구성의 예이다. (27가)는 관계절의 서술어가 동사이고, (27나)는 
관계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다. (27가)의 ‘어제 본’은 대체로 ‘영화’의 잠재적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제한적 관계절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정한 문맥에 의해 화자
가 의도하는 ‘영화’의 지시체가 무엇인지를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어제 본’은 
비제한적 관계절로 해석될 수도 있다.
  (27나)도 문맥에 따라 ‘(맛없는 피자가 아닌) 맛있는 피자’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피자가 맛있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자는 ‘맛있는’이 제한적 관계절
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맛있는’이 비제한적 관계절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27)의 예를 통해서 한국어의 관계절은 동일한 형식이 문맥에 따라 제한적 관계절
로도 쓰일 수 있고, 비제한적 관계절로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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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고유명사인 예이다.

   (28)  [ei 키가 큰] 철수i는 오늘 지각이다. 

  이홍식(1990: 57)에서 언급했듯이, 고유명사가 관계절의 표제명사이면 그 관계절
은 대체로 비제한적 관계절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유명사가 지시하는 지
시체는 특정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8)의 ‘키가 큰’이 ‘철수’라
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 한 명을 구별하기 위하여 쓰인 경우라면, 
이때의 ‘키가 큰’은 제한적 관계절로 판단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관계절을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
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
한적 관계절의 구분이 한국어에서는 통사적인 특성으로 반영되지 않고,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79) 따라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구분을 관계절 논의 전반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80)

3.2.4. 관계절의 유형

79) 이필영(1981)에서는 공지시적인 명사를 공유하고 있는 두 절이 관계절 구성으로 연결될 
때, 표제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정성, 한정성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서 어떤 절이 내포절이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했다. 이필영(1981)은 이 과정에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
의 성립도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필영(1981: 70-77)에서는 구어의 경우, 휴지
와 억양과 같은 음성적 특성에 의해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80) 영어에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 구어에서는 억양으로 구분되고, 문어에서는 
표기법상의 쉼표로 구분이 된다. Comrie(1981/1989: 138-139)에 의하면 영어처럼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언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을 구별하는 형식적 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 보이는 
의미기능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omrie(1981/1989: 143)에서는 유형론
적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관계절 중 제한적 관계절이 관계절의 핵심적인 의미기능이라 보
고, (26나)처럼 관계절의 의미기능을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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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관계절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관계절에는 구체적
으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전형적인 관계절

  아래는 전형적인 관계절로 판단될 수 있는 예이다. 

   (29)  가. [ei 먼 곳을 바라보던] 남자i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 [모두가 ei 기다리고 있는] 친구i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다. [아이는 자기가 ei 만든] 종이비행기i를 엄마에게 보여 주었다.

   (30)  가. 이승엽은 [ei 성실한] 선수i로 평가 받는다.
  나. 내가 지금까지 먹어 본 스테이크 중에 [제일 ei 맛있는] 스테이크i이

다. 
 다. 그녀의 [ei 친절한] 미소i에 반해 버렸다. 

  (29)는 관계절의 서술어가 동사인 예이고, (30)은 관계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예이다.81) (29)와 (30) 모두 관계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되면서,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
는 해석이 일어난다. 

   (31)  가. 주말마다 [ei 취미인] 요리i를 해요.
 나. [ei 대통령인] 오바마i

  (31)은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계사 ‘이-’인 예이다. (31)의 관형사절 내부에도 표
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31)의 관형사절 ‘취미

81) 임홍빈(1999나/2005가: 152-155)에서는 (18)과 같이 서술어가 형용사인 관형사절을 ‘짧
은 관형절’이라 했다. 그리고 ‘짧은 관형절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즉 성상사
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의미 단위로 재분석되는 경향을 띤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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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대통령인’도 관계절로 처리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반적으로 계사의 용법은 크게 서술적(predicative) 용법과 동일시
(equitive) 용법으로 나뉘어 논의된다(Lyons 1977가/강범모 역 2011가: 293-294). 
한국어의 계사 ‘이-’도 서술적 용법과 동일시 용법 모두에 쓰일 수 있는 성격을 보
인다. 가령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다’와 같은 예의 ‘이-’는 ‘오바마’에 대해서 ‘미
국 대통령이-’가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예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시계가 내가 잃어버린 그 시계이다.’와 같은 예의 ‘이-’는 ‘이 시계’와 ‘내
가 잃어버린 그 시계’가 동일한 지시체임을 지시해 주기만 하는 동일시 용법으로 쓰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1)처럼 관계절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이-’는 서술적 용법의 ‘이-’로만 한
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32)  가. 선생님이 철수다
 나.??[ei 철수인] 선생님i

   (33)  가. 샛별이 금성이다.
 나. ??[ei 금성인] 샛별i

(32가)와 (33가)에서 계사 ‘이-’는 동일시 용법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32나)
와 (33나)는 각각 (32가)와 (33가)의 ‘이-’를 관계절의 서술어로 만들어 본 것인
데, 거의 수용이 불가능하다. 
  관계절의 표제명사는 관계절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된
다. (31)과 같은 서술적 용법의 ‘이-’는 명사와 결합하여 명사의 의미를 속성화하는 
일종의 형용사와 같은 의미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서술적 용법의 ‘이-’는 어떤 
사태를 표상하는 술어(pridicator)로서의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관계절의 서술어
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32), (33)과 같은 동일시 용법의 ‘이
-’는 서술적 용법의 ‘이-’와 같은 술어성을 획득하지 못하여 사태를 표상할 수 없
기 때문에, 관계절의 서술어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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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중주어문의 관계절

  아래는 이중주어문82) 구성으로 논의된 대표적인 예이다.

   (34)  가. 바다가 파도가 높다.
 나. 그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 동생이 공부가 싫다.

(34가)는 NP1과 NP2의 의미 관계를 ‘전체-부분’으로 볼 수 있는 예이고, (34나)는 
‘NP1이’를 ‘NP1에/에게’로 바꿀 수 있는 예이고, (34다)는 서술어가 심리형용사인  
예이다.83)84)
  임동훈(1997)에서는 (34)와 같은 이중주어문의 구조를 서술절 내포문으로 파악
할 것을 제안했다.85) 본고는 임동훈(1997)의 논의를 수용하여, (34)의 구조를 아래
와 같이 분석한다.

   (34′) 가. 주어[바다가] 서술절[파도가 높다].

82) 표면적으로 ‘NP1이/가 NP2이/가 VP’ 구조를 가지는 문장들을 통칭하여 이중주어문이라 부
르기로 한다.

83) 대체로 (34가)와 (34나)의 NP1은 주제 성분으로, NP2는 주어로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34다)에 대해서는 NP1과 NP2 중에 어느 것이 주어인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다. (34다)
의 NP1을 주어로 보는 논의로는 이홍식(1996), 이영경(1998), 김정남(2005), 최형강
(2005) 등이 있고, (34다)의 NP2를 주어로 보는 논의로는 김용하(1996), 임홍빈(2007가), 
이선웅(2012) 등이 있다.

84) (34다)와 같은 심리형용사 구문의 경우 ‘동생이 공부가 싫다.’보다 ‘동생은 공부가 싫다’와 
같이 심리형용사의 경험주 논항에 ‘은/는’이 결합한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진다. 
임홍빈 ․ 이홍식 외(2002: 152-157)에 의하면 ‘동생이’는 ‘싫-’의 정규논항이고, ‘동생은’은 
비정규논항으로 분석된다. 이선웅(2012: 308)에서는 심리형용사 구문에서 왜 경험주 논항
은 정규논항보다 비정규논항으로 실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고 했다.

85) 이중주어문의 구조를 서술절 내포문으로 보는 상세한 근거는 임동훈(1997: 50-62)를 참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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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어[그 일이] 서술절[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 주어[동생이] 서술절[공부가 싫다].

(34′)에서 서술절 부분은 의미적으로 NP1의 상태를 서술하는 일종의 형용사적인 성
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86)
  (34)는 서술절이 관형사절이 되고, NP1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와 같은 아래와 같
은 구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34″) 가. [ei 파도가 높은] 바다i
 나. [ei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i 
 다. [ei 공부가 싫은] 동생i

(34″)에서 표제명사 ‘바다’, ‘일’, ‘동생’은 서술절의 주어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바다’, ‘일’, ‘동생’은 서술절이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된다. 
즉 (34″)의 관형사절은 이중주어문의 관계절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아래와 같은 예도 이중주어문의 관계절 구성으로 이해하
고자 한다. 

86) 이중주어문의 범위 및 구조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이중주어문의 서술어는 (34)와 같
이 형용사나 일부 자동사로 나타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임동훈(1997: 35-36)에
서는 이중주어문의 서술어가 타동사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때의 타동
사는 행동성이 약한 성격을 보인다. 

     가. 철수는 [아내가 집을 나갔다].
     나. 철수는 [아들이 바둑을 잘 둔다].
   
   (가)와 (나) 모두 서술어가 타동사이지만, 이들의 의미에는 동사가 가지는 행동성이 잘 드

러나지 않는다. (가)는 서술어에 ‘-었-’이 결합하여 어떤 행위가 완료된 결과 상태를 나타
낸다. (나)는 서술어에 ‘-ㄴ-’이 결합하여 습관이나 습성 따위의 의미를 나타낸다(임동훈 
1997: 35-36). 이처럼 이중주어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일 경우에도 서술절로 분석되는 ‘NP2
이 VP’ 부분은 동사보다는 형용사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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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가. 테니스는 여름이 제철이다.
    나. [ei 여름이 제철인] 테니스i
   (36)  가. 음악은 힘이 난다. 
    나. [ei 힘이 나는] 음악i 

  (35가)의 ‘테니스’와 (36가)의 ‘음악’은 각각 서술어 ‘제철이-’, ‘나-’와 직접적인 
문법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제 성분으로 분석된다.87) 또한 ‘테
니스’와 ‘음악’은 ‘이/가’가 결합하는 것보다 ‘은/는’이 결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런 점에서 (35나)와 (36나)는 (34)의 이중주어문 구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가)의 ‘테니스는’와 ‘여름이 제철이-’가 맺는 의미 관계와 
(36가)의 ‘음악이’와 ‘힘이 나-’가 맺는 의미 관계는, (34)의 NP1과 서술절이 맺는 
의미 관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35가)의 ‘여름이 제철이-’와 (36가)의 ‘힘
이 나-’도 ‘테니스’와 ‘음악’에 대한 어떤 속성을 서술하는 일종의 형용사와 같은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5가)의 ‘여름이 제철이-’와 (36가)의 ‘힘이 
나-’도 의미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서술절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35가), (36가)에 대응하는 (35나), (36나)도 (34″)과 같은 관
계절 구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35나), (36나)에서 ‘테니스’와 ‘음악’은 의미론적 
참여자로서 ‘여름이 제철이-’와 ‘힘이 나-’가 표상하는 사태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35나), (36나)와 같이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의 주제로 해석될 수 있는 관형사절도 (34)와 같은 이중주어문의 관계절 구성의 일
종으로 보기로 한다. 

  3.3.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

87) 임동훈(1997: 46-48)에서는 (35가)와 (36가)의 NP1은 일부 주어적인 속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35가)와 (36가)를 이중주어문의 하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89 -

3.3.1.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의 정의

  본고에서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37)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의 정의
 가. 보충어 관형사절: 표제명사의 보충어인 관형사절
 나. 부가어 관형사절: 표제명사의 부가어인 관형사절

(37)은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통사적 핵인 표제명사에 대해 관형사절이 보충어로 
판단되느냐 부가어로 판단되느냐에 따른 구분으로, 그 관형사절이 관계절인가 비관
계절인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37)의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
의 개념은 관계절/비관계절의 구분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충족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다. 
  어떤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의 보충어가 되는지 부가어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2.2.에서 논의한 명사의 보충어/부가어 판단법이 사용될 것이다.

   (38)  가. 그는 [사건을 묵인한] 보상으로 거액을 받았다.
 나. [그가 받은] 보상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은 편이었다.

  (38)은 ‘보상’이 표제명사인 관형사절이다. (38가)와 (38나)의 관형사절이 보충어 
관형사절인지 부가어 관형사절인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보상(報償)’이 의미적 구
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볼 수 있다. 

   (39)  보상: 무슨 일에 대한 보상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38가)의 ‘사건을 묵인한’은 (39)의 ‘보상’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
미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38가)의 관형사절은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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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나)의 ‘그가 받은’은 (39)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과는 별개로 (38)의 관형사절이 관계절인가 비
관계절인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38가)의 ‘사건을 묵인한’에는 ‘보상’과 공지시적
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될 수 없다. 따라서 (38가)의 ‘사건을 묵인한’은 비관계절로 
판단된다. 반면 (38가)의 ‘그가 받은’에는 ‘보상’과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
될 수 있으므로 관계절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관계절=부가어 관형사절’, ‘비관계절=보충어 관형사절’의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경향성일 
뿐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관계절이지만 보충어 관형사절인 관형사
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절/비관계절,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의 
구분이 개념적으로 동일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절을 달리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3.2. 보충어 관형사절의 유형

  본 절에서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보충어 관형사절의 외연이 
관계절/비관계절의 외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보이기 위해 ‘비관계절인 보
충어 관형사절’과 ‘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다.88) 

3.3.2.1.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

88)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관계절/비관계절과 보충어 관형사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
지, ‘관계절/비관계절’과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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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에는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온논항의 성격을 보이는 것과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반논항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 있다. 

① 온논항의 성격을 보이는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사의 논항은 그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반
논항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보충어 관형사절 중에는 그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온논항의 성격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40)  가. [회의가 끝난] 뒤에 모두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나. 비가 와서 [테니스를 치는] 대신에 집에서 청소를 했다. 
 다. [공부를 하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잊고 있었던 약속이 떠올랐다. 

  (40)의 표제명사 ‘뒤, 대신, 가운데’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
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41)  가. 뒤: 무엇의 뒤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대신: 무엇의 대신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가운데: 무엇의 가운데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41)을 참고하면 (40)의 관형사절은 모두 ‘뒤, 대신, 가운데’의 보충어로 판단될 수 
있다. (40)의 관형사절의 의미는 모두 ‘뒤, 대신, 가운데’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
요로 하는 의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89)
  반면 (40)에서 관형사절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아래의 예는 모두 수용이 불가능
한 문장이 된다. 

89) ‘뒤, 대신, 가운데’의 논항이 반드시 관형사절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 뒤’, 
‘휴가 대신’, ‘휴식 가운데’와 같이 명사가 보충어로 실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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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가. *뒤에 모두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나. *비가 와서 대신에 집에서 청소를 했다. 
 다. *가운데 갑자기 잊고 있었던 약속이 떠올랐다. 

(40)과 (40′)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뒤, 대신, 가운데’가 요구하는 논항은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온논항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2)  가. 뒤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나. 대신에 술 사주세요.

 다.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42)과 같은 예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 대신, 가운데’가 필요로 하는 논
항의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2)는 특정
한 화용론적 맥락에 의해서 ‘뒤, 대신, 가운데’가 요구하는 의미 요소가 주어졌을 경
우에만 수용이 가능하다.90) 온논항의 성격을 지니는 동사의 논항도 특정한 화용론
적 맥락이 주어져서 논항에 대한 정보가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 통사적으로 실현되
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뒤, 대신, 가운데’의 논항이 온논항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40)의 ‘뒤, 대신, 가운데’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명사에는 아래와 같은 예들이 있
다. 

   (43)  앞, 뒤, 가운데, 후, 중간, 사이, 중간, 끝, 찰나, 다음, 경우, 탓, 일91), 
티92), 기미, 대신 등

90) ‘그 사건에는 뭔가 뒤가 있는 것 같아’의 ‘뒤’는 ‘보이지 않는 배후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
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42가)의 ‘뒤’와는 다른 의미이다. 이때의 ‘뒤’는 선행 성분의 수식 
없이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91) ‘조심만 하면 다칠 일은 없다’와 같은 예에서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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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명사들이 취하는 논항은 모두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온논항의 성격을 가
지며, 이들의 논항이 되는 관형사절은 모두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아래와 같이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도 온논항의 성격을 가지는 보충어 관
형사절로 볼 수 있다. 

   (44)  가. [그가 미국으로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 
 다. [날씨가 좋아질] 듯하다.
 라. [월급이 오르는] 것은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다.

  (44)는 모두 의존명사가 관형사절의 표제명사인 예이다. (44)의 ‘지, 척, 듯, 것’
과 같은 의존명사는 대부분 의미가 매우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미가 무
엇인지를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 의존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어
떤 의미 요소를 요구하는지도 기술하기 어렵다.
  이선웅(2012: 218-219)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존명사는 관형사절과의 관계 속
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존명사가 통사적 실현을 위해 어
떤 선행 성분을 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의미론적인 것으로서보다는 통사론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44)의 관형사절은 ‘지, 척, 듯, 것’의 통사적 측면의 보충
어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 척, 듯, 것’이 어떤 의미 요소를 요구하는지
를 명확히 기술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처리일 뿐이지, ‘지, 척, 듯, 것’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어떤 의미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4)의 
관형사절은 그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므로 온논항의 성격을 지니는 보충어 관형사
절로 판단된다.  
  한편 의존명사 중에는 의미의 형식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관계절의 표제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93)

92) ‘청소한 티가 안 난다’와 같은 예에서의 ‘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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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가. 여기가 [내가 제일 ei 좋아하는] {곳i, 데i}이다. 
 나. [모든 사람들이 ei 존경하는] {이i가, 분i이} 있다. 
 다. 만일을 위해서 [ei 준비해 놓은] 바i가 있습니다.

  (45)도 (44)와 같이 의존명사가 관형사절의 표제명사인 예이다. 그런데 (45)의  
의존명사는 관형사절 내부의 통사적 공백과 공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45)
의 관형사절은 모두 관계절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44)의 관형사절과는 차이
가 있다.
  (45)의 의존명사는 대개의 의존명사와 달리 의미의 형식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성격을 보인다. (45가)의 ‘곳, 데’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45나)의 
‘이, 분94)’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45다)의 ‘바’는 ‘내용, 일’의 의미를 가
진다.
  전술한 것처럼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된다는 것은 관계절의 사태를 구성하는 의미
론적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
시체를 단독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5)의 의존
명사는 여타의 의존명사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은 단독적으로 어떤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절의 표제명사
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통사적 자립성은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사적 
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45)처럼 보충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45)의 

93)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는 의존명사는 그 내용이 현재의 목차와 맞지 않다는 문제
가 있다. (44)와 (45)에 나타나는 의존명사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이들을 이 부분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94) 이선웅(2012: 137)의 의하면 ‘분’의 경우 존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쓰이기 때문에 ‘사
람’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반대로 ‘놈’, ‘치’는 하대(下待)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사람’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예를 참고하면 의존명사들이 보이는 의미의 형식성의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95 -

관형사절도 온논항의 성격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44)
와 (45)의 관형사절은 모두 보충어 관형사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단지 (44)
의 관형사절은 비관계절로 판단되고, (45)의 관형사절은 관계절로 판단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45)의 의존명사와 같이 의미의 형식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관계절의 표제명사
가 될 수 있는 의존명사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46)  것, 분, 손95), 이, 자(者), 치, 데96), 바, 곳, 놈

② 반논항의 성격을 보이는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

  대부분의 보충어 관형사절은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반논항의 성격을 가
진다. 아래는 이전의 관형사절 논의에서 전형적인 명사구 보문, 즉 내용절로 다루어
진 예이다. 

   (47)  [할아버지가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다.  

  (47)은 비술어 명사 ‘결말’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인 예이다. ‘결말’이 의미적 구
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48)  결말: 무엇의 무슨 내용의 결말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48)을 참고하면, (47)의 관형사절은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할아버

95) ‘젊은 손이 예의가 참 바르구만.’의 ‘손’과 같이 사람의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 ‘손’을 말한
다.

96) 주지하다시피 의존명사 ‘데’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 중 (45가)와 같이 ‘곳’이나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만 관계절의 표제명사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에서와 같이 ‘일’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는 의미의 형식성이 강하
기 때문에 관계절의 표제명로 쓰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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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의 의미가 ‘결말’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무슨 내
용의 결말인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래를 통해 ‘결말’의 논항이 가지는 성격과 ‘결말’의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9)  가. 결말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다.
 나. 영화의 결말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다. 
 다. [할아버지가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영화의] 결말이 너무 슬

프게 느껴졌다. 

  (49가)는 (47)에서 ‘결말’의 보충어인 관형사절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문장
인데,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47)과 (49가)의 비교를 통해, (47)의 보충어 관
형사절은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반논항의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48나)는 ‘결말’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엇의 결말인가’
에 해당하는 요소가 ‘영화의’로 실현된 예이다. 이 때 ‘영화의’도 ‘결말’의 보충어로 
판단될 수 있다. (47)과 (49나)의 비교를 통해 (49나)의 ‘영화의’도 반논항의 성격
을 가짐을 알 수 있다. 
  (49다)는 ‘결말’이 요구하는 논항이 모두 실현된 예로 볼 수 있다. (49)에서 반논
항인 보충어 관형사절은 명사가 요구하는 다른 논항과 함께 실현되는 것도 가능함
을 알 수 있다. 
  이전의 관형사절 논의에서 명사구 보문으로 다루어진 예 이외에도 다양한 보충어 
관형사절의 예가 존재한다. 

   (50)  가. [먹는] 즐거움은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나. 요즘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

  (50)의 표제명사 ‘즐거움’과 ‘재미’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
는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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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가. 즐거움: 누구의 무엇에 대한 즐거움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재미: 누구의 무엇에 대한 재미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51)을 참고하면 (50가)의 ‘먹는’과 (50나)의 ‘돈 모으는’은 모두 보충어 관형사
절로 판단될 수 있다. ‘먹는’과 ‘돈 모으는’은 모두 ‘무엇에 대한 {즐거움, 재미}인가’
에 해당하는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50가)의 ‘큰’은 부가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큰’은 ‘즐거움’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즐거움’에 추가해 주기만 한다.97) 
  아래는 (50)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이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예이다. 

   (52)  가.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한] 효과로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 
 나. [살이 빠진] 효과로 요즘 예뻐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53)  가. [친구를 도와준] 사례로 선물을 받았다. 
 나. [단지 식사만 대접하는] 사례는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52), (53)의 표제명사 ‘효과’와 ‘사례’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54)  가. 효과: 무엇에 의한 무슨 내용의 효과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사례: 무엇에 대한 무슨 내용의 사례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54가)에서 ‘효과’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두 논항이 모두 
관형사절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52가)의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한’은 ‘효과’의 

97) ‘즐거움’과 ‘재미’가 취하는 논항 역시 반논항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즐거
움’에 대해서는 ‘즐거움은 나눌수록 커진다.’와 같은 예를 통해 ‘즐거움’의 논항의 통사적 실
현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미’에 대해서는 (50나)에서 ‘돈 모으는’이 실현
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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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의한 효과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이 된다. (56나)의 ‘살이 빠진’은 ‘효과’의 
‘무슨 내용의 효과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이 된다. 
  (53)의 표제명사 ‘사례’도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데, ‘사례’의 두 논항 역시 모두 
관형사절로 실현될 수 있다. (53가)의 ‘친구를 도와준’은 ‘사례’의 ‘무엇에 대한 사례
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이 된다. (53나)의 ‘단지 식사만 대접하는’은 ‘사례’의 ‘무슨 
내용의 사례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이 된다. 
  이상에서 ‘효과’와 ‘사례’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고, 두 논항이 모두 보충어 관형
사절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명사 중에는 ‘효과, 사례’처럼 다른 의미역의 두 
논항이 모두 관형사절로 실현될 수 있는 예들이 있다. 이때 그 중 하나는 표제명사
의 내용이 되는 논항, 즉 내용역(Contents)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는 논항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3.3.2.2. 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

① 반드시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보충어 관형사절

  이선웅(2005나: 153)에서는 아래와 같은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의 보충어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55)  가. 그는 [까다로운] 성격이다. 
    나.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
    다. [빨간] 색깔의 옷

  (55)의 표제명사 ‘성격, 값, 색깔’은 어떤 속성과 관련된 의미 범주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성격, 값, 색깔’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기
술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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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가. 성격: 누구의 어떤 속성의 성격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값: 무엇의 얼마 정도의 값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색깔: 무엇의 무슨 색깔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성격, 값, 색깔’과 같이 속성을 의미하는 명사는 (56)처럼 반드시 그 속성의 성격
이 어떠한가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한다(이선웅 2005나: 153). 
(55)의 관형사절 ‘까다로운, 비싼, 빨간’은 바로 그러한 의미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
서 (55)의 관형사절은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55)의 관형사절이 보충어 관형사절임은 아래 (55′)과 (55)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55′) 가. *그는 성격이다.
 나. *값을 주고 산 물건98)
 다. *색깔의 옷

  (55′)은 (55)에서 관형사절 부분을 삭제한 예인데, 모두 비문이 된다. 이선웅
(2005나: 152)에 의하면 비술어 명사가 계사 ‘이-’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일 때,  
반드시 선행 요소를 실현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필수적인 선행 요소는 보
충어로 판단될 수 있다. 
  ‘성격, 값, 색깔’과 같이 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가 어떤 속성과 관련
된 것일 경우에, 이는 형용사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99) 한국어에서 형용
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관계절의 구조를 취하게 되므로,100) (55)와 같은 예는 

98) ‘가격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라는 의미일 때는 비문이 아니다. 
99)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성격’과 같이, ‘성격’의 보충어로 판단되는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동사로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의 ‘잃어버리는’의 의미에는 동사가 가지는 
행동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잃어버리-’에는 ‘-느-’가 결합하여 습관이나 습성의 의미
가 나타난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성격’은 이중주어문의 관계절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전체는 서술절로서, 의미적으로는 ‘성격’의 속성을 서술하는 형용사
적인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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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101)
  아래도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예이다. 

   (57)  가. [나에게는 작은] 크기의 모자를 선물로 받았다. 
    나. 실제로 물건을 보니 [생각한 것보다 긴] 길이였다.  
    다. 혼자살기에는 [넓은] 넓이의 방이다. 

  (57)에서 관형사절의 표제명사는 척도 명사 ‘크기, 길이, 넓이’이다. ‘크기, 길이, 
넓이’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볼 수 있
다.  

   (58)  가. 크기: 무엇의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길이: 무엇의 어느 정도의 길이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넓이: 무엇의 어느 정도의 넓이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58)을 참고하면, (57)의 관형사절은 모두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57)의 관형사절이 보충어 관형사절임은 아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00)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구성을 관계절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장에
서 살펴본 ‘걱정스러운 표정’과 같은 예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지만, ‘*표정이 걱정스럽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걱정스러운 표정’과 같은 예를 
전형적인 관계절의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걱정스러운’은 ‘표
정’의 보충어로 판단될 수 있다. ‘표정’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누
구의 어떤 표정인가’ 정도로 기술해 볼 수 있는데, 이때 ‘걱정스러운’은 ‘표정’의 논항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걱정스러운’은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
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101) (56)의 ‘성격, 값, 색깔’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누구의 성격인가’, ‘무엇의 
값인가’, ‘무엇의 색깔인가’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는 항상 관형사절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 
이들은 명사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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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가. *크기의 모자를 샀다.
 나. *실제로 물건을 보니 길이였다. 
 다. *혼자살기에는 넓이의 방이다. 

  (57′)은 (57)에서 관형사절 부분을 삭제한 것인데, 모두 비문이 된다. (55′)에서
와 같은 방법으로 (57)과 (57′)의 비교를 통해, (57)의 관형사절은 모두 보충어 관
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크기, 길이, 넓이’와 같은 척도 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요구하는 의미 요소인 
척도의 정도도 형용사로 실현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따라서 (57)과 같은 예도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보충어 관형사절이 실현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② 반드시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날 필요가 없는 보충어 관형사절

  표제명사의 보충어로 판단되는 관계절 중에는 반드시 관계절로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예들도 있다. 

   (59)  가. [ei 축구를 하는] 선수i
 나. 축구 선수

   (60)  가. [ei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i
 나. 국어 선생님

  (59가), (60가)의 관형사절은 모두 관계절로 판단된다. 이들이 표제명사의 보충
어인지 부가어인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선수, 선생님’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
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61)  가. 선수: 무슨 운동을 하는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선생님: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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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을 참고하면 (64가)의 ‘축구를 하는’과 (65가)의 ‘국어를 가르치는’은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그런데 (59나)와 (60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수, 선생
님’의 보충어는 명사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축구를 하는’과 ‘국어를 가르치
는’은 앞서 살펴본 속성 명사, 척도 명사가 취하는 보충어 관형사절과는 차이가 있
다.102)

3.3.3. 부가어 관형사절의 유형

  아래는 부가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는 예이다. 

   (62)  가. [ei 옆집에 사는] 친구i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나. [학생들이 ei 좋아하는] 선수i를 강사로 초대했다.
 다. [ei 어제 미국에서 돌아온] 동생i에게 옷을 사 줬다. 

  (62)의 표제명사 ‘친구, 선수, 동생’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
를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63)  가. 친구: 누구의 친구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선수: 무슨 운동을 하는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동생: 누구의 동생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63)을 참고하면, (62)의 관형사절의 의미는 모두 ‘친구, 선수, 동생’이 의미적 구
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62)의 관형사절은 

102) 본 절의 목적은 여러 보충어 관형사절의 유형을 보이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축구를 
하는’, ‘국어를 가르치는’과 같이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확인하기로 한다. 이들이 일반적인 보충어 관형사절과 보이는 차이점은 5장에서 논
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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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가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62)의 관형사절이 보이는 공통점은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의 통사적 공백과 
공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관계절의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62) 이외에도 표
제명사의 부가어로 판단되는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103)
  그렇다면 왜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관계절이 
가지는 의미기능과 그에 따른 관계절의 사용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
계절은 표제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본
고는 관계절의 기본적인 사용 동기가 어떤 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화자가 성공적인 지시를 위해 어떤 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목적으로 관계절을 
사용할 때, 관계절의 의미 선택 과정에 그 명사가 논항으로 어떤 의미 요소를 요구
하는가는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화자는 관계절의 의미를 표제명사에 부
과하여, 표제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혀 한정성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령 (62가)에서 ‘친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62가)의 관형사절을 대신
하여 아래와 같은 관형사절이 사용될 수도 있다.  

   (64)  (동일한 화자가 동일한 ‘친구’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경우)
 가. [ei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나. [ei 서울에 사는] 친구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다. [ei 농구를 잘하는] 친구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라. [영희가 ei 좋아하는] 친구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마. [어제 ei 만난] 친구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103)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절의 구조를 보이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예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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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의 관형사절도 모두 관계절로 판단된다. (64)에서 표제명사 ‘친구’는 관계절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고, 이때 잠재적 지시 대상의 범위
가 좁아지면서 한정성을 부여받는다. (64)의 관계절 역시 ‘친구’가 논항으로 요구하
는 의미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어 관형사절이다. (64)를 통해서도 부가어 관
형사절은 항사 관계절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4. 관계절/비관계절과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의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어 관형사절을 관계절/비관계절,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
형사절의 이원적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관계절과 비관
계절,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절/비관계절과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
절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5)  관계절/비관계절과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의 관계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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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적으로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다.  
  보충어 관형사절은 비관계절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절로 나타나기도 한다. 관계
절로 나타나는 보충어 관형사절에는 항상 관계절의 구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다. 
  전자에는 ‘그는 [까다로운] 성격이다.’와 같은 예가 있었다. 여기에는 ‘성격’과 같
은 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형용사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과,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관계절의 구조를 취하게 된다는 
특성이 관련된다. 후자는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관계절의 의미
가,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보충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한편 비관계절은 항상 보충어 관형사절로 해석된다. 비관계절이 항상 보충어 관형
사절로 나타나는 것에 어떤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나눌 때, 통사적으로 유표적인 구성은 바로 관계절이다. 즉, 비
관계절은 어떤 유표적인 통사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 무표적 성격의 관형사절일 뿐
이다. 이때 집합적으로 보충어 관형사절 전체의 집합에서 보충어로 해석되는 관계절
을 제외한 결과로 남는 부분이 바로 비관계절이기 때문에, 비관계절은 항상 보충어 
관형사절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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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형사절의 통사

  4.1. 보충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특성

4.1.1. 보충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

  본 절에서는 보충어 관형사절이 어떤 성격의 표제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지, 즉 관
형사절을 보충어로 취할 수 있는 표제명사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Lyons(1977나/강범모 역 2011나: 108-112)에서는 인간이 실재 세계의 대상들을 
어떤 의미적 실체로 인식할 때, 그 의미적 실체가 가지는 존재론적 지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1) 의미적 실체의 존재론적 지위에 따른 구분(Lyons 1977나/강범모 역 2011
나: 108-112)
가. 1차 실체(first-order entity):1)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로 물리적인 대상
나. 2차 실체(second-order entity):

1) Lyons(1977나/강범모 역 2011나: 109-110)에서는 1차 실체를 사람, 사물, 동물과 같은 
물리적인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 그러나 물리적인 대상이 아닌 의미적 실체 중에도, 1차 
실체로서의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야
구’라는 명사는 ‘주말마다 야구를 한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행위로서의) 야구’의 의미로서 
사건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야구’는 ‘사고가 났다’의 ‘사고’와 같이 2차 실체의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 한국이 야구에서 금메달을 땄어.’와 같
은 문장에서의 ‘야구’는 ‘(운동 경기 종목명으로서의) 야구’를 가진다. 이때의 ‘야구’는 시간
과 공간을 점유하는 물리적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사건성이 있는 2차 실체나, 명제
와 같은 3차 실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야구’가 인간에게 인식되는 존재론적인 
지위는 ‘밥’, ‘책상’과 같은 물리적인 대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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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재 세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위치해 있고,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사
건, 과정, 사태

 다. 3차 실체(third-order entity): 
    시간이나 공간 속에 위치할 수 없는 것들로 단언, 부인, 기억될 수 있

는 명제와 같은 추상적 실체

  (1)은 실재 세계의 대상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는 의미적 실체로 
인식되는가에 대한 구분일 뿐, 각각의 실체가 반드시 특정한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
야 하는 것은 아니다(Lyons 1977나/강범모 역 2011나: 108-112). 예를 들어 한국
어에서 1차 실체, 2차 실체, 3차 실체는 모두 아래와 같이 명사의 형식으로 나타나
는 것이 가능하다.

    (2) 가. 1차 실체 명사(first-order entities nominal):
    학교, 의자, 음식 등
나. 2차 실체 명사(second-order entities nominal): 
    출발, 공격, 실패 등
다. 3차 실체 명사(third-order entities nominal): 
    관념, 사실, 생각 등

  그런데 절의 경우, 1차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절의 성립을 위해서는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서술어의 출현이 필수적인데, 사건을 표상하는 동사와 상태를 
표상하는 형용사가 1차 실체를 지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형사절은 
2차 실체 또는 3차 실체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표제명사의 보
충어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3)  가. 어제 우연히 [친구의] 아버지를 만났다.
 나. [집에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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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혼자서라도 일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3)은 ‘아버지, 기미, 생각’이 표제명사인 ‘관형사절+명사’ 구성이 쓰인 예이다.  
‘아버지, 기미, 목표’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볼 수 
있다.

    (4) 가.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기미: 무슨 일의 기미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생각: 누구의, 무엇에 대한, 무슨 내용의 생각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

다. 

  (4가)를 참조하면, (3가)의 ‘친구의’는 ‘아버지’의 보충어로 판단된다. ‘아버지’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인 ‘누구의 아버지인가’에서 ‘누구’는 1차 실체에 해당
한다. 따라서 1차 실체를 표상할 수 있는 명사가 보충어로 실현되었다. 관형사절은 
1차 실체에 해당하는 의미를 표상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보충어로는 관형사절
이 실현될 수 없다. ‘아버지’는 보충어로 항상 1차 실체를 지시하는 명사만을 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나)를 참조하면, (3나)의 ‘집에 돌아갈’은 ‘기미’의 보충어로 판단된다. ‘기미’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인 ‘무슨 일의 기미인가’에서 ‘무슨 일’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2차 실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미’는 2차 실체를 지
시할 수 있는 관형사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2)
  한편 (4다)를 통해서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가’, ‘무엇에 대한 생각인가’, ‘무슨 
내용의 생각인가’의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함을 알 수 있다. (3다)의 ‘혼자서라
도 일을 해 볼’은 그 중 ‘무슨 내용의 생각인가’에 해당하므로, 보충어 관형사절로 

2) (2)에서 살펴봤듯이, 명사가 2차 실체를 지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발의 기미’, ‘성공의 
기미’와 같이 ‘기미’의 보충어는 ‘출발, 성공’과 같은 명사로 실현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출발’, ‘성공’은 술어 명사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의미, 즉 2차 실체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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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이때 ‘무슨 내용의 생각’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한 추상적 명제로, 3차 
실체에 해당한다. 절은 3차 실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생각’은 ‘무슨 내용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으로 관형사절을 취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충어 관형사절의 기본적인 실현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보충어 관형사절의 실현 요건:
2차 실체와 3차 실체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표제명사
만 보충어로 관형사절을 취할 수 있다.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보충어 관형사절은 부가어 관형사절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5)와 같은 보충어 관형사절의 실현 요건은 보충어 
관형사절이 부가어 관형사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
용한다고 할 수 있다.3)
  보충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실현은 표제명사가 술어 명사인가 비술어 명사인가에 
따라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연구, 발표, 조사’ 등과 같은 술어 명사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6)  가. 철수가 로마 역사를 연구한다.
 나. 철수의 로마 역사{에 대한, 에 관한} 연구

    (7)  가. 학교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나. 학교{의, 에 의한} 해결 방안의 모색

    (8)  가. 게이오대학교는 연세대학교와 정기적으로 교류한다. 
 나. 게이오대학교의 연세대학교와의 정기적 교류

    (9)  가. 포로들이 감옥에서 탈출했다.

3) 전술한 바와 같이, 명사의 논항은 대부분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반논항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도 보충어 관형사절의 수효가 적게 나타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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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로들의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6)-(9)는 술어 명사에 해당하는 ‘연구, 모색, 교류, 탈출’과 이에 대응하는 동사 
‘연구하다, 모색하다, 교류하다, 탈출하다’의 논항이 실현되는 양상을 비교해 본 것
이다. (6)-(9)를 통해서 술어 명사에는 대응하는 동사와 동일한 사건 구조가 상정
되기 때문에, 술어 명사는 동사와 평행하게 논항구조가 설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술어 명사는 논항의 의미역도 동사와 동일하게 실현되고, 논항이 실현되는 구조적 
양상도 동사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이선웅 2005나: 112-113). 또한 술어 명사는 
조사 ‘의’ 또는 ‘-에 대한, -에 관한, -에 의한’ 등과 같은 조사 상당 어구4)를 논
항의 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술어 명사가 관
형사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예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아래는 관형사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술어 명사의 예이다. 

   (10)  가.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정치 제도를 비교하는] {연구, 조사}를 진
행하고 있다. 

 나. [다음 달에 일본으로 여행 갈] 계획을 세웠다. 

  (10가)의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정치 제도를 비교하는’은 ‘연구, 조사’가 논항
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슨 내용의 {연구, 조사}인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10나)의 ‘다음 달에 일본으로 여행 갈’도 ‘계획’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
소 중, ‘무슨 내용의 계획인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가)와 (10
나)의 관형사절은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10)의 ‘연구, 조사, 계획’처럼 술어 명사 중 일부는 내용역(Contents)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5) 이러한 술어 명사의 보충어는 관형사절로 실

4) ‘조사+용언 활용형’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조사 상당 어구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문병열
(2015)를 참고할 수 있다. 

5) (7)-(9)의 술어 명사 ‘모색, 교류, 탈출’은 내용역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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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형사절을 보충어로 취할 수 있는 술어 명사의 부류
는 아주 제한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보충어 관형사절도 내용역의 의
미역에 해당하는 요소, 즉 명제적 성격을 보이는 3차 실체에 해당하는 요소로만 한
정된다. 술어 명사의 보충어가 되는 관형사절의 의미역이 내용역으로만 한정되는 이
유는, 내용역을 제외한 논항은 대응하는 동사의 논항구조와 평행하게 실현되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술어 명사의 보충어가 관형사절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비술어 명사가 어떤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취하는가는, 그 비술어 명사가 지시
하는 대상이 실재 세계에서 어떤 존재론적 양상을 보이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술어 명사 ‘선생님’의 경우 실재 세계에 ‘대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
생님, 중학교 선생님’과 같이 학교에 따른 구분이 존재한다. 한편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과 같이 가르치는 내용에 따른 구분도 존재한다.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실재 세계에서 어떤 존재론적 양상을 보이는가의 영향으로,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무슨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직관을 가지게 
된다. 이 직관에 의해 우리는 ‘대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의 ‘대학교’, ‘국어’는 ‘선
생님’의 보충어라고 판단하고, ‘인기 선생님’의 ‘인기’는 ‘선생님’의 부가어라는 판단
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비술어 명사는 실재 세계에서의 존재론적인 양상에 영향을 받아 논항을 
취하는데, 비술어 명사 중에는 논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존재들이 있
다. 아래가 그 예이다. 

   (11)  논항을 취하지 않는 비술어 명사

하지 않는 술어 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색, 교류, 탈출’과 같은 술어 명사의 논항구조
는 대응하는 동사의 완전히 논항구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구, 조사, 계획’과 
같이 내용역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는 술어 명사의 논항구조는 대응
하는 동사의 논항구조와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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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 바다, 산, 하늘, 섬, 남성, 여성, 집안, 내일, 
오늘 등

  (11)은 논항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술어 명사의 예를 소략하게 제시
해 본 것이다.6) 논항의 개념이 핵어의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소라고 
했을 때, (11)과 같은 명사들은 그 의미적 구현을 위해 다른 부차적인 의미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11)의 ‘봄’과 같은 명사의 경우, ‘이른 봄, 늦은 봄, 따뜻한 봄’과 같이 어떤 
선행 성분의 수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들이 ‘봄’의 보충어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는 ‘봄’이라는 명사가 실재 세계에서 우리에게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생님’과 같은 명사를 접했을 때, ‘무슨 학교에서 무엇을 가
르치는 선생님인가’와 같은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만, ‘봄’에 대
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 비술어 명사 중에 
(11)와 같이 논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명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은, 비술어 명
사를 수식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수가 적게 나타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논항을 취할 수 있는 비술어 명사의 논항이 항상 관형사절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아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을 취하는 비술어 명사의 논항이 실현되는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12)  비술어 명사의 논항 실현 유형
 가. 명사로만 논항이 실현되는 유형
 나. 명사와 관형사절로 논항이 실현되는 유형

  다. 관형사절로만 논항이 실현되는 유형

6) 동사 또는 형용사가 최소한 주어로 실현되는 논항을 하나는 요구하는 것처럼, 술어 명사도 
최소한 한 개의 논항을 취한다. (11)처럼 논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류의 존재는 비술어 
명사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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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2가)의 명사로만 논항이 실현되는 비술어 명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
술어 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가 1차 실체에 해당하는 경
우, 비술어 명사의 논항은 항상 명사로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비술어 명사 ‘용어’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3)  아들: 누구의 아들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13)의 ‘아들’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누구의’는 1차 실체에 해당하
며, 이는 ‘선생님의 아들’, ‘친구의 아들’, ‘옆집 아들’ 등과 같이 명사로 나타나는 것
이 가장 자연스럽다. 비술어 명사 중에 ‘아들’와 같이 명사만을 논항으로 취할 수 있
는 예들은 상당수 존재한다.7) 이러한 점도 보충어 관형사절의 수효가 적게 나타나
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12나)를 살펴보기로 하자. 비술어 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
소가 2차 실체와 3차 실체에 해당하면, 그 비술어 명사의 논항은 명사로 나타날 수
도 있고 관형사절로 나타날 수 있다. 명사와 관형사절 모두 2차 실체와 3차 실체의 
의미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가. [철수가 학교에 결석한] 이유
 나. [철수의 학교 결석] 이유

  (14가)는 표제명사가 비술어 명사 ‘이유’인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예이다. (14)
의 ‘이유’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5)  이유: 어떤 사태에 대한 무슨 내용의 이유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7) 앞서 살펴본 ‘친구’, ‘아버지’와 같은 예도 ‘언니의 친구’, ‘친구의 아버지’와 같이 항상 명사
가 논항으로 실현되는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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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를 참조하면, ‘이유’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비술어 명사이다. (14가)의 
관형사절 ‘철수가 학교에 결석한’은 ‘이유’의 논항 중, ‘어떤 사태에 대한 이유인가’
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다. 이때 ‘어떤 사태’에 해당하는 ‘철수가 학교에 결
석하-’는 2차 실체의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다. 관형사절은 2차 실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14가)에서와 같이 ‘이유’의 보충어로 실현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술어 
명사의 경우, 3차 실체를 의미하는 관형사절만 보충어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함을 살
펴보았다. 2차 실체를 의미하는 관형사절을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술어 
명사는 술어 명사와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이유’의 ‘어떤 사태에 대한 이유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은 (14나)와 같이 명
사구 ‘철수의 학교 결석’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는 2차 실체가 명사로 실현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8) 즉 ‘이유’는 명사와 관형사절 모두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는 비술어 명사의 예이다. 
  아래는 3차 실체에 해당하는 의미를 논항으로 취하는 비술어 명사 ‘사실’의 예이
다. 

   (16)  가.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사실
 나. [철수의 시험 합격] 사실

  (16)의 ‘사실’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다.
 
   (17)  사실: 무슨 내용의 사실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17)에서 ‘사실’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인 ‘무슨 내용’은 3차 실체에 해당
한다. 이는 (16가)의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처럼 관형사절로 실현될 수도 있고, 
(16나)의 ‘철수의 시험 합격’처럼 명사구로 실현될 수도 있다. ‘사실’과 같이 3차 실
체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비술어 명사의 보충어도 관형사절로 실현될 수도 있고, 명
사로 실현될 수도 있다. 
8) 이러한 경우의 명사는 (14나)의 ‘결석’과 같이 술어 명사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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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12다)의 관형사절로만 논항이 실현되는 비술어 명사의 예를 살펴보
기로 한다. 우리는 3장에서 ‘성격, 값, 색깔’과 같이 속성을 의미하는 명사나, ‘크기, 
길이, 넓이’와 같은 척도 명사는 아래와 같이 항상 관형사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부
류임을 논의하였다.

   (18)  가. 그는 [까다로운] 성격이다. 
    나.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
    다. [빨간] 색깔의 옷
   (19)  가. [나에게는 작은] 크기의 모자를 선물로 받았다. 
    나. 실제로 물건을 보니 [생각한 것보다 긴] 길이였다.  
    다. 혼자살기에는 [넓은] 넓이의 방이다.

  (18)의 ‘성격, 값, 색깔’과 (19)의 ‘크기, 길이, 넓이’의 보충어로 항상 관형사절이 
실현되는 이유는, 이들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인 속성과 관련된 서술의 의
미는 형용사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었다.9) 
  관형사절만을 보충어로 취하는 비술어 명사 중에는, (18), (19)와 달리 보충어 관
형사절의 서술어가 동사인 예도 보인다.

   (20)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20)의 ‘구석’10)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
9) 3장에서 ‘성격, 값, 색깔, 크기, 길이, 넓이’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가. 성격: 누구의 어떤 속성의 성격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값: 무엇의 얼마 정도의 값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색깔: 무엇의 무슨 색깔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라. 크기: 무엇의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마. 길이: 무엇의 어느 정도의 길이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바. 넓이: 무엇의 어느 정도의 넓이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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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할 수 있다. 

   (21)  구석: 어떤 구석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1)을 참조하면, (20)의 관형사절 ‘믿는’은 ‘구석’의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된
다. (21)의 ‘구석’도 (18), (19)와 같이 보충어로 명사가 실현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8)-(20)에서 표제명사의 논항으로 실현된 관형사절의 의미는 모두 사태를 나
타내는 2차 실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2차 실체의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는 의미
적 실체 중에는 명사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2차 실체의 의미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비술어 명사의 보충어는 항상 관형사절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1.2. 보충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의존성

  본 절에서는 보충어 관형사절이 보이는 통사적 의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
충어 관형사절+표제명사’ 구성에서 통사적 핵과 의미론적 함수자는 모두 표제명사
이다. 이에 따라 보충어 관형사절은 통사적 핵인 표제명사에 통사적으로 의존적인 
성격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충어 관형사절은 주절에 대해서도 통사적으로 의존적
인 성격을 보인다. 

10) ≪표준≫에 ‘구석’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① 모퉁이의 안쪽.
     ② 마음이나 사물의 한 부분.
     ③ 잘 드러나지 않는 치우친 곳을 속되게 이르는 말.

   (20)의 ‘구석’은 ②에 해당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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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제명사에 대한 통사적 의존성

  보충어 관형사절이 보이는 표제명사에 대한 통사적 의존성은, 관형사절 서술어의 
어미 결합이 표제명사에 의해 제약되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제명사
의 의미에 따라, 보충어 관형사절의 서술어에 현실(realis)을 나타내는 ‘-은’계 관형
사형 어미와 비현실(irrealis)을 나타내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이 제약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아래는 표제명사가 ‘결과’인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예이다. 

   (21)  가. [음주 운전을 {한, 했던}]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음주 운전을 {할, 했을}]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1)의 ‘결과’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22)  결과: 어떤 사태로 인한 무슨 내용의 결과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2)를 참조하면 (21가)의 관형사절은 ‘결과’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어떤 사태로 인한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이다. 따라서 (21가)의 ‘음주 운전을 
{한, 했던}’은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21)에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결과’로서의 사태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의 
발생 이유가 되는 ‘음주 운전을 하-’는 이미 현실에 발생한 사태이어야 함이 논리적
으로 전제된다. 따라서 현실의 의미를 가지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된 (21
가)는 적격하다. 반면 비현실의 의미를 가지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된 (21
나)는 비문이 된다. (21)에서 ‘결과’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어떤 사태
로 인한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에서는 관형사절의 서술어에 ‘-은’계 
관형사형 어미만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21나)에서 ‘-을’계 관형사형 어미가 쓰일 수 없는 이유는 표제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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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한 제약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이라는 주절의 사태가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 비과거의 시제적 의미를 가지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만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1나)에서 ‘-은’계 관형사형 
어미가 쓰일 수 없는 것은, 관형사절 사태와 주절 사태의 시간적 위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과 비교되는 아래를 살펴보기로 하자. 

   (21′) 가. [음주 운전을 {한, 했던}] 결과로 내일 운전 교육을 받으러 간다.
 나. *[음주 운전을 {할, 했을}] 결과로 내일 운전 교육을 받으러 간다.

   (21″) 가. [음주 운전을 {한, 했던}] 결과 
 나. *[음주 운전을 {할, 했을}] 결과 

  (21′)은 (21)에서 주절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미래로 바꾸어 본 것이고, (21″)은 
(21)에서 주절의 사태를 삭제하여 ‘관형사절+명사’ 구성으로만 제시해 본 것이다. 
(21′)과 (21″)에서도 ‘결과’의 보충어가 되는 관형사절의 서술어에는 ‘-은’계 관형
사형 어미만 결합할 수 있다. 즉 (21나), (21′나), (21″나)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주절 사태의 시간적 위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1)에서 ‘결과’의 보충어인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보이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
의 결합 제약 현상은, 표제명사 ‘결과’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어떤 사태로 인한 결과
인가’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가 논리적으로 비현실의 사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는 표제명사 ‘결과’의 보충어로 관형사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결과’과 논항으로 요
구하는 의미에 의해 발생하는 제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관형
사절이 표제명사에 대해서 보이는 통사적 의존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과 같이 비현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이 제약되
는 보충어 관형사절로는 아래와 같은 예들이 있다.

   (22)  가. [돈을 안 {갚은, *갚을}] 대가로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 
 나. [음식물이 {썩는, *썩을}] 냄새가 지독하다. 
 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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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업이 {끝난, *끝날}] {뒤,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마. [그가 떠난] 다음에 어머니가 도착했다. 

  (22)에서 관형사절의 표제명사 ‘대가, 냄새, 후유증, 뒤, 후, 다음’이 의미적 구현
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23)  가. 대가: 무슨 일에 대한 무슨 내용의 대가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냄새: 무엇의 냄새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후유증: 무슨 일로 인한 무슨 내용의 후유증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

다.
      라. 뒤/후/다음 : 무엇의 뒤/후/다음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3)을 참조하면, (22)의 관형사절은 ‘대가, 냄새, 후유증, 뒤, 후, 다음’의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11)
  (22)의 보충어 관형사절은 모두 비현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을’계 관형사형 어
미가 결합할 경우 비문이 되고, 현실의 의미를 가지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가 결
합할 경우 적격한 문장이 된다. 이는 (22)의 표제명사 ‘대가, 냄새, 후유증, 뒤, 후, 
다음’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역시, (21)의 ‘결과’가 요구하는 논항처럼 현
실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2)에서 관형사절이 의미하는 사태가 발생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대가, 냄새, 후유증, 뒤, 후, 다음’은 실재 세계에서 의미적 실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처럼 (22)에서도 보충어 관형사절의 어미 사용이 표제명사의 의미에 
따라, 현실을 나타내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로만 제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11)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가’와 ‘후유증’은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한다. (22가)의 ‘돈을 
안 갚은’은 ‘대가’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슨 일에 대한 대가인가’에 해당하
는 논항이다. (22다)의 ‘며칠 동안 잠을 못 잔’은 ‘후유증’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슨 일로 인한 후유증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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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의 예와는 반대로 비현실을 나타내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만 결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아래가 그 예이다. 

   (24)  가. [그가 {돌아올, 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 *[그가 {돌아온, 돌아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24가)의 표제명사 ‘가능성’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
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25)  가능성: 무슨 내용의 가능성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5)를 참조하면, (24가)의 ‘그가 {돌아올, 돌아왔을}’은 표제명사 ‘가능성’의 보
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가능성’은 ‘어떤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가능성’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무슨 내용’의 의미는 논
리적으로 현실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 
  이로 인해 (24가)처럼 ‘가능성’의 보충어가 되는 관형사절에는 비현실을 나타내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는 사용될 수 있지만, (24나)처럼 현실을 나타내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는 어미는 사용될 수 없다. 이는 관형사절과 주절 사태의 시제적 의미
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현상이다. 관형사절 사태의 시제적 의미가 과거를 나타낼 경
우에도, (24나)처럼 ‘그가 돌아온’이 아니라 (24가)처럼 ‘그가 돌아왔을’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4)에서 ‘가능성’의 보충어 관형사절은 표
제명사의 의미에 따라, 비현실을 나타내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로만 어미의 사용
이 제약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상도 보충어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에 대
해서 보이는 통사적 의존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처럼 표제명사의 의미적 성격에 의해 현실을 나타내는 ‘-은’계 관형사형 어
미의 사용이 제약되는 보충어 관형사절로는 아래와 같은 예들이 있다. 

   (26)  가. [물가가 {오를, *오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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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가 {올, *온}] {징조가, 기미가, 조짐이} 보인다.
 다. [강의를 {시작할, *시작한}] 준비를 하고 있다. 

  
  (26)의 표제명사 ‘전망, 징조, 기미, 조짐, 준비’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27)  가. 전망: 무엇에 대한 무슨 내용의 전망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징조/기미/조짐: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기미/조짐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준비: 무슨 일에 대한 무슨 내용의 준비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7)을 참조하면, (26)의 관형사절은 모두 표제명사의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된
다.12) (26)의 보충어 관형사절에서도 모두 ‘-은’계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이 제약되
고, ‘-을’계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만 가능하다. 이 역시 (26)에서 ‘전망, 징조, 기미, 
조짐, 준비’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는 논리적으로 아직 현실에 발생하지 않은 사
태이어야 함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한편 표제명사의 보충어로 판단되는 관형사절 중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예들과 달
리, ‘-은’계 관형사형 어미와 ‘-을’계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을 모두 허용하는 것처
럼 보이는 예도 있다. 

   (28)  가.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경제가 성장할] 결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나. [전년 대비 국민 소득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28)은 ‘결과’가 표제명사로 쓰인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예이다. 우리는 앞의  

12) (26)에서 확인할 수 있드시 ‘전망’과 ‘준비’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한다. (26가)의 ‘물가가 
오를’은 ‘전망’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슨 내용의 전망인가’에 해당하는 논항
이다. (25다)의 ‘강의를 시작할’은 ‘준비’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슨 일에 대
한 준비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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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서 ‘결과’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를 기술해 보았다. 편의를 위해 이
를 가져와 다시 제시한다. 

   (22)  결과: 어떤 사태로 인한 무슨 내용의 결과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2)를 참조하면 (28가)와 (28나)의 관형사절은 모두 ‘결과’가 논항으로 요구하
는 의미 요소 중, ‘무슨 내용의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21)에서와 같이 ‘결과’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슨 사
태로 인한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에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가 결
합할 수 없었다. 그러나 (28)과 같이 ‘무슨 내용의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
형사절에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와 ‘-을’계 관형사형 어미가 모두 사용될 수 있
다. 이는 ‘무슨 내용의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의미는 논리적으로 현실에 이미 주어진 
사태가 될 수도 있고, 아직 현실에 주어지지 않은 사태를 예상하여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8)처럼 ‘-은’계 어미와 ‘-을’계 어미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보충어 관형사절
의 존재를 두고, 보충어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에 대해 의존적인 성격을 보이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8)과 같은 예는,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에, 그 사태가 현실에 이미 발생해 있어야 하거나, 아직 발
생하지 않은 사태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충어 관형사절이 보이는 표제명사에 대한 의존성은 아
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9)  보충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에 대한 통사적 의존성
 가. 보충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의 성격에 따라 

표제명사에 통사적으로 의존적인 성격을 보인다.
 나. 보충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에 대한 통사적 의존성은, 관형사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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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현실을 나타내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와 비현실을 나타내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이 제약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② 주절에 대한 통사적 의존성

  보충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뿐만 아니라 주절에 대해서도 통사적으로 의존적인 
성격을 띤다. 보충어 관형사절이 주절에 대해서 보이는 통사적 의존성은, 보충어 관
형사절의 시제 해석이 주절의 상황시를 기준시로 하는 상대시제로 이루어지는 현상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제는 기준시의 종류에 따라 발화시가 기준시가 되는 절대시제와 
발화시가 아닌 제3의 시점이 기준시가 되는 상대시제로 구분된다. 내포절은 통사적
으로 주절에 의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시제 해석이 주절 상황시 기준의 상대시
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30)  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작년에 시험에서 떨어졌다.
    나. *{지금, 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작년에 시험에서 떨어졌다. 

  (30가)는 부사절이 내포된 구성이다. (30가)에서 부사절의 서술어에는 비과거를 
나타내는 ‘-∅-’가 결합해 있고, 주절의 서술어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었-’이 결
합해 있다.13) (30가)에서 부사절의 시제는 주절의 상황시를 기준시로 하는 상대적 
비과거로 해석된다. 즉 (30가)의 시제 해석은 상대시제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때문
에 부사절 내부에 화시적(deictic) 부사 ‘지금, 어제’가 쓰인, (30나)는 비문이 된다
고 할 수 있다.14)

13) 본고는 문숙영(2009)의 논의를 따라 한국어의 시제 체계를 ‘과거 대 비과거’의 이분 체계
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한다. 문숙영(2009)에서는 한국어의 과거 시제는 ‘-었-’에 의해 표
지되며, 비과거 시제는 ‘-느-’에 의해 표지된다고 했다. 또한 비과거의 ‘-느-’의 이형태로 
‘-∅-’을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14) ‘지금, 어제’와 같은 시간 부사류의 의미론적 역할과 이에 따른 시제 판단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문숙영(2009: 91-10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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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보충어 관형사절의 시제 해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31)  가.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 [메주를 띄우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31가)의 ‘비가 오는’은 ‘소리’의 보충어 관형사절이고, (31나)의 ‘메주를 띄우는’
은 ‘냄새’의 보충어 관형사절이다.15) (31가)와 (31나)은 관형사절 어미로 모두 상
대적 비과거의 시제적 의미를 가지는 ‘-는’이 결합해 있다.16) (31)에서 관형사절의 
시제 해석은 주절의 상황시인 과거를 기준시로 하는 상대적 비과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가)의 ‘비가 오는’의 시간적 위치는 주절의 ‘소리를 들었-’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비과거로 해석되고, (31나)의 ‘메주를 띄우는’의 시간적 위치도 
주절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비과거로 해석된다. 즉 
(31)의 보충어 관형사절은 모두 상대시제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
충어 관형사절은 주절에 대해서도 통사적으로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4.1.3. 보충어 관형사절의 논항성 위계

  
  보충어 관형사절이 보이는 논항성(argumenthood)에는 관형사절이 어떤 표제명사
15) 전술한 바와 같이 ‘소리’와 ‘냄새’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무엇의 {소리, 냄새}

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로 기술할 수 있다. 이를 참조하면, (31)의 관형사절은 모두 
표제명사 ‘소리’, ‘냄새’의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16)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는 문숙영(2009: 263-314)의 논의를 따라 관형사절 서
술어에 결합하는 어미의 시제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 입장을 취한다.

     가. ‘-는’: 상대적 비과거
     나. ‘-던’: 과거 비완결상(imperfective)
     다. ‘-었던’: 과거 시제 
     라. ‘-었을’: 과거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 과거의 상황이 가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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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떤 논항이 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했듯이 명사의 
논항은 동사의 논항과 달리 대부분 그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반논항의 성
격을 가진다. 따라서 명사의 논항이 되는 보충어 관형사절도 대부분 반논항의 성격
을 가진다. 하지만 보충어 관형사절 중에는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온논항의 성격
을 보이는 것들도 있음을 3장에서 살펴보았다.

   (32)  가. [시험을 치는] 대신에 레포트를 제출하기로 했다. 
 나. [밥을 먹은] 다음에 공부를 했다. 
 다.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척을 했다. 

  (32가), (32나)의 ‘대신, 다음’과 같은 명사나, (33다)의 ‘척’과 같은 의존명사의 
보충어가 되는 관형사절은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온논항의 성격을 가진다.17) 따
라서 이들은 반논항의 성격을 보이는 여타의 보충어 관형사절보다 높은 논항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논항의 성격을 보이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논항성은 그 관형사절이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 논항으로 해석되는가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가. [몸이 아픈] 이유는 며칠 동안 계속 과로를 해서이다.
 나. [몸이 아픈] 이유로 학교에 결석했다. 

  (33가)와 (33나)의 ‘관형사절+명사’ 부분은 ‘몸이 아픈 이유’로 동일하지만, (33
가)의 ‘몸이 아픈’과 (33나)의 ‘몸이 아픈’이 ‘이유’와 맺는 의미 관계는 다르게 해석
된다. 이는 (33가)와 (33나)에서 ‘몸이 아픈’이 각각 ‘이유’의 다른 논항으로 해석되
기 때문이다. 편의를 위해 ‘이유’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에 대한 기술을 가
져와 아래에 다시 제시한다. 

17) 온논항의 성격을 보이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성격 및 예에 대해서는 본고의 3.3.2.1.을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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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유: 어떤 사태에 대한 무슨 내용의 이유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15)를 참조하면, (33가)의 ‘몸이 아픈’은 ‘이유’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에 ‘어떤 사태에 대한 이유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으로 해석되고, (33나)의 ‘몸이 
아픈’은 ‘무슨 내용의 이유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으로 해석된다. 

   (34)  [몸이 아픈] 이유

  그런데 (33)의 ‘관형사절+명사’ 부분만 실현된 (34)의 ‘몸이 아픈 이유’는 항상 
(33가)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즉 아무런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34)의 무
표적인 해석은 ‘몸이 아픈’이 ‘이유’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어떤 사태
에 대한 이유인가’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로만 해석되고, ‘무슨 내용의 이유인가’에 
해당하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해석은 아래와 같이 ‘이유’의 논항이 명사로 실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
게 발생한다. 

   (35)  가. 성공 이유
 나. 결석 이유
 다. 이혼 이유

  (35)에서 ‘성공’, ‘결석’, ‘이혼’은 항상 ‘이유’의 ‘어떤 사태에 대한 이유인가’에 해
당하는 논항으로만 해석되지, ‘무슨 내용의 이유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으로는 절대로 
해석되지 않는다.
  (34)와 (35)를 통해 어떤 명사가 내용역의 의미역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논항을 
요구하고, 명사의 선행 성분이 이 두 의미 요소에 모두 부합할 수 있을 때, 선호되
는 해석은 선행 성분이 내용역이 아닌 논항으로 해석되는 경우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즉 명사의 논항 중, 내용역의 의미역에 해당하는 논항의 논항성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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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논항의 논항성보다 낮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아래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36)  가.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모른다.  
 나.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국민들의 요구가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 결과

로 나타났다. 
 다.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 결과

   (37)  가. [오늘 집에 먼저 돌아가는] 대가는 일요일에 혼자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집에 먼저 돌아가는] 대가를 얻어 낼 수 있었
다. 

 다. [오늘 집에 먼저 돌아가는] 대가

  (36가)와 (36나)의 ‘관형사절+명사’ 부분은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 결과’로 동일
하다. (36가)의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은 ‘결과’의 ‘어떤 사태로 인한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으로 해석된다.18) 반면 (36나)의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은 ‘결과’의 
‘무슨 내용의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아무런 맥락이 주어
지지 않은 (36다)의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 결과’의 무표적 해석은 (36가)와 같은 
해석이다. 
  (37)에서도 (36)과 같은 양상의 해석이 이루어진다. (37가)의 ‘오늘 집에 먼저 
돌아가는’은 ‘대가’의 ‘무슨 일에 대한 대가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으로 해석되고, (37
나)의 ‘오늘 집에 먼저 돌아가는’은 ‘무슨 내용의 대가인가’에 해당하는 논항으로 해
석된다.19) 그리고 아무런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37다)의 무표적인 해석은 (37가)
와 같다.

18) 앞선 논의에서 ‘결과’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어떤 사태로 인한 
무슨 내용의 결과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로 기술했다.  

19) 앞서 ‘대가’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무슨 일에 대한 무슨 내용의 
대가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로 기술했다.



- 128 -

  (36)과 (37)을 통해서도 어떤 명사가 내용역을 포함한 둘 이상의 논항을 요구할 
경우의 선호되는 해석은, 관형사절이 내용역이 아닌 논항으로 해석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내용역의 의미역에 해당하는 논항은 그렇지 않은 논항보다 논항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2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충어 관형사절이 보이는 논항성 위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8)  보충어 관형사절의 논항성 위계
 온논항인 보충어 관형사절 > 내용역의 의미역에 해당하지 않는 반논항인 
보충어 관형사절 > 내용역의 의미역에 해당하는 반논항인 보충어 관형사
절 

  4.2. 부가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특성

4.2.1. 부가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

  본 절에서는 부가어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보충어 관형
사절은 표제명사의 논항이 되는 관형사절이다. 따라서 보충어 관형사절에는 관형사
절의 의미가 표제명사의 논항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상의 제
약이 존재한다. 반면 부가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와
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형사절이다. 따라서 부가어 관형사절에는 표제명사의 의미
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어 관형사절의 전체 체계 내에서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
상 관계절의 구조로만 나타난다.21) 본고에서는 부가어 관형사절이 항상 관계절의 

20) 본고에서는 내용역의 의미역에 해당하는 논항의 논항성이 그렇지 않은 논항의 논항성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기술했을 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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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나타나는 이유가, 관계절의 기본적인 사용 동기가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했다. 이는 화자가 표제
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절을 사용하고자 할 때, 관계절의 의
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어떤 의미를 요구하는지는 고려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가어 관형사절에는 표제명사의 의미에 따른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
지만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난다는 특성 때문에, 어떤 명사
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기 위한 제약, 즉 관계화(relativization)의 가능성과 관련
된 제약이 존재한다.
  우리는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에 상정될 수 있는 통사적 공백과 공지시적인 
요소로 해석되는 관형사절을 관계절로 정의했다. 어떤 관형사절이 관계절로 판단되
면, 표제명사는 관계절이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된다. 바로 이 과
정에서 표제명사의 잠재적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관계절의 의미기능이 드러나
게 된다. 
  즉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 관형사절이 표상하는 의미가 하나의 사태로 인식되
고, 표제명사가 그 사태에 참여하는 구성 요소가 된다는 의미론적 해석이 가능하면, 
그 관형사절은 관계절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어떤 명사가 관
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계화 가능성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38)  관계화(relativization) 가능성의 기본적 원리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이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될 수 있
으면 관계화가 가능하다.

  (38)과 같은 관계화 가능성의 기본 원리는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서술어와 맺는 

21)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로 나타나지만, 모든 관계절이 부가어 관형사절로 해석되
는 것은 아니다. 관계절 중에는 표제명사의 보충어가 되는 예들도 있음을 3장에서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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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관계와 관련이 있다. 표제명사가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되기 위한 관계절의 
사태를 표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관계절의 서술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부가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 보충어 관형사절의 표
제명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보충어 관형사절의 성립에는 관형사절 
전체의 의미가 표제명사의 논항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부가어 관형사절
의 성립에는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38)과 같은 관계화 가능성은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부의 핵어와 어떤 문법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어에서뿐만 아니라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Comrie(1981/ 1989)에서는 관계절 구
성에서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핵어와 맺는 문법관계를 범언어적으로 관찰하여 아래
와 같은 관계화 위계(relative hierarchy)를 제시하였다. 

   (39)  Comrie(1981/1989: 156)의 관계화 위계(relative hierarchy)22)
 주어(subject) > 직접 목적어(direct object) > 비직접 목적어
(non-direct object)23) > 소유격(possessor)

  (39)에서 관계화 위계는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부의 핵어와 맺는 문법관계, 즉 격
(case)24)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9)에서 관계화 위계가 높다는 것

22) (39)와 달리 Keenan & Comrie(1977: 66)에서는 관계화 위계를 ‘주어(subject) > 직접 
목적어(direct object) >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 > 사격 논항 명사구(major oblique 
case NP) > 속격(genitive) > 비교의 대상(object of comparison)’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김민국(2012: 135)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어의 상황에는 Keenan & Comrie(1977)의 관
계화 위계보다는 (39)의 관계화 위계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Keenan 
& Comrie(1977)이 제시한 관계화 위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구분된 간접 목적어와  
사격 논항 명사구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조사 ‘에게’로 실현되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3) (39)에서 ‘비직접 목적어(non-direct object)’는 서술어의 온논항이지만 목적격(대격)을 
취하지 않는 이른바 사격(oblique case) 논항을 가리킨다.

24) ‘격(case)’의 개념은 이선웅(2012: 283)을 따라 명사구가 서술어 혹은 타 명사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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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계화 제약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39)에 의하면 범언
어적으로 소유격보다는 비직접 목적어가, 비직접 목적어보다는 직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보다는 주어가 관계화 제약의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언
어가 직접 목적어를 관계화할 수 있는 언어라면, 그 언어에서는 자동적으로 주어도 
관계화가 가능하다. 또한 어떤 언어가 비직접 목적어를 관계화할 수 있는 언어라면, 
그 언어에서는 자동적으로 목적어와 주어도 관계화가 가능하다. 
  (39)를 한국어의 관계절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격은 명
사에 결합하는 조사에 의해 형태적으로 표지된다.25) 그런데 한국어에서 관계절의 
표제명사에 결합하는 격조사는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핵어와 맺는 문법관계가 아니
라, 표제명사가 주절의 서술어와 맺는 문법관계를 표지한다. 또한 한국어에는 영어
의 관계대명사와 같은 통사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서술어와 어떤 문법관계를 맺는가는, 표제명사와 관계절 서술
어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추론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표제명사와 관계절 서술어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추론적 해석 가능
성의 위계가 (39)의 관계화 위계라고 할 수 있다. (39)의 관계화 위계에서 ‘주어’와 
‘직접 목적어’는 표제명사가 관계절 서술어에 대해서 주격과 목적격의 문법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39)의 ‘비직접 목적어’는 표제명사가 관
계절의 서술어와 의미격26)의 문법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된다. 마지

가지는 문법관계를 형태적으로 표시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선웅(2012)에서는 
일반적으로 격이 ‘명사가 핵과 갖는 문법관계의 유형을 그 명사에 표시하는 체계(Blake 
1994: 1)’로 정의될 때, ‘핵’이 서술어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논의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을 지적했다. 한국어 문법론에서 통용되는 속격(genitive)의 경우, 명사가 맺는 문법관계를 
맺는 대상은 서술어가 아니라, 다른 명사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선웅(2012)에서는 격
의 정의에서 핵을 서술어뿐만 아니라 명사(구)에까지 확장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25) 한국어의 격조사는 단어 표시(word-marking) 체계가 아니라, 구 표시(phrase-marking) 
체계이다. 이는 한국어의 격조사가 독자성을 가지는 통사 단위임을 보여 준다. 또한 한국어
의 격조사는 그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다. 이는 한국어에서 격이 반드시 격표지의 실
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문법론 논의에서 개
념으로서의 ‘격’과 격 실현 방법으로서의 ‘격 형태’(또는 ‘격 표지’)는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
성이 있다(임동훈 2004: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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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39)의 ‘소유격’은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부의 어떤 명사구에 대해서 속격27)
의 문법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먼저 표제명사가 관계절 서술어의 주어와 목적어로 해석될 경우의 관계화 가능성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0) 가. [대학에 합격한] 철수
  나. 철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41) 가. [펄펄 끓는] 물

26) 임동훈(2004)에 의하면 한국어의 격조사는 크게 ‘문법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로 구분될 
수 있다. 문법격 조사는 의미적 관계와는 무관한 통사적 관계를 표시하는 부류이고, 의미격 
조사는 위치(location), 도구(instrument) 등과 같은 의미적 관계를 표시하는 부류이다. 한
국어에서 문법격 조사에는 ‘이/가, 을/를, 의’가 속하고, 의미격 조사에는 ‘에, 에게, 에서, 
(으)로, 와/과’가 속한다. 이선웅(2012: 281-301)에서는 문법격과 의미격의 구분에 대한 
임동훈(2004)의 논의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은 한국어의 격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가. 한국어의 격 분류(이선웅 2012: 301)

     

격
(형태격)

문법격
주격

목적격
관형격(속격)

의미격 부사격
(호격)

   본고에서도 임동훈(2004)와 이선웅(2012)의 논의를 따라 (가)와 같이 격을 크게 문법격과 
의미격으로 나누는 입장을 취한다. Comrie(1981/1989: 156)에서 제시한 (39)의 관계화 위
계에서 ‘비직접 목적어(non-direct object)’는, (가)에서 의미격을 가지는 명사구에 해당한
다.  

27) 조사 ‘의’에 의해 표지되는 격의 명칭에 대해서, 한국어 문법론 논의에서는 ‘관형격
(adnominal case)’, ‘속격(genitive case)’, ‘소유격(possessive case)’이라는 용어가 함께 쓰
이고 있다. 이선웅(2012: 346-347)에서는 조사 ‘의’의 의미 기능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소유격’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고, 통사론적 명칭인 ‘관형격’이나, 격표지 
형식에 초점을 맞춘 용어인 ‘속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본고에서는 ‘속격’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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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이 펄펄 끓는다. 
   (42) 가. [철수가 어제 들은] 음악

나. 철수가 어제 음악을 들었다.
   (43) 가. [매일 다니고 있는] 회사

나. 매일 회사를 다니고 있다.

  (40가), (41가), (42가), (43가)는 관계절이고, (40나), (41나), (42나), (43나)
는 각각 관계절의 대당 문장이다. (40가)의 표제명사 ‘철수’와 (41가)의 표제명사 
‘물’은 관계절의 서술어 ‘합격하-’와 ‘끓-’의 주어로 해석된다. 그리고 (42가)의 표
제명사 ‘음악’과 (43가)의 표제명사 ‘회사’는 각각 관계절의 서술어 ‘듣-’과 ‘다니-’
의 목적어로 해석된다.
  (40)-(43)을 통해 한국어에서 주어와 목적어는 항상 관계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때 표제명사가 관계절 서술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역을 가지는가는 관계화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0가)의 표제명사 ‘철수’는 ‘합격하-’의 
행위주역(Agent) 논항에 해당하고, (41가)의 표제명사 ‘물’은 ‘끓-’의 대상역
(Theme) 논항에 해당하는데, 모두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42가)의 표
제명사 ‘음악’은 ‘듣-’의 대상역(Theme) 논항에 해당하고, (43가)의 표제명사 ‘회
사’는 ‘다니-’의 도착점역(Goal) 논항에 해당하는데, 모두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주어와 목적어는 관계화 가능성에 제약이 없는 것일까? 어떤 명사의 
관계화 가능성에 제약이 없다는 것은, 그 명사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었을 때,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서술어와 어떤 문법관계를 맺는가를 해석하는 데에 아무런 문
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화 가능성에 제약이 없는 것은 주
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의미 ‧ 기능부담량이 다른 조사에 비해 낮다는 측면과, 주
어와 목적어로 나타나는 명사구는 거의 서술어의 온논항이 된다는 측면이 함께 작
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임동훈(2004: 122)에 의하면 한국어처럼 구에 격이 표지되고 그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분석적 격 표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경우, 격 표지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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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나 동사 같은 실사에서 후치사로, 후치사에서 격 접미사로 문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법화의 정도가 높은 격 접미사 단계에 있는 것들 중에는 어
느 정도 본래의 의미 ‧ 기능이 남아 있는 부류들도 있고, 본래의 의미 ‧ 기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부류들도 있다.
  한국어의 격조사 중,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문법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단계
에 있는 조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의미격 조사와는 달
리, 의미적 관계와 무관한 통사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28) 의미격 조사의 
통사적 실현이 거의 필수적인 데에 비해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통사적 실현
의 필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
된다.29)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한국어 화자는 
해당 명사구를 주어 또는 목적어로 판단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한편 주어와 목적어인 명사구는 대부분 서술어의 온논항이 된다.30) 만약 어떤 서
술어가 논항을 하나만 취하는 한자리 서술어이면, 그 서술어의 논항은 어김없이 주
어로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서술어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두자리 서술어이면, 
그 서술어의 논항은 대부분 주어와 목적어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는 격
조사의 도움이 없어도 서술어가 가지는 격틀만으로도, 명사가 서술어와 맺는 문법관
계에 대한 예상이 쉽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 때문에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주어와 목적어일 경우에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는 데에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격 조사 ‘이/가’가 결합한 명사구 중에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

28)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이와 같은 특성은 임동훈(2004), 이선웅(2012)에서 주격 조
사와 목적격 조사가 문법격 조사로 분류되는 근거가 된다. 

29)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를’이 실현된 명사구와 실현되지 않은 명
사구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이/가’와 ‘을/를’에는 문법적 기능뿐만 아
니라, 담화 ‧ 화용론적인 의미 ‧ 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담당
하는 담화 ‧ 화용론적인 의미 ‧ 기능이 중요하지 않은 맥락에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통사적 실현은 수의적일 수 있다.

30) 김민국(2010: 149-153)에서는 관계화가 주제화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주
어와 목적어는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서 정보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화의 제약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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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들도 보인다.

   (44)  가. 그분이 교사가 {아니다, 맞다, 틀림없다}.
 나. [교사가 {아닌, 맞는, 틀림없는}] 그분
 다. *[그분이 {아닌, 맞는, 틀림없는}] 교사

   (45)  가. 물이 구름이 된다.
나. [구름이 되는] 물
다. *[물이 되는] 구름

   (46)  가. 돼지가 100kg이 나간다.
    나. [100kg이 나가는] 돼지

 다. *[돼지가 나가는] 100kg

  (44가), (45가), (46가)는 이선웅(2010: 800)에서 가져온 예이다. (44가), (45
가), (46가)는 모두 서술어가 두자리 서술어이고, 서술어의 두 논항에 모두 조사 
‘이/가’가 결합한다는 성격이 있다. (44가), (45가), (46가)의 ‘이/가’가 결합한 첫 
번째 명사구는 (44나), (45나), (46나)처럼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44가), (45가), (46가)의 ‘이/가’가 결합한 두 번째 명사구는 (44다), (45다), 
(46다)에서와 같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경우, 비문이 된다.
  이선웅(2010)에서는 (44)-(46)의 첫 번째 명사구를 주어로 판단하고, 두 번째 
명사구는 보어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다.31) 이선웅(2010)에서는 문장 성분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의 ‘보어’가 이전의 논의에서 통사적 실현의 필수성을 기준으로 
다른 문장 성분의 여집합으로서 정의되거나, ‘되다, 아니다’와 같은 특정 서술어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의 한 부류로
서 보어의 개념은 그 통사 ‧ 의미적 기능에 의해 자기 충족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어를 ‘주어에 대한 정체 밝힘’이라는 기능을 가지는 문장 성분
으로 정의하였다.

31) 이선웅(2010)에서는 (44)-(46)의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에 결합하는 조사 
‘이/가’를 모두 주격 조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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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6)의 두 번째 명사구가 바로 이선웅(2010)에서 정의한 보어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이선웅(2010)의 관점에서, (44)-(46)에서 첫 번째 명사구는 주어이고, 
두 번째 명사구는 주어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기능을 하는 보어로 분석된다. 이를  
받아들이면, 주격 조사 ‘이/가’가 결합해 있더라도 보어로 판단되는 명사구는 관계절
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는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44)-(46)의 보어 성분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
엇인가? (44가)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44가)에서 보어 ‘교사가’는 서술어 ‘아니-’
와 결합하여, 주어 ‘그분이’의 정체를 밝히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45가), 
(46가)의 ‘구름이, 100kg’에 대해서도 (44가)와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때 보어
는 서술어와 통사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성격을 가진다. 아래를 통해서 보
어와 서술어의 통사적 긴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47)  가. #교사가 그분이 {아니다, 맞다, 틀림없다}
 나. #구름이 물이 된다.
 다. */??100kg이 돼지가 나간다.

  (47)은 (44가), (45가), (46가)의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의 위치를 바
꾸어 본 것이다. (47가)와 (47나)는 수용은 가능하지만, 원래의 (44가), (45가)와
는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된다. 그리고 (47다)는 거의 수용이 불가능한 문장이 
된다. (47)을 통해 한국어에서 주어에 대한 정체 밝힘의 기능을 하는 보어의 통사
적 실현 위치는 서술어의 바로 앞자리로 고정적이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44가), (45가), (46가)의 두 번째 명사구인 보어가 관계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점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44다), (45다), (46다)에서와 같이 (44
가), (45가), (46가)의 보어(‘교사, 구름, 100kg’)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면, 원
래의 주어(‘그분, 물, 돼지’)가 관계절 서술어의 보어로 해석된다. 그 결과 원래의 
문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거나, 수용이 불가능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보어 성분에 해당하는 요소는 주격 조사 ‘이/가’가 결합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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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표제명사가 서술어와 맺는 문법관계가 의미격, 즉 부사어에 해당하는 명
사의 관계화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어떤 명사가 부사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부사어가 서술어와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관계화의 가능성이 달라
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관계화가 불가능한 부사어의 예이다. 
  
   (48)  ‘동반’의 부사어

 가. 철수가 영희와 여행을 갔다.
 나. *[철수가 여행을 간] 영희

   (49)  ‘이유/원인’의 부사어
 가. 철수가 과로로 몸살에 걸렸다. 
 나. *[철수가 몸살에 걸린] 과로

   (50)  ‘자격’의 부사어
 가. 철수가 회의에 대표로(서) 참석했다.
 나. *[철수가 회의에 참석한] 대표

   (51) ‘재료’의 부사어
 가. 그 회사에서는 쌀로 국수를 제조한다. 
 나. *[그 회사에서 국수를 제조하는] 쌀

   (52)  ‘출발점(장소)’의 부사어
 가. 그 사람이 일본에서 왔다.
 나. #[그 사람이 온] 일본

   (53)  ‘출발점(시간)’의 부사어
 가. 철수가 3시부터 일을 했다.
 나. #[철수가 일을 한] 3시

   (54)  ‘경로’의 부사어
 가. 그들이 산길로 갔다. (김민국 2010: 154)
 나. #[그들이 간] 산길

  (48)-(54)는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를 관계절의 표제명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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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본 것인데, 모두 관계화가 불가능하다. (48)-(51)의 동반, 이유/원인, 자격, 
재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 ‘영희와, 과로로, 대표로(서), 일본의 날씨와, 밀가
루로’의 명사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경우 비문이 된다. 
  (52)-(54)의 장소와 시간의 출발점, 경로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관계절의 표제명
사가 될 경우, 비문이 되지는 않지만 서술어와 명사구가 맺는 원래의 의미가 드러나
지 않게 된다. (52가)와 (53가)에서 ‘일본’과 ‘3시’에는 부사격 조사 ‘에서’와 ‘부터’
가 갈협하여, ‘오-’와 ‘하-’의 공간과 시간상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52나)
와 (53나)에서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된 ‘일본’과 ‘3시’는 관계절의 사태가 위치하는 
장소와 시간의 의미로 해석된다. (54가)에서 ‘산길’은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하여, 
경로의 의미를 나타낸다.32) 하지만 (54나)에서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된 ‘산길’은 
‘가-’의 도착점 또는 방향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48)-(54)에서 부사어의 관계화가 불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사격 조사의 성
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와 같은 문법격 조사는 주
로 의미적 관계와는 무관한 명사와 서술어의 통사적 관계를 표시한다. 그러나 의미
격 조사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는 명사구가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부사격 조사는 명사구와 서술어의 의미적 관계를 드
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
으면, 그 명사구가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는 명확히 드러나기 어렵다. 아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5)  가. *철수가 영희 여행을 갔다.
 나. *철수가 과로 몸살에 걸렸다. 
 다. *철수가 회의에 대표 참석했다.
 라. #그 회사에서 밀가루 국수를 제조한다. 
 마. #그 사람은 일본 왔다.

32) (54가)의 ‘그들이 산길로 갔다’에서 ‘산길로’는 경로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도착점 
또는 방향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54가)의 ‘산길로’는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의 
예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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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철수가 3시 일을 했다.
 사. #그들이 산길 갔다. 

  (55)는 (48가)-(54가)의 부사어에서 부사격 조사를 없애 본 것인데, 모두 비문
이 되거나 원래 문장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48가)-(54가)에서 
부사격 조사는 명사와 서술어가 맺는 의미 관계를 지시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
을 알 수 있다. 
  (48가)-(54가)의 부사어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8가)-(54가)의 부사어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경우, 표제명사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우리는 부사
격 조사의 도움이 없이는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서술어와 어떤 문법 관계를 맺는지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48가)-(54가)의 부사어는 관계화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48)과 비교되는 아래의 예를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48′) 가. 철수가 영희와 여행을 갔다.
 나. *[철수가 여행을 간] 영희

  다. [철수가 {함께, 같이} 여행을 간] 영희

  (48′가)의 ‘영회와’가 (48′나)처럼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러나 관계절 내부에 부사 ‘함께, 같이’가 쓰인 (48′다)는 수용 가능한 문장이 된다. 
이는 (48′다)에서는 부사 ‘함께, 같이’의 존재에 의해, 표제명사 ‘영희’와 서술어 ‘가
-’가 맺는 의미 관계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48)-(54)의 예에서 부사어의 관계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경우,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표
제명사와 관계절 서술어의 문법관계를 추론해 낼 수가 없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실재 세계의 사태를 인식하는 양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
을 듯하다. 우리는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 표제명사를 관형사절이 표상하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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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 관형사절을 관계절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48)-(54)와 같이 부사어의 관계화가 불가능한 현상은 우리에게 동
반, 이유/원인, 자격, 재료, 출발점, 경로와 같은 의미 요소는 서술어가 표상하는 어
떤 사태의 기본적인 참여자로 인식되지 못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33) 이는 인간이 어떤 사태와 그 사태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는 일반적인 양
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48)의 동반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인 ‘영희’는 기본적인 사태의 참여자가 아
니라, (48)의 ‘철수’와 같은 사태의 다른 참여자에 부가되는 의미 요소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술어와 표제명사의 의미 관계만으로는 (48)에서 ‘영희’와 
‘철수’가 맺는 의미 관계를 해석해 낼 수 없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동반의 의미 요소와 마찬가지로, (50)의 자격과 (51)의 재료를 나타내는 의미 요
소도 사태를 표상하는 핵어인 서술어에 부가되는 의미 요소가 아니라, 다른 사태의 
참여자에 부가되는 의미 요소로 볼 수 있다. (50)의 ‘대표로’는 ‘철수’에 부가되는 
의미 요소이고, (51)의 ‘쌀로’는 ‘국수’에 부가되는 의미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도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경우, (50)의 ‘대표’와 ‘철수’가 맺는 의미 관계와 
(51)의 ‘쌀’과 ‘국수’가 맺는 의미 관계를 해석해 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유/원인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는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와 동일한 사태가 
아니라 별개의 사태로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9)에서 ‘철수가 몸살이 났-’
의 원인이 되는 의미 요소가 ‘과로’인데, ‘과로’는 사태를 나타내는 2차 실체로서의 
존재론적 지위를 지닌다. 이때 ‘과로’는 ‘철수가 몸살이 났-’의 원인이 되는 별개의 
사태라 할 수 있다.34) 따라서 (49나)처럼 ‘과로’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경우, 
별개의 사태로 인식되는 ‘과로’는 ‘철수가 몸살이 났-’이라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
자로 해석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가 정당하다면, 부사어의 관계화 가능성에는 인간이 실재 세계의 어떤 
33) 출발점과 경로를 나타내는 의미 요소에 대한 예는 조금 뒤에 관계화가 가능한 부사어의 

예를 언급하며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34) (49)에서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의미 요소인 ‘과로’는 ‘과로를 해서’와 같이 부사절로 형식

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도 이유/원인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는 ‘철수가 몸살이 났
-’과는 별개의 사태로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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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를 인식하는 일반적인 양상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서도 (38)에서 제시한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이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될 수 있으면 관계화가 가능하다는 관계화 가능성의 기본 원리는 그대로 유지
된다. 
  (48)-(54)와 같이 ‘동반, 이유/원인, 자격, 재료, 출발점, 경로’를 의미하는 부사
어 중에서도, 관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예가 존재한다. 

   (56)  가. 아버지가 서울에서 출발했다. 
 나. [아버지가 출발한] 서울

   (57)  가. 회의를 3시부터 시작했다.
 나. [회의를 시작한] 3시

   (58)  가. 철수는 매일 산길로 지나다닌다.
 나. 철수가 매일 지나다니는 산길

  (56가)에서 ‘서울에서’는 장소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부사어이고, (57가)에서 ‘3시
부터’는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부사어이다. (57가)의 ‘산길로’는 경로를 의미하
는 부사어이다. (52나)-(54나)에서 출발점과 경로를 의미하는 부사어의 관계화가 
불가능했었지만, (56나)-(58나)에서는 출발점과 경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관계화
가 가능하다. 
  (56)-(58)이 (52)-(54)와 다른 점은, (56)-(58)의 부사어는 모두 서술어의 논
항이라는 것이다. (56), (57)의 서술어 ‘출발하-, 시작하-’는 출발점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하고, (58)의 ‘지나다니-’는 경로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
를 논항으로 요구한다. 반면 (52)-(54)의 서술어 ‘오-, 하-, 가-’는 출발점이나 
경로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56)-(58)을 통해 부사어 중에서도 서술어의 논항에 해당하는 것은 관계화가 가
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표제명사가 관계절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 서술어가 가지는 논항구조에 대한 정보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이 어김없이 관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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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했던 것도 주어와 목적어로 나타나는 성분은 항상 서술어의 논항이라는 점
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서술어의 논항이 되는 부사어가 항상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59)  가. 철수가 영희를 색시로 삼았다.
 나. [영희를 색시로 삼은] 철수
 다. [철수가 색시로 삼은] 영희
 라. *[철수가 영희를 삼은] 색시

  (59가)의 서술어 ‘삼-’은 행위주역(Agent)과 대상역(Theme)과 자격역
(Eligibility)의 논항을 요구하는 세자리 서술어이다. (59가)에서는 ‘철수, 영희, 색
시’가 ‘삼-’의 논항으로 실현되었다. 주어와 목적어로 실현된 ‘철수’와 ‘영희’는 (59
나), (59다)처럼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59라)처럼 자격역
(Eligibility)의 의미역에 해당하는 ‘색시’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다. 
  (59)와 같은 예의 존재는 서술어의 논항이 되는 모든 부사어가 관계절의 표제명
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말해 준다. 즉 서술어의 논항인 부사어는 그렇지 않은 
부사어보다 높은 관계화 가능성을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
다. 
  한편, 서술어의 논항이 아닌 부사어 중에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는 예도 
존재한다. 

   (60)  ‘시간’의 부사어
 가. 철수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나. [철수가 집으로 돌아온] 저녁

   (61)  ‘장소’의 부사어
 가. 어린 시절에 미국에서 생활했다.
 나. [어린 시절에 생활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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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와 (61)에서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어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 (61)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어가 관계
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현상도 인간이 실재 세계의 어떤 
사태를 인식하는 일반적인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국(2010: 154)에서 언급했듯이, 서술어가 표상하는 모든 사태에는 반드시 그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이 개념적으로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에게 어
떤 사태는 반드시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우
리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명사이면, 그 표제명사를 관계
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위치하는 시간과 공간에 해당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52)-(54)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52)  ‘출발점(장소)’의 부사어
 가. 그 사람이 일본에서 왔다.
 나. #[그 사람이 온] 일본

   (53)  ‘출발점(시간)’의 부사어
 가. 철수가 3시부터 일을 했다.
 나. #[철수가 일을 한] 3시

   (54)  ‘경로’의 부사어
 가. 그들이 산길로 갔다. 
 나. #[그들이 간] 산길

  (52)-(54)는 출발점이나 경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관계화가 불가능함을 보여주
는 예이었다. (52)-(54)의 부사어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경우, 이들은 모두 원
래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관계절의 사태가 위치하는 장소나 시간의 의미로 해석
된다. 이를 통해서도 인간이 어떤 사태를 인식할 때, 그 사태가 위치하는 시간과 장
소를 기본적인 사태의 구성 요소로 인식하며, 관형사절의 표제명사가 시간과 위치를 
의미하는 명사이면, 그 표제명사를 관형사절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인식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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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시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어 외에 아래와 같은 부사어도 관계화가 가능한 
예이다. 

   (62)  ‘도구’의 부사어
 가. 철수가 망치로 못을 박았다.
 나. [철수가 못을 박은] 망치

  (62가)의 ‘망치로’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인데, (62나)처럼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62)에서 도구를 의미하는 부사어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처럼 도구를 의미하는 부사어가 관계절의 표제
명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실재 세계의 어떤 사태를 인식하는 일반적인 양상
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가 행위와 관련될 경우, 그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도 사태
에 참여하는 구성 요소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도구를 의미하는 부사어는 
사태의 다른 참여자에 어떤 의미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표상하는 서술어
에 의미를 부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2나)처럼 관형사절의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행위에 쓰이는 도구라는 추론이 가능하면, 그 
표제명사는 관형사절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에서 부사어의 관계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부사어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경우,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표제명사가 된 부사어가 관계
절의 사태와 어떤 의미적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추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
라 동반, 이유/원인, 자격, 재료, 출발점, 경로 등을 의미하는 대부분의 부사어는 관
계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술어의 논항이 되는 일부 부사어 또는 시간, 장소, 도구를 의미하는 부
사어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실재 세계의 사태를 인식하는 
일반적인 양상과 서술어의 논항구조에 대한 정보가 표제명사와 관계절 사태의 의미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관형사절의 표제명사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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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될 수 있으면, 관계화가 가능하다는 관계화 
가능성의 기본 원리가 지켜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속격에 해당하는 명사의 관계화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지하
다시피 속격은 명사구가 다른 명사구와 맺는 문법관계이다. 따라서 속격의 명사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는 데에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관계화와는 다른 성격의 
제약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63)  가. 철수가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렀다.
 나. [철수가 주무른] 아버지의 다리
 다. [철수가 다리를 주무른] 아버지

   (64)  가. 철수가 아버지의 밥을 먹었다.
 나. [철수가 먹은] 아버지의 밥
 다. *[철수가 밥을 먹은] 아버지

  (63가)와 (64가)의 명사구 ‘아버지의 다리’와 ‘아버지의 밥’은 각각 ‘주무르-’와 
‘먹-’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63나)와 (64나)와 같이 모두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63다)처럼 ‘아버지의 다리’에서의 ‘아버지’는 관계화가 가능한 반면, (64
다)처럼 ‘아버지의 밥’에서의 ‘아버지’는 관계화가 불가능하다. 이는 ‘N1의 N2’ 구성
에서 N1과 N2의 의미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63)의 
‘아버지의 다리’에서 ‘다리’는 ‘아버지’의 일부분이고, (64)의 ‘아버지의 밥’에서 ‘밥’
은 ‘아버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즉 ‘N1의 N2’ 구성에서 N1과 N2의 의미 관계가 전체
-부분일 때만, N1의 관계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N1의 N2’ 구성에서 N2가 N1의 일부분일 때만 N1의 관계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
인가?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은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
백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때 통사적 공백은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의 
한 요소로 해석되게 통사적 장치로서의 하는 역할을 한다. 이 통사적 장치로 인해 
표제명사는 관계절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될 수가 있다. 이러한 해석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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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장치로서 통사적 공백은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63)의 ‘아버지의 다리’와 같이 ‘N1의 N2’ 구성에서 N2가 N1의 일부분이 될 때에
는 N1과 N2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동일하다.35) 이 때문에 (63다)에서 ‘아버지’가 관
계절의 표제명사가 되었을 경우, ‘아버지’와 ‘다리’의 공지시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N1의 N2’ 구성에서 N2가 N1의 일부분이 될 때는 N1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반면 (64)의 ‘아버지의 밥’와 같이 ‘N1의 N2’ 구성에서 N2가 N1의 일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N1과 N2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동일하지 않다. 그 결과 (64)의 ‘아버지의 
밥’에서 ‘아버지’가 ‘밥’으로부터 분리되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었을 경우, ‘아버
지’와 ‘밥’의 공지시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N1의 N2’ 구성에서 N2가 N1
의 일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N1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다. 
  (63)처럼 ‘N1의 N2’ 구성에서 N2가 N1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N1이 항상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속격에 해당하는 명사의 관계화에는 앞서 논의
한 표제명사와 관계절 서술어가 맺는 문법관계가 상위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N1의 N2’가 관계절 서술어의 주어, 목적어일 때는 N1은 어김없이 관계
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N1의 N2’가 관계절 서술어의 부사어일 경우에는 ‘N1의 N2’가 
관계절 서술어의 의미론적 참여자라는 해석이 가능할 때에만 N1의 관계화가 가능하
다.

   (65)  가. 아버지의 다리가 두껍다.
 나. [다리가 두꺼운] 아버지

   (66)  가. 철수가 어제 휴대폰의 화면을 청소했다. 
 나. [철수가 어제 화면을 청소한] 휴대폰 

35) 엄밀히 말해서 ‘아버지의 다리’에서 ‘아버지’와 ‘다리’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완전히 동일하
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와 ‘다리’가 가리키는 개체는 ‘아버지’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같은 개체상의 동일성만으로도 표제명사와 관계절 내부의 통사적 공백의 공
지시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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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가)에서 주어 성분인 ‘아버지의 다리’에서 ‘아버지’는 (65나)처럼 관계화가 가
능하다.36) (66가)에서 목적어 성분인 ‘휴대폰의 화면’의 ‘휴대폰’도 (66나)처럼 관
계화가 가능하다. 
  (65)와 (66)에서도 ‘N1의 N2’에서 N2가 N1의 일부분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작용하
고 있다. 만약 (65)의 ‘아버지의 다리’를 ‘아버지의 책’으로 바꾸면 ‘?책이 두꺼운 아
버지’처럼 ‘아버지’의 관계화에 문제가 발생한다.37) (66)의 ‘휴대폰의 화면’을 ‘휴대
폰의 흔적’으로 바꾸면 ‘*철수가 어제 흔적을 청소한 휴대폰’과 같이 관계화가 불가
능해진다.  

   (67)  가. 그가 그날의 오후에 떠났다.
 나. [그가 오후에 떠난] 그날

   (68)  가. 어제 학교의 운동장에서 놀았다.
 나. [어제 운동장에서 논] 학교

  (67가)와 (68가)의 ‘그날의 오후에’와 ‘학교의 운동장에서’는 각각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67나)와 (68나)에서처럼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일부인 속격 명사구는 관계화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부가어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가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가 가지는 

36) 문장의 표면구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본고의 입장에서 (65나)를 분석할 때, (65나)
가 (65가)와 관련이 있는 문장인지, 아니면 ‘아버지는 다리가 두껍다’와 같은 이중주어문과 
관련이 있는 문장인지는 알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본고의 입장에서는 (65나)의 관형사절 
‘다리가 두꺼운’은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는 관형사절로 분석될 뿐이
다. 여기에서는 (65나)가 (65가)와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N1의 N2’이 
관계절 내부의 주어 성분으로 해석 될 때, N1이 관계화가 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기술
로서 (65나)와 (65가)를 관련시킨다. 

37) ‘??책이 두꺼운 아버지’는 화용론적 맥락에 따라 수용가능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때의 
‘책이 두꺼운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이 두껍다’보다 ‘아버지는 책이 두껍다’와 관련이 될 가
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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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은 관계화 가능성과 관련된 제약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관계절의 관계화 가능
성에 적용되는 일관적인 원리는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이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될 수 있으면 관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Comrie(1981/1989: 156)에서 제시한 ‘주어(subject) > 직접목적어(direct object) 
> 비직접목적어(non-direct object) > 소유격(possessor)’의 관계화 위계는 한국
어에도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부가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독립성

  본 절에서는 부가어 관형사절이 보이는 통사적 독립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1.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충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의 논항이 되기 때문에, 
표제명사와 주절에 대해서 통사적으로 의존적인 성격을 보인다. 그러나 부가어 관형
사절은 표제명사의 논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보인다. 부
가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독립성을 표제명사에 대한 통사적 독립성과 주절에 대한 
통사적 독립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표제명사에 대한 통사적 독립성

  4.1.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충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에 대한 통사적 의존성
은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의 성격에 따라, 현실을 나타내는 ‘-은’
계 관형사형 어미와 비현실을 나타내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이 제약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결과’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슨 사태로 인한 결과인가’
에 해당하는 논항이 되는 관형사절에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할 수 없었다. 
편의를 위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가져와 아래에 다시 제시한다. 

   (21)  가. [음주 운전을 {한, 했던}]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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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주 운전을 {할, 했을}]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1가)의 관형사절은 ‘결과’가 요구하는 논항 중, ‘어떤 사태로 인한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다.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때의 관형사절에는 
현실을 의미하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는 결합할 수 있지만, 비현실을 의미하는 ‘-
을’계 관형사형 어미는 결합할 수 없다. 
  (21)과 비교되는 아래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69)  가. [내가 ei 몰랐던] 결과i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나. [나만 ei 몰랐었을] 결과i를 다행히 그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 [앞으로 ei 나타날] 결과i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69)의 관형사절은 모두 부가어 관형사절이다. (69가)의 ‘내가 몰랐던’과 (69나)
의 ‘나만 몰랐었을’, (69다)의 ‘앞으로 나타날’은 모두 ‘결과’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38) 또한 (69)의 관형사절은 모두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될 수 있는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난다.
  그런데 (21)의 보충어 관형사절과 달리, (69)에서 부가어 관형사절의 서술어에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와 ‘-을’계 관형사형 어미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
되고 있다. 이는 부가어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에 대해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69)의 부가어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에 대해서 통사적 독립성을 보이는 이유는, 
부가어 관형사절의 사용 과정에는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어떤 의미 요소를 요구하는
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부가어 관형사
절의 사용은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때 관형사절 사태
의 시제적 의미에 따라 ‘-은’계 어미와 ‘-을’계 어미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될 수 

38) 앞서 우리는 ‘결과’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어떤 사태로 인한 무
슨 내용의 결과인가’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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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1)과 달리, ‘준비’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무슨 일에 대한 준비인
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에는 현실을 의미하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가 결
합할 수 없었다.39) 편의를 위해 앞서 언급한 ‘준비’의 예를 가져와 아래에 다시 제
시한다.

   (27)  다. [강의를 {시작할, *시작한}] 준비를 하고 있다. 

(27다)에서 ‘준비’의 논항 중 ‘무슨 일에 대한 준비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
절에는 ‘-은’계 어미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다)와 아래의 예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70)  가. [어머니가 어제 미리 ei 한] 준비i는 다음 주 나들이를 위한 것이었다.
 나. [내일 ei 해야 할] 준비i는 아무것도 없다. 

  (70)의 관형사절은 모두 ‘준비’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와는 관계가 없는 
부가어 관형사절이다. 그리고 (70)의 부가어 관형사절은 모두 관계절의 구조로 나
타난다. (27다)와 달리, (70)에서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와 ‘-을’계 관형사형 어
미가 아무런 제약 없이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부가어 관형
사절이 표제명사에 대해서 보이는 통사적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주절에 대한 통사적 독립성

  부가어 관형사절은 주절에 대해서도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 보충어 관
형사절이 주절에 대해서 보이는 통사적 의존성은, 보충어 관형사절의 시제 해석이 

39) 앞서 ‘준비’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무슨 일에 대한 무슨 내용의 준비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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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의 상황시를 기준시로 하는 상대시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40)
  그런데 보충어 관형사절과 달리, 부가어 관형사절에는 발화시를 기준시로 하는 절
대시제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이 발견된다. 

   (71)  가. [지금 우리가 ei 방문하는] 집i은 그 전에도 까다로웠어.
 나. [지금 너희가 ei 다니는] 학교i는 옛날에는 포로수용소였어. 

                                                
  (71)은 문숙영(2009: 281)에서 관형사절의 시제가 발화시 기준의 절대 시제로 해
석되는 것으로 보이는 예로 언급한 것이다. (71가)와 (71나)에서 관형사절의 표제
명사 ‘집, 학교’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볼 수 있다. 

   (72)  가. 집: 누구의 집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학교: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학교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

하다. 

  (72)를 참조하면, (71)의 관형사절은 모두 부가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그리고 
(71)의 부가어 관형사절은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난다. 
  (71)에서 관형사절 서술어의 어미는 비과거를 나타내는 ‘-는’이다. 이때 (71)의 
관형사절의 시제 해석의 기준시는 과거 상황인 주절의 상황시가 아니라, 발화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41) (71가)의 ‘지금 우리가 방문하-’의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
으로 한 비과거로 해석되고, (71나)의 ‘지금 너희가 다니-’의 시제도 발화시를 기준
으로 한 비과거로 해석된다. (71)에서 관형사절 내부에 화시적 부사 ‘지금’이 사용
될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71)을 통해 부가어 관형사절이 보이는 주절에 

40) 보충어 관형사절의 시제 해석이 주절 상황시 기준의 상대시제로 이루어짐은 명사절과 부
사절과 같은 여타의 내포절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41) 한동완(1996: 178-182)에서도 관계절의 시제가 발화시 기준의 절대시제로 해석될 수 있
음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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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사적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 
  (71)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도 부가어 관형사절의 시제가 발화시 기준의 절대시제
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3)  [우리가 그제 ei 가지고 놀던] 장난감i은 옛날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놀던 
것이었대. (문숙영 2009: 299)

  (73)에서 관형사절의 표제명사 ‘장난감’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74)  장난감: 무슨 종류의 장난감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74)를 참조하면, (73)의 관형사절은 부가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그리고 (73)
의 부가어 관형사절은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난다. 
  (73)에서 관형사절 서술어의 어미로는 비완결의 ‘-던’이 쓰이고 있다. (73)의 ‘우
리가 그제 가지고 놀-’의 시제는 과거 상황인 주절의 상황시를 기준으로 한 비완결
이 아니라,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비완결로 해석된다. 즉 (73)에서 관형사절의 시제
는 발화시 기준의 절대시제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73)을 통해서도 부가어 관
형사절이 보이는 주절에 대한 통사적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가어 관형사절이 이처럼 주절에 대해 통사적 독립성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한국어에서 부가어 관형사절이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
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절의 사
용 과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화자가 어떤 사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사태를 
구성하는 어떤 명사에 한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화자는 관계절을 사용하여 그 
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
는 관계절의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관계
절의 시제도 한정성이 부여되는 시점인 발화의 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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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부가어 관형사절은 시제 
해석의 측면에서, 주절에 대해 통사적인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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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형사절의 의미

  5.1. 보충어 관형사절의 의미적 특성

5.1.1. 보충어 관형사절의 의미역

  의미역은 논항이 핵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기능이다. 보충어 관형사절
은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 핵어인 표제명사의 논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충어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와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기능에 따라, 보충어 관형사절에도 의
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 
  보충어 관형사절이 가지는 의미역은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서술어가 취하는 논항
의 의미역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서술어와 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태를 표상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논항은 대체로 그 사태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실체가 된다.42) 이때 그 
실체를 지시하는 명사가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가 의미역이 된다. 
  반면 명사에는 술어 명사와 같이 사태를 표상하는 부류도 있지만, 비술어 명사와 
같이 사태를 표상하지 않는 부류도 있다. 그리고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술어 
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실재 세계에서 비술어 명사의 존재론적 양
상과 관련되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충어 관형사절의 의미역은 서술
어의 논항이 가지는 의미역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보충어 관형사절이 가지는 의미역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보충어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의미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42) 서술어의 논항은 거의 명사로 실현되지만, 서술어의 논항이 명사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
니다. 이은섭(2011)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수가 까다롭게 굴다’, ‘버려진 강아지를 애처로
이 여기다’와 같은 문장의 부사어 ‘까다롭게, 애처로이’는 서술어 ‘굴-, 여기-’가 의미적 구
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로서 논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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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역(Contents)

  아래의 관형사절은 내용역(Contents)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는 보충어 관형사
절의 예이다. 

    (1) 가. [한국의 기후가 점점 변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
나.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장면이 너무 슬펐다.
다.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늘고 있다. 
라. [비가 그칠] 가능성이 높다. 
마.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사건이} 발생했다. 
바. [물가가 오를] {예상, 예측}을 했다.

  (1)의 표제명사 ‘사실, 장면, 사례, 가능성, 사고, 사건, 예상, 예측’이 의미적 구현
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2) 가. 사실: 무슨 내용의 사실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장면: 무엇의 무슨 내용의 장면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사례: 무엇의 무슨 내용의 사례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라. 가능성: 무슨 내용의 가능성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마. 사고, 사건: 무엇으로 인한 무슨 내용의 {사고, 사건}인가가 개념적으

로 필요하다. 
바. 예상, 예측: 누구의 무엇에 대한 무슨 내용의 {예상, 예측}인가가 개념

적으로 필요하다.

  (2)를 통해서, (1)의 표제명사 ‘사실, 장면, 사례, 가능성, 사고, 사건, 예상, 예측’
은 공통적으로 ‘무슨 내용의 {사실, 장면, 사례, 가능성, 사고, 사건, 예상, 예측}인
가’를 논항으로 요구함을 알 수 있다. (1)의 관형사절은 모두 이들의 ‘무슨 내용’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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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웅(2012: 233)에서는 ‘발화동사, 사유동사 등의 절 논항이 갖는 의미역’으로 
내용역을 설정한 바 있다.43) (1)의 관형사절에도 내용역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
다. 그런데 내용역의 개념을 ‘발화동사, 사유동사 등의 절 논항이 갖는 의미역’으로 
정의할 경우, (1)과 같이 내용역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과, 내용역의 
의미역을 가지지 않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의미역이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보충어 관형사절은 모두 절 논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용역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1)과 같은 관형사절을 내용역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로 처리하기로 한다. 

    (3) 내용역(Contents): 발화동사, 사유동사, 명사 등의 내용을 의미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내용역의 보충어 관형사절을 취할 수 있는 명사의 부류를 살펴보기로 하자. (1
가)-(1라)의 표제명사 ‘사실, 장면, 장면, 사례, 가능성’은 비술어 명사이고, (1마), 
(1바)의 표제명사 ‘사고, 사건, 예상, 예측’은 술어 명사이다.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술어 명사는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동사와 평행한 논항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술어 명사의 논항은 대부분 명사로 실현된다. 그러나 (1마), 
(1바)처럼 술어 명사의 일부는 관형사절을 논항으로 취할 수도 있는데, 이때 술어 
명사가 논항으로 취할 수 있는 관형사절은 내용역에 해당하는 요소로 한정된다. 즉,  
내용역은 술어 명사와 비술어 명사 모두가 취할 수 있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의미역
이다.44)

② 기준치역(Criterion)

43) ‘동생이 내일 소풍을 간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와 같은 예
에서 ‘내일 소풍을 간다’와 ‘이번 일은 다른 방법이 없다’가 발화동사 ‘말하-’와 사유동사 
‘생각하-’가 취하는 내용역의 절 논항에 해당한다. 

44) 내용역을 제외한 의미역은 비술어 명사가 표제명사인 경우의 보충어 관형사절에서만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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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뒤, 동안, 사이’와 같은 명사들은 의미적 구현을 위해 ‘무엇의 중간인가’, 
‘무엇의 뒤인가’, ‘무엇을 하는 동안인가’, ‘무엇과 무엇의 사이인가’와 같이 자신이 
지시하는 의미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반드시 요구한다. 이러한 기준점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관형사절로 실현될 수 있다. 

    (4) 가. [식사를 한] {후, 뒤, 다음}에 친구를 만났다. 
나. [영희가 공부를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하셨다. 
다. [철수가 도착했을] 때 공연은 이미 시작했다.
라. [회의를 하는] {중, 중간}에 사장님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4)의 표제명사 ‘후, 뒤, 다음, 동안, 때, 중, 중간’과 같은 명사는 어떤 범주적 의
미는 가지고 있지만, 명사 단독으로는 지시적 의미의 경계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한 지시적 의미를 드러낼 수 없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사들은 분명한 
지시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반드시 요구한다. (4)의 
관형사절은 이러한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점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는 논항이다. (4)와 같은 보충어 관형사절의 의미역으로는 기준치역
(Criterion)을 설정할 수 있다. 
  이선웅(2012: 233)에서는 기준치역을 ‘평가의 의미를 가진 동사의 경우, 평가되는 
대상에 상대하여 평가의 기준이 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으로 정의했다.45) 기준치
역이 평가동사와 같은 서술어의 논항뿐만 아니라, (4)와 같은 보충어 관형사절도 포
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치역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4)와 같은 관
형사절을 기준치역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로 처리하기로 한다. 

    (5) 기준치역(Criterion)
핵어가 표상하는 의미의 기준점이 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45) ‘씀바귀는 민들레와 비슷합니다(구본관 외 2015: 249).’와 같은 예의 ‘민들레’가 ‘비슷하-’
의 기준치역에 해당하는 논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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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와 같은 보충어 관형사절은 그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다. 이는 (4)의 ‘후, 뒤, 
다음, 동안, 때, 중, 중간’ 등과 같은 명사는 기준점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의 도움 
없이 단독적으로는 분명한 지시적 의미를 가지기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치역
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은 항상 그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인 온논항의 
성격을 가진다.

③ 대상역(Theme)

  아래와 같은 보충어 관형사절에는 ‘대상역(Theme)’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 

    (6) 가. 일은 힘들지만 [돈을 버는] 재미는 좋다. 
나. 요즘 [테니스를 배우는] {기쁨, 즐거움}에 산다. 

  (6)의 표제명사 ‘재미, 기쁨, 즐거움’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
이 기술할 수 있다. 

    (7) 재미, 기쁨, 즐거움: 무엇에 대한 {재미, 기쁨, 즐거움}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미, 기쁨, 즐거움’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
소는 ‘재미, 기쁨, 즐거움’의 대상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이다. (6)의 관형사절 ‘돈을 
버는’과 ‘테니스를 배우는’은 모두 ‘재미, 기쁨, 즐거움’의 대상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며, 이들 관형사절에는 대상역(Theme)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결과역(Result)

  보충어 관형사절 중에는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중, ‘결과’의 의
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아래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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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이유를, 원인을} 분석 중이다.
나. [그가 옳다고 판단한] {근거를,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8)의 표제명사 ‘이유, 원인, 근거, 까닭’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
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9) 이유, 원인, 근거, 까닭: 어떤 사태에 대한 무슨 내용의 {이유, 원인, 근거, 
까닭}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9)를 참조하면, (8)의 관형사절은 ‘이유, 원인, 근거, 까닭’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어떤 사태에 대한 {이유, 원인, 근거, 까닭}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
단된다. 이때 ‘어떤 사태’는 ‘이유, 원인, 근거, 까닭’의 존재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되
는 결과적 상황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8)과 같은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아
래와 같이 결과역(Result)의 의미역을 설정할 수 있다. 

   (10)  결과역(Result)
 ‘이유, 원인’과 같은 명사에 존재론적으로 전제되는 결과적 상황에 해당하
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⑤ 이유/원인역(Reason)

  결과역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과 반대로,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
하는 의미 요소 중, ‘이유, 원인’의 의미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도 있다. 아래
가 그 예이다. 

   (11)  가. [미리 공부를 하지 않은] 결과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
 나. [다이어트를 한] 효과로 살이 많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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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 표제명사 ‘결과, 효과’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
술할 수 있다. 

   (12)  가. 결과: 어떤 사태로 인한 무슨 내용의 결과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
다.

 나. 효과: 무엇에 의한 무슨 내용의 효과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12)를 참조하면, (11가)의 ‘미리 공부를 하지 않은’은 ‘결과’의 논항 중, ‘어떤 사
태로 인한 결과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다. 그리고 (11나)의 ‘다이어트
를 한’은 ‘효과’의 논항 중, ‘무엇에 의한 효과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
다. 
  (11)의 보충어 관형사절의 공통점은 이들이 ‘결과’와 ‘효과’의 사태가 존재하기 위
한 전제로서의 이유 또는 원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11)과 같은 보충어 관형사절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유/원인역(Reason)을 의미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3)  이유/원인역(Reason)
 ‘결과, 효과’와 같은 명사에 존재론적으로 전제되는 이유 또는 원인에 해당
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⑥ 배경역(Background)

  ‘소리, 냄새’와 같이 어떤 물리적 현상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는 ‘무엇의 {소리, 냄
새}인가’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한다. ‘소리’와 ‘냄새’의 논항은 아래
와 같이 명사로 실현될 수 있다. 

   (14)  가. 바람 소리
 나. 고기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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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가)의 ‘바람’과 (14나)의 ‘고기’는 ‘소리’와 ‘냄새’의 논항에 해당하는 보충어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은 표제명사에 대해서 대상역(Theme)의 의미역을 가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소리’와 ‘냄새’의 논항은 (14)처럼 명사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관형사절로 실현
될 수도 있다. 

   (15)  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 [고기를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15가)의 관형사절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과 (15나)의 관형사절 ‘고기를 
굽는’은 각각 표제명사 ‘소리’와 ‘냄새’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인 ‘무엇의 
{소리, 냄새}인가’에 해당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5)의 관형사절은 ‘소리’
와 ‘냄새’의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런데 (15)의 관형사절에 (14)의 ‘바람’, ‘고기’와 같이 대상역의 의미역을 부여
하기에는 다소 주저되는 면이 있다. (14)의 ‘바람’과 ‘고기’가 ‘소리’, ‘냄새’와 맺는 
의미 관계는, (15)의 관형사절이 ‘소리’, ‘냄새’와 맺는 의미 관계와는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14)의 ‘바람’과 ‘고기’는 ‘소리’와 ‘냄새’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15)의 관형사절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과 ‘고기를 굽는’은 ‘소리’
와 ‘냄새’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15)의 관형사절은 
‘소리’와 ‘냄새’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소리’와 ‘냄새’가 발생하는  
배경적인 상황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5)과 같은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배경역(Background)을 의미역으
로 설정할 수 있다. 

   (16)  배경역(Background)
 어떤 현상이나 결과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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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의미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아래와 같은 관형사절도 배경역의 의미역을 가지는 예로 볼 수 있다.

   (17) [물건을 산] 잔돈46)을 어머니께 돌려드렸다.

  (17)의 표제명사 ‘잔돈’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8)  잔돈: 무슨 일의 결과로 남은 잔돈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18)을 참조하면, (17)의 관형사절 ‘물건을 산’은 잔돈의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
된다. 이때 ‘물건을 산’은 ‘잔돈’의 어떤 사태의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상황적 배경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18)의 관형사절 ‘물건을 산’도 (15)의 관형사절과 같이 표
제명사에 대해 배경역의 의미역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목적역(Purpose)

  보충어 관형사절 중에는 표제명사의 의미에 대해서 ‘목적’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것들이 있다. 아래가 그 예이다.

   (19)  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
 나.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 수단}이다. 

  (19)의 표제명사 ‘방법, 도구, 수단’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
를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46) ‘잔돈’은 동음이의어로 ‘단위가 작은 돈’을 의미하는 잔돈1이 있고, ‘거스름돈’을 의미하는 
잔돈2가 있다. (17)의 ‘잔돈’은 잔돈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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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가. 방법: 무엇을 위한 무슨 내용의 방법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도구: 무슨 일에 쓰이는 도구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수단: 무슨 일을 위한 수단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0)을 참조하면, (19)의 관형사절은 모두 ‘방법, 도구, 수단’이 논항으로 요구하
는 의미 요소 중, ‘무엇을 위한 방법인가’, ‘무슨 일에 쓰이는 도구인가’, ‘무슨 일을 
위한 수단인가’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19)의 관형사절이 보이는 
의미상의 공통점은, 이들이 표제명사의 의미에 대해서 ‘목적’의 의미기능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보충어 관형사절의 의미역으로 아래와 같이 목적역(Purpose)을 
설정할 수 있다. 

   (21)  목적역(Purpose)
 ‘방법, 도구’와 같은 명사의 목적을 의미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⑧ 종차역(Differentia) 

  보충어 관형사절 중에는 명사를 수식하여 명사를 하위 범주의 요소로 분류하는 
의미기능을 가지는 것들이 있다. 아래가 그 예이다. 

   (22)  가. [{걷는, 뛰는}] 운동을 좋아한다. (문숙영 2012: 38)
 나. [{쉬는, 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에 몰두했다. 
 다. [담배 피는] 장소가 어디인지 찾을 수 없다. 

  (22)의 표제명사 ‘운동, 시간, 장소’는 의미적 구현을 위해 각각 아래와 같은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23)  가. 운동: 무슨 종류의 운동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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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간: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장소: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3)를 참조하면, (22)의 관형사절은 각각 ‘운동, 시간, 장소’가 논항으로 요구하
는 ‘무슨 종류의 운동인가’,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에 해당
하는 의미 요소이다. 따라서 (22)의 관형사절은 모두 ‘운동, 시간 장소’의 보충어 관
형사절로 판단될 수 있다. 이때 (22)에서는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 표제명사가 하
위의 의미로 분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
이 종차역(Differentia)을 의미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24)  종차역(Differentia)
 하위의 의미 범주를 가지는 명사에 결합하여, 명사를 하위 범주로 분류하
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⑨ 속성역(Property)

  3장에서 우리는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보충어 관형사절로 아래와 같은 
예를 확인하였다. 

   (25)  가. 그는 [까다로운] 성격이다. 
    나.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
    다. [빨간] 색깔의 옷
   (26)  가. [나에게는 작은] 크기의 모자를 선물로 받았다. 
    나. 실제로 물건을 보니 [생각한 것보다 긴] 길이였다.  
    다. 혼자살기에는 [넓은] 넓이의 방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25)와 (26)의 관형사절은 각각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 
‘성격, 값, 색깔’와 척도를 나타내는 ‘크기, 길이, 넓이’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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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또는 척도의 정도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다. (25)와 (26)의 보충어 관
형사절의 공통점은 이들이 표제명사가 의미하는 성격 또는 척도의 속성이 어떠한가
를 서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5), (26)과 같은 보충어 관형사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속성역(Property)의 의미역을 설정할 수 있다. 

   (27)  속성역(Property)
 속성 또는 척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요구하는 속성의 내용 또는 척
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속성역의 의미역에 해당하는 보충어 관형사절은 (25)와 (26)처럼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는 속성역에 해당하
는 의미 요소는 형용사로 실현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관계절의 구조를 취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5.1.2. 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의 논항 해석 조건

  우리는 3장에서 보충어 관형사절의 유형을 논의하며, 보충어 관형사절 중에는 관
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유형도 있고, 비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유형도 있음을 
확인하였다.47) 관계절의 구조를 보이는 보충어 관형사절 중에는 항상 관계절의 구
조로 나타나야 하는 것과, 꼭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었다. 전
자에는 앞서 논의한 (25), (26)처럼 속성역(Property)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이 해당한다. 후자로는 아래와 같은 예를 언급하였다.

47) 본고에서 제안한 한국어 관형사절의 전체 체계 내에서, 관계절 중에는 보충어 관형사절인 
관계절도 있고 부가어 관형사절인 관계절도 있었다. 하지만 비관계절은 항상 보충어 관형사
절이 되었다. 관계절/비관계절과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3.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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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가. [ei 축구를 하는] 선수i
 나. 축구 선수

   (29)  가. [ei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i
 나. 국어 선생님

  (28가), (29가)의 관형사절은 모두 관계절의 구조를 보이는 보충어 관형사절이
다.48) 그런데 (28나)와 (29나)에서처럼 ‘선수, 선생님’의 보충어는 명사로 실현될 
수도 있다. 즉, (28가)와 (29가)의 보충어 관형사절은 꼭 관계절의 구조로 실현될 
필요가 없는 보충어 관형사절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관계절의 기본적인 사용 동기가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화자가 어떤 사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사태
를 구성하는 어떤 명사에 한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화자는 관계절을 사용하여 
그 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
되는 관계절의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부가어 관형
사절이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계절의 사용 동기와 관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28가), (29가)와 같이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나는 보
충어 관형사절의 예는,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관계절의 의미가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에 부합하게 된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28가), (29가)와 같은 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은 보통의 비

48) (28가)와 (29가)이 표제명사인 ‘선수’와 ‘선생님’이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는 아래
와 같이 기술할 수 있었다. 

      가. 선수: 무슨 운동을 하는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선생님: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가)와 (나)를 참조하면, (28가)와 (29가)의 관형사절은 모두 보충어 관형사절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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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과 차이가 있다. 
  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과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의 성격을 비교해 보기
로 한다. 아래는 비술어 명사 ‘소리’가 취하는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의 예이
다. 

   (30)  가. [비가 오는] 소리
 나.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다.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
 라. [천둥이 치는] 소리
 마. [종을 치는] 소리

  (30)의 관형사절은 모두 관형사절의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
을 상정할 수 없는 비관계절이다. 그리고 (30)의 관형사절은 모두 ‘소리’가 발생하
는 상황적 배경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배경역(Background)의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는 보충어 관형사절이다. (30)과 같은 비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은 ‘소리’의 
논항이 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는 의미가 ‘소리’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 정도로 
제한된다.
  반면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관계절에는 이러한 
의미상의 제약이 없다. 

   (31)  가. [내가 방금 ei 들은] 소리i는 정말 컸어.
 나. 각자 [자기가 ei 좋아하는] 소리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다. [ei 종에서 나는] 소리i 들려?

  (31)의 관형사절은 모두 ‘소리’가 표제명사인 관계절이다. (31가), (31나)에서 관
계절의 의미는 ‘소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인 ‘무엇의 소리인가’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이들은 부가어 관형사절로 판단된다. 이때 (31가), (31나)의 관계절은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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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31다)에서 관계절의 의미는 ‘소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인 ‘무
엇의 소리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1다)의 관계절은 보충어 관형
사절로 판단된다. 이때 (31다)의 관계절의 사용도 (31가), (31나)와 같이 ‘소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지만,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선택된 관계
절의 의미가 표제명사의 논항에 부합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31다)는 보충어 관형사절이기 때문에, 그 사용의 동기가 부가어 관
형사절인 (31가), (31나)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1다)에서도 (31가), (31나)처럼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 ‘소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지는 관계절의 의미기능이 드러난다는 점,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31다)의 사용 동기 
역시 ‘소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다만 (31다)와 (31가), (31나)의 차이점은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선택된 
관계절의 의미가 표제명사의 논항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28가), (29가), (31다)처럼 관계절의 의미가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
구하는 의미 요소에 해당되기만 하면, 그 관계절은 보충어 관계절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가′) 가. [축구를 {한, 할}] 선수
   (29가′) [국어를 {가르친, 가르칠}] 선생님
   (30다′) 다. [종에서 {난, 날}] 소리

  (28가′), (29가′), (30다′)은 (28가), (29가), (30가)에서 ‘-는’으로 실현된 관형
사형 어미를 ‘-은, -을’로 바꾸어본 것이다. (28가′), (29가′), (30다′)의 관형사절
의 의미는 ‘선수’, ‘선생님’, ‘소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와 어느 정도 관련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수, 선생님, 소리’의 보충어 관형사절로는 잘 인식
되지 않는다. 
  이는 (28가′), (29가′), (30다′)와 아래의 예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



- 169 -

다. 

   (31)  가. 축구 선수
 나. 국어 선생님
 다. 종소리

  (31)의 ‘축구, 국어, 종’은 ‘선수, 선생님, 소리’의 논항이 명사로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31)에서 ‘축구, 국어, 종’과 ‘선수, 선생님, 소리’가 맺는 의미 관계는, (28
가′), (29가′), (30다′)의 관형사절과 ‘선수, 선생님, 소리’가 맺는 의미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31)에서는 ‘축구, 국어, 종’의 수식이 ‘선수, 선생님, 소리’
의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속성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28가′), (29가′), 
(30다′)에서 관형사절의 수식은 ‘선수, 선생님, 소리’의 일시적인 속성에 관한 것으
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28가′), (29가′), (30다′)의 관형사절이 보충어 관형사절
로 잘 인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8가′), (29가′), (30다′)처럼 관계절의 관형
사형 어미가 ‘-은, -을’로 실현될 경우, 이때의 관계절은 장면 층위 술어
(stage-level predicator)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반면 (28가), (29가), (30다)
처럼 관계절의 관형사형 어미가 ‘-는’으로 실현될 경우, 반복적인 상황 또는 습관의 
의미를 가지는 ‘-느-’의 영향으로, 이때의 관계절은 개별 층위 술어
(individual-level predicator)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명사의 논항은 일시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장면 층위 술어보다는 항구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개별 층위 술어로 서술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수’는 의미적 구현을 위해 ‘무슨 운동을 하는 선수인가’에 해
당하는 의미 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때 ‘무슨 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그 선수
가 일시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가 또는 했는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어떤 종류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관계절이 보충어 관형사절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28가), (29가), (30다)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가 ‘-는’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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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절이 보충어 관형사절, 즉 표제명사의 논항으로 해석되기 위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2)  관계절인 보충어 관형사절의 논항 해석 조건
 가. 관계절의 의미가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에 부합해야 

한다. 
 나. 관계절의 관형사형 어미로는 ‘-는’이 결합하여, 관계절이 개별 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or)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5.2. 부가어 관형사절의 의미적 특성

  보충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의 논항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표제명사
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요소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미상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부가
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의 논항이 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형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난다. 관계절 내
부에는 의미론적 해석에 의해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공백이 상정된다. 그 결과 표
제명사는 관계절이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는 양상으로 관계절의 의
미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때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부의 어떤 성분으로 해석되는가에 
따라, 표제명사와 관계절이 맺는 의미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부가어 
관형사절의 의미적 특성으로 관계절이 보이는 의미 해석 과정상의 특성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부의 어떤 성분으로 해석되는가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요인
은 관계절의 서술어가 가지는 논항구조이다. ‘관형사절+명사’ 구성에서 관형사절 내
부에 관형사절 서술어의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고 표제명사의 의미가 
관형사절 서술어의 논항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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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표제명사를 관계
절 서술어의 논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가. [피자를 먹는] 사람
  나. [먹는] 사람

  (33가)에서 관형사절의 서술어는 ‘먹-’인데, ‘먹-’은 행위주역과 대상역을 논항으
로 취하는 두자리 서술어이다. (33가)의 관형사절 내부에는 ‘먹-’의 대상역 논항은 
‘피자를’로 실현되어 있지만, ‘먹-’의 행위주역에 해당하는 논항은 실현되어 있지 않
다. 
  이때 (33가)의 표제명사 ‘사람’은 ‘먹-’의 행위주역 논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는 관형사절 내부에 ‘사람’과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33가)의 ‘피자를 먹는’은 관계절로 인식되고, 표제명사 ‘사람’은 ‘먹
-’의 행위주역 논항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관계절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면서, ‘사람’의 잠재적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지는 관계절의 의미기능
이 드러나게 된다. 
  (33나)의 ‘먹는 사람’도 관계절 구성의 예이다. (33나)의 관계절 내부에는 ‘먹-’
의 행위주역 논항과 대상역 논항이 모두 실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33나)에서 
표제명사 ‘사람’은 (33가)와 동일하게 ‘먹-’의 행위주역으로만 해석된다. 이는 ‘사
람’은 ‘먹-’의 대상역 논항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는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이 있기 때문이다. (33)을 통해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부의 어
떤 성분으로 해석되는가의 의미 해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차적으로 관계
절 서술어가 가지는 논항구조이며, 이 과정에 관계절 서술어와 표제명사 사이의 선
택 제약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김민국(2010), 연재훈(2012)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계절의 의미 해석 과정
에는 화용론적 정보가 개입될 수도 있다.

   (34)  가. [좋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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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34가)는 관계절 구성의 예이고, 관계절의 서술어 ‘좋아하-’는 행위주역과 대상역
을 논항으로 취하는 두자리 서술어이다. (34가)의 표제명사 ‘사람’은 ‘좋아하-’의 행
위주역 논항으로 해석될 수 있고, 대상역 논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34
가)는 중의성을 띤다.
  그런데 (34나)에서 ‘사람’은 대체로 ‘좋아하-’의 대상역에 해당하는 논항으로 해
석되는 듯하다. 실제 대화 상황의 의문문에서 서술어의 주어가 청자이면, 그 주어는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34나)에서 ‘사람’은 ‘좋아하-’
의 행위주역 논항보다는, 대상역 논항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대화 
상황이라는 화용론적 맥락이 ‘사람’이 ‘좋아하-’의 대상역 논항으로 해석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화용론적인 맥락이 주어진다면, (34나)의 ‘사람’은 ‘좋아하-’의 행위
주역 논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가령 (34나)의 선행 담화가 ‘많은 사람들이 싫어
하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화용론적 맥락이 주어질 경우, (34나)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와 같은 의미가 되어, ‘사람’이 표제명사의 행위주역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서도 관계절의 의미 해석 과정에 화용론적 정보가 개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가. [철수가 산] 백화점49)

나. [이건희 회장이 산] 백화점 

  (35가)는 표제명사 ‘백화점’이 관계절의 서술어 ‘사-’와 어떤 문법관계를 맺는 성
분으로 해석되는가에 따라 중의성을 띤다. (35가)는 ‘철수가 백화점을 샀다’는 의미
로 해석될 수도 있고, ‘철수가 백화점에서 무엇인가를 샀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49) (35가)는 연재훈(2012: 444)의 예를 가져온 것이다. 연재훈(2012: 444)에서 제시한 원문
은 ‘[연 선생님이 산] 백화점이 어디예요?’인데, 이를 다소 수정하여 (35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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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자는 ‘백화점’이 ‘사-’의 대상역 논항으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백화
점’이 ‘사-’의 사태가 발생하는 장소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백화점’이 ‘사-’의 논항은 아니지만, 인간이 실재 세계의 어떤 사태를 인식하는 일
반적인 양상의 영향을 받은 해석이다.50)
  그런데 (35가)가 ‘철수가 백화점을 샀다’ 의미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철수’가 상당
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화용론적인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화용론적
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35가)의 일반적인 해석은 ‘철수가 백화점에서 무엇
인가를 샀다’의 경우가 된다. 
  만약 (35가)의 표제명사가 ‘백화점’이 아니라 ‘옷, 장난감’과 같은 명사라면, 이들
은 ‘사-’의 대상역 논항, 즉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
다. 그러나 ‘백화점’을 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이 필요하다는 실재 세계에 대한 
지식의 영향으로 인해, ‘철수’의 재력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35
가)는 ‘철수가 백화점에서 무엇인가를 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35가)와 (35나)를 비교해 볼 경우, 더욱 명확해 진다. (35나)는 (35가)의 
표제명사를 ‘이건희 회장’으로 바꾼 것이다. (35나)에서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재
력에 대한 화용론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을 ‘사-’의 목적어로 자
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관계절의 의미 해석에 화용론적인 정보가 개입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가? 이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서술어와 표제명사의 문법적 관계를 명시
해 주는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표제명사와 관
계절 서술어가 맺는 문법관계는 추론에 의해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해석의 과정에 
관계절이 표상하는 사태와 표제명사의 의미의 대한 화용론적 맥락이 개입될 수 있
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이중주어문의 관계절 구성에서도 관계절과 표제명사의 의미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에 화용론적 정보가 개입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50)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간, 장소, 도구’를 의미하는 부사어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인간이 실재 세계의 사태를 인식하는 일반적인 양상과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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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가. [비빔밥이 맛있는] 전주
 나. [아디다스가 좋은] 테니스화

  (36)은 일종의 이중주어문의 관계절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36)이 수용 가능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화용론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36가)의 경우에는 ‘비빔밥’이
라는 음식과 ‘전주’라는 도시에 대한 화용론적 정보가 필요하고, (36나)의 경우에는 
‘아디다스’라는 브랜드와 ‘테니스화’라는 신발의 종류에 대한 화용론적 정보가 필요
하다.51)
  (36)의 대당문장으로 볼 수 있는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자.

   (37)  가. 전주는 비빔밥이 맛있다.
 나. 테니스화는 아디다스가 좋다.

  (37가)와 (37나)에서 ‘전주’와 ‘테니스화’는 주제어로 분석되고, ‘비빔밥이 맛있
다’, ‘아디다스가 좋다’는 주제어에 대한 일종의 서술절로 분석될 수 있다. (37)과 
같은 이중주어문에서 주제어와 서술절의 의미적 결합에는 화용론적 정보가 개입되
는 경우가 많다. 이는 (37)와 아래 (38)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8)  가. ??전주는 바나나가 유명하다. 
 나. ??우유는 아디다스가 좋다.  

  (37)와 비교하여 (38)의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적격하나, 그 수용성이 떨어진다.  
이는 (38)의 주제어와 서술절의 의미적 결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재 세계에 대
한 화용론적 정보와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52) 

51) 만약 ‘전주’라는 도시의 존재와 특성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36가)는 수용 불가능한 문장
이 될 수 있다. (36나)도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수용 불가능한 문
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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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의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의미 해석에 화용론적 정보가 개입되는 현상도 바
로 이와 같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35)의 예에서 관계절과 표제명사의 의
미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에 화용론적 정보가 개입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현상이
다. (35)는 표제명사가 관계절의 서술어와 어떤 문법관계를 맺는가에 화용론적 정
보가 개입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36)과 같은 일종의 이중주어문의 관계절 구성은 
서술절 부분에 해당하는 관계절의 의미와 주제어에 해당하는 표제명사가 의미적 관
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 화용론적인 정보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때 
표제명사와 관형사절이 의미적으로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수용 가능한 문
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용 불가능한 문장이 된다. 

52) (38)의 주제어인 첫 번째 명사구를 아래와 같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로 바꾸어 보아도, 
(38)과 동일하게 문장의 수용성이 떨어진다.

     가. ??[바나나가 유명한] 전주
     나. ??[아디다스가 좋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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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6.1. 요약

  한국어 관형사절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
누는 체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계절로도 보기 어렵고 명사구 보문으로도 
보기 어려운 관형사절의 존재는 한국어 관형사절 고유의 특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전의 관형사절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통사적 ‧ 의미적 관계
에 대한 고찰은 한국어 관형사절의 특성을 구명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검토
하고, 한국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ㅊ이를 위해 본고
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과정으로서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장의 표면구조를 중시하는 본고의 문장 구조 분석 방법을 밝히고, 본고에서 사용
될 논항, 보충어, 함수자, 핵과 같은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명사도 논
항을 취할 수 있다는 명사 논항론의 관점에서, 명사의 보충어와 부가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과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도 명사의 보충어 또는 부가어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어에서 관형사절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한국어 관형사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구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은, -을’이 결합해야 한다는 형태적 기준과, 절의 지위를 가지는 구성이 표
제명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통사적 기준, 명사를 수식해야 한다는 
기능적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형사절의 정의에 따라, 이전의 논
의에서 동명사 구성 또는 명사적 관형사절로 언급된 예와 일명 굳은 관형사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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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예들은 관형사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명사구 보
문 중 완형 보문으로 논의된 구성은 관형사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
국어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체계 내에서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 
중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관형사절의 예가 나타난다. 이는 영어를 주요 대상 언
어로 한 생성 문법의 명사 수식절 체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
이 개념적으로 대를 이루는 범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형사절 내부의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존재를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삼은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1)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
기  준 구  분

가. 관계절의 구조 관계절 비관계절
나. 표제명사의 보충어/부가어 보충어 관형사절 부가어 관형사절

  (1)은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
을 상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나누고, 관형사절이 표제
명사의 논항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로 
나누는 이원적 체계이다. 
  이어서 (1)의 체계 내에서 관계절/비관계절과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의 
기본적인 개념 및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제안한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 
내에서 관계절/비관계절과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이 보이는 관계는 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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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절/비관계절과 보충어 관형사절/부가어 관형사절의 관계

 

  4장에서는 관형사절의 통사적 특성을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로 나누
어 논의하였다. 먼저 보충어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충어 관
형사절은 2차 실체와 3차 실체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표제명
사의 논항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충어 관형사절이 보이는 통사적 의존성
을 살펴보았다. 보충어 관형사절의 표제명사에 대한 통사적 의존성은 표제명사가 논
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의 성격에 따라, 현실을 나타내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
와 비현실을 나타내는 ‘-을’계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이 제약되는 현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충어 관형사절이 주절에 대해서 보이는 통사적 의존성은, 보충어 관
형사절의 시제 해석이 항상 주절의 상황시를 기준시로 하는 상대시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충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
는 의미 요소 중 어떤 의미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 논항성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부가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특성에 대해서는 부가어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관계, 
부가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부가어 관형사절은 항상 관계절의 
구조로 나타난다. 어떤 명사가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되는 관계화 가능성의 기본적인 
원리는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이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될 수 있으
면 관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범언어적인 현상으로 논의되는 관계화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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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어에도 적용됨을 확인했다. 부가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에 대한 통사적 독립
성을 보이는데, 이는 ‘-은’계 관형사형 어미와 ‘-을’계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에 제
약이 없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부가어 관형사절의 시제 해석이 발화시 기준의 
절대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부가어 관형사절이 주절에 대해서도 통사
적으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5장에서는 관형사절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보충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의 
논항이 되기 때문에 보충어 관형사절에는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 보충어 관형사
절이 가지는 의미역으로는 내용역(Contents), 기준치역(Criterion), 대상역(Theme), 
결과역(Result), 이유/원인역(Reason), 배경역(Background), 목적역(Purpose), 종차
역(Differentia), 속성역(Property)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표제명사에 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쓰이는 관계절이 보충어 관형사절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관계절의 의
미가 표제명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의미 요소 부합해야 하고, 관계절의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결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한편 부가어 관형사절의 의미적 특성으로는 관계절의 의미 해석 과정을 살펴보았
다.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부의 어떤 성분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관계절과 표제명
사가 맺는 의미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때 관계절 서술어의 논항구조, 인간이 실
재 세계의 사태를 인식하는 일반적인 양상, 화용론적 정보가 관계절의 의미 해석 과
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6.2. 남은 문제

  본고의 논의는 한국어 관형사절을 전체적인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
발하였으나, 다음고 같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고 있다. 
  첫째, 보충어 관형사절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지 못했다. 
본고에서 보충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실현 양상으로 어떠한 표제명사가 보충어로 관
형사절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진행해 보았다. 그러나 보충어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의 다른 보충어나 부가어와 함께 실현되는 다양한 양상을 상세히 논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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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둘째, 관형사절 일반의 의미적 특성을 논의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관형사절의 
의미적 특성을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충어 관
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을 아우르는 관형사절 전체가 보이는 의미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지 못했다. 
  셋째, 본고에서 논의한 한국어 관형사절의 특징적인 현상이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비슷한 
관형사절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어 화자에 대한 한국어 관형사절 교육 방안과 영
어와 같이 관계절 명사구 보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영어권 화자에 대한 한국어 관
형사절 교육 방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는 후행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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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 抄錄

 韓国語の冠形詞節の研究
朴 亨振

  この研究の目的は韓国語冠形詞節の体系を検討し、その通語 意味的特性を記述するのであ

る。具体的には関係節と名詞句補文に分けられて議論された韓国語の冠形詞節の体系を批判

的に検討した後、韓国語冠形詞節を理解する新しい体系を提示し、冠形詞節を分類する。そし

て新しい体系の内で把握できる韓国語の冠形詞節の通語 意味的特性を総合的に記述する。

　第1章では研究の対象と方法を明らかにし、先行研究の流れを簡単にまとめた。

　第2章では「X+名詞」の構成でXを名詞の補充語と附加語に判断する方法を技術し、冠形

詞節の定義と範囲を議論した。名詞も動詞と同様に意味論的な論項を取ることができ、「X+名

詞」の構成でXが名詞の意味論的な論項であれば補充語で、それではなければXは附加語とし

て判断される。冠形詞節は冠形詞形語尾が結合する形態的な基準、核名詞と結合して名詞句

になる通語的な基準、名詞を修飾する意味機能的な基準によって定義することができる。

第3章では韓国語の冠形詞節を關係節と名詞句補文に分ける既存の議論を批判的に検討

し、韓国語冠形詞節の新し体系を提示した。韓国語の冠形詞節を關係節と名詞句補文に分け

るのは、英語を中心とした生成文法の影響を受けた結果で、韓国語の冠形詞節の中には關係

節にも名詞句補文にも属さないと思われる例が存在するという問題点がある。本稿では韓国語の

冠形詞節を冠形詞節の内部に核語名詞と共指示的な通語的な空白が想定できるかよって「關

係節」と「非關係節」に分け、冠形詞節が核語名詞の補充語か附加語かによって「補充語

冠形詞節」と「附加語冠形詞節」に分ける新しい体系をを提示した。

　第4章では冠形詞節の通語的な特性を議論した。まず補充語冠形詞節について補充語冠形

詞節の通語的な実現様相を技術した。そして補充語冠形詞節が核語名詞と主節に対して見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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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語的な依存性と補充語冠形詞節の論項性の位階を議論した。附加語冠形詞節については、

關係節の関係化制約と關係節が核語名詞と主節に対して見せる通語的な獨立性を議論した。

では冠形詞節の意味的な特性を議論した。補充語冠形詞節は核語名詞の意味論的な論項で

あろので、意味役を持つことができる。補充語冠形詞節が持つ意味役には内容役、基準値

役、対象役、結果役、理由/原因役、背景役、目的役、種差役、属性役がある。そして関

係節が核語名詞の補充語として解析される条件を議論した。一方、附加語冠形詞節については

關係節の意味が解析される過程とこれに影響を与える要因を議論した。

　第6章は結論として本稿の議論を整理し、残りの問題を提示した。

主要語: 冠形詞節、核語名詞、關係節、非關係節、 補充語冠形詞節、附加語冠形詞節,

名詞修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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