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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명사와 부사의 중복 범주 연구

유영영(劉榮榮)

본 연구는 명사와 부사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명부 중복 범주를 명부 통용어, 부
사성 명사, 명사성 부사로 구분하고, 각 부류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사전과 말뭉
치에 기반하여 논의하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시간, 분량이나 
정도, 행위의 양식, 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통사적으로는 단어마다 매우 다른 양상
을 보이며 명사성과 부사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정도 차이를 보인다. 

2장에서는 품사 간의 중복, 명사와 부사의 전형성, 명사의 부사화 등 기본적 논의
를 하였다. 전형적인 명사와 전형적인 부사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명사와 
부사의 판별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기준에 따라서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
이 명사 전형성과 부사 전형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지,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판정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명사로서의 쓰임과 부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가지는 명사-부사 통용어
에 해 살펴보았다. 명부 통용어들은 명사 전형성과 부사 전형성에서 차이가 난다. 
결합 가능한 격조사의 수, ‘이다’의 결합 가능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명부 통
용어를 명사성이 강한 것, 부사성이 강한 것, 명사성과 부사성이 거의 등한 것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명사적 용법에 있어서 격조사가 두루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
성이 강하고 제한된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성이 약하다고 보았다. 한편, 
명부 통용어는 기원이 명사인지 부사인지에 따라 부사에서 명사로 용법이 확 된 
것과, 명사에서 부사로 확 된 것으로 나뉘었다. 

4장에서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부사성 명사에 해서 살펴보았다. 
부사성 명사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때 관형어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서 관
형어의 수식이 수의적인 경우, 불가능한 경우, 필수적인 경우로 구분되었다. 명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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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사성에 있어서 부사성 명사는 명부 통용어보다 부사성이 약하며, 부사성 명사
마다 정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관형어의 수식이 수의적인 부사성 명사는 필수
적인 것보다 부사성이 강하고, 뒤에 조사 ‘에’나 ‘로’를 상정할 수 없는 부사성 명사
는 ‘에’, ‘로’를 상정할 수 있는 것보다 부사성이 강하다. 

5장에서는 보충어를 취할 수 있거나 계사 ‘이다’ 혹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성 부사에 해서 살펴보았다. 보충어를 취하는 부사는 명사에 접미사가 결합하
여 형성된 부사와,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부사로 나뉜다. 보충어에는 관형사, 명사, 
관형절이 포함되는데 명사성 부사마다 취하는 보충어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부 명사성 부사는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동시에 ‘이다’와 결합할 수도 있다. 

6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명사 부사 통용, 부사성 명사, 명사성 부사, 품사통용, 영파생, 명사, 명사성, 
부사, 부사성, 명사화, 부사화

학  번: 201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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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과 대상
본 연구는 명사와 부사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이른바 명사와 부사의 범주 중복 

현상을 상으로 하여 그 의미·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에 문제가 되어 왔던 
단어들을 명사-부사 통용어(이하 명부 통용어), 부사성 명사, 명사성 부사로 나누
어 이 범주 중복을 명사성과 부사성의 정도성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
부 통용어는 명사와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부사성 명사는 명사로서 부사성을 
가지는 것이며, 명사성 부사는 부사로서 명사성을 가지는 것이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동작, 속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고, 부사는 주로 용
언을 수식하며, 수식받는 용언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한정해 주는 품사이다. 또한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뒤에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부사에는 일부 보조사
가 결합될 수 있지만 격조사는 결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명사와 부사는 의미적·
통사적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
제 쓰임에서는 양자의 용법이 넘나드는 현상이 많이 발견된다.1) 

일반적으로 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려면 부사격 조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특이하게
도 일부 명사는 조사 없이 그 자체만으로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 
범주가 명사인가 부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1) ㄱ. 오늘이 첫 출근 날이다. 
ㄴ. 그가 오늘 왔다. 

(2) ㄱ. 회원들은 거의가 왔다. 
ㄴ. 일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 

1) 명사와 부사는 모두 활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며 보조사이기는 하지만 조사의 결
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명사는 체언이고 부사는 수식언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으로 그 기능에 차이가 있다(이현희* 201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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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ㄱ)은 ‘오늘’이 주어로서 명사로 쓰이는 경우이고 (1ㄴ)은 ‘오늘’이 서술어 ‘오-’
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여 부사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 두 ‘오늘’에 
하여 명사와 부사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 명사로 처리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명사와 부사로 나눈다면 한 단어로 볼 것인가 두 단어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품사와 문장성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가 있다. 즉 ‘오늘’의 품사를 명사로 
설정하고, (1ㄱ)의 경우 명사 ‘오늘’이 주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1ㄴ)의 경우 명사 
‘오늘’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은 (2)
의 ‘거의’에 적용되기 어렵다. 우리가 (2ㄱ)에서처럼 주어로 쓰이는 ‘거의’를 명사로 
처리할 수 있지만 (2ㄴ)에서처럼 부사어로 쓰이는 ‘거의’를 명사로 처리하면 납득하
기 어렵다. (2ㄱ)에서 ‘거의’와 결합하는 ‘가’는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로 해석 가능
하기 때문에 ‘거의’는 부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 (2ㄴ)의 ‘거의’에 하여 동사 ‘마무
리되-’를 수식하는 부사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오늘’과 ‘거의’처럼 사
전에서 명부 통용어로 처리된 단어들은 과연 명부 통용어로 볼 수 있는지, 명사 혹
은 부사로 설명할 수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아래 (3)~(5)의 ‘한편’, ‘아래’, ‘불원간’도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3) ㄱ. 그는 농사를 짓는 한편 양식장도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 
ㄴ. 농협은 옥수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완공했다고 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연간 8만 톤의 옥수수가 생산되고 있다. 
(4) ㄱ. 불원간에 이 거리에 커다란 할인 매장이 생긴다고 한다. 

ㄴ. 불원간 이 거리에 커다란 할인 매장이 생긴다고 한다. 
(5) ㄱ. 합격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ㄴ. 그 일은 치 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3)의 ‘한편’은 (3ㄱ)과 같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3ㄴ)과 같이 홀로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4)의 ‘불원간’은 (4
ㄱ)과 같이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4ㄴ)과 같이 ‘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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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3ㄱ)의 ‘한편’과 (4ㄱ)의 ‘불원간’은 쉽게 명사
로 판정되지만 (3ㄴ)의 ‘한편’과 (4ㄴ)의 ‘불원간’은 그 품사를 명사로 처리할지 부
사로 처리할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5ㄱ)은 ‘아래’가 자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고 (5ㄴ)은 ‘아래’가 관형어인 ‘치 한 계획’의 수식을 받아 이루어진 명사구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다. (5ㄴ)과 같이 ‘아래’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할 
때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아래’는 명사인
지 부사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쉽게 명사로 판정된다.2) (3)~(5)의 ‘한편’, ‘불원간’, 
‘아래’가 조사 없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단어 자체가 부사성을 가
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부사성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과 
‘불원간’은 단독으로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는 반면, ‘아래’는 단독으로 부사어로 기
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편’과 ‘불원간’은 ‘아래’보다 부사성이 강하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일부 부사도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한다. 

(6) ㄱ. 틈틈이 사들인 책이 어느새 삼천 권을 헤아리게 되었다.  
ㄴ. 나는 그녀와 만나는 틈틈이 걸레 같은 떨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래고래 

마셔 댔는데 그건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7) ㄱ. 물론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ㄴ. 사법 시험에 합격하려면 술을 끊는 것은 물론이다. 

(6ㄱ)에 쓰이는 ‘틈틈이’와 (7ㄱ)에 쓰이는 ‘물론’은 부사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6ㄴ)에서처럼 ‘틈틈이’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3) (7ㄴ)에서처럼 
‘물론’은 ‘이다’와 결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형어는 명사를 수식하고, ‘이다’는 
명사와 결합한다. 이리하여 (7ㄴ)의 ‘물론’에 하여 사전에서는 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사도 ‘이다’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을 충분히 부사로 볼 수 
2) 언제나 관형어의 수식을 필수적으로 받는 의존명사와 달리 ‘아래’는 (5ㄴ)과 같이 의존적으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ㄱ)과 같이 자립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5ㄱ)과 (5ㄴ)의 두 용법 
사이에 의미적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5ㄴ)의 ‘아래’에 하여 자립명사의 의존 용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3) 5장에서 후술하겠지만 부사 앞에 오는 수식어는 관형어보다 보충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 4 -

있다. (6ㄴ)의 ‘틈틈이’와 (7ㄴ)의 ‘물론’이 부사로서 명사의 분포적 특성을 보이는 
것은 단어 자체가 미약한 명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명사와 부사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전에 명부 통용어로 등
재된 단어들에 하여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모두를 명부 통용어나 
부사성 명사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이다. 명부 중복 범주의 전반적인 특성을 밝히고 
그들을 하위분류하려면 개별 단어에 한 정 한 검토가 요구된다. 

명사성을 명사의 가장 큰 특성, 부사성을 부사의 가장 큰 특성으로 본다면 명사와 
부사의 중복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명사성과 부사성의 정도성에 있어 차이가 난
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연구는 명부 중복 범주에 포함되는 단어를 명사
성과 부사성의 정도성에 따라 명부 통용어, 부사성 명사, 명사성 부사로 나누어 각 
유형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의미·통사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1.2. 자료 수집 방법과 연구 방법
1.2.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명부 중복 범주의 실상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사용빈도가 상 적으로 
높은 것들의 용법을 세 하게 검토할 것이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국어 사전≫(이하 ≪표준≫)에 수록된 ‘명사-부사’류 단어와,4) ≪연

4) ‘명사-부사’로 분류된 항목들 중에서 방언, 북한어, 옛말, 잘못된 말을 제외하였다. 제외시킨 목
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방언: 가깜이, 그르헤, 그재, 그지, 내알, 니알, 가랑, 걸룽, 수, 처, 테, 데차, 
만지, 맨채, 맨침, 머녀, 머여, 먼여, 먼전, 먼제, 먼지, 먼첨, 먼침, 멍여, 멍이, 모냐, 모
녀, 몬자, 몬재, 몬지, 몬채, 몬첨, 무장, 밤나, 베랑, 상그르해, 서리, 쇠통, 스사로, 아깨, 
아래께, 아래끼, 애나, 어저, 오분껏, 오분해, 오올, 온채, 올, 옴막, 옴씨락, 이양, 이자, 
이지, 이진, 인자, 인전, 자래끼, 재비, 재비로, 저그저께, 저먼제, 저아래, 저아리, 전데, 
제씨, 젠젠넨, 조깐, 죄곰, 지가끔, 지썩, 집적, 쪼깐, 쪼깨, 하너께, 한소디, 한솟, 호꼼, 
호쌀, 혼저, 혼차, 홈자, 홈차

     (ㄴ) 북한어: 고 , 곤두, 꼼꼼이, 년년(年年), 루년(屢年), 륙속(陸續), 륙장(六場), 매나니, 
모춤모춤, 무중(無中), 붙임붙임, 어리가리, 얼낌덜낌, 일일년년(日日年年), 잠간(暫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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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에 수록된 ‘명사-부사’류 단어, ‘명사+[부사적으로 
쓰이어]’류 단어, ‘부사+[명사적으로 쓰이어]’류 단어를 추출하였다.5) ≪표준≫의 
‘명사-부사’류 단어는 하나의 표제어가 명사와 부사 두 품사로 처리된 것이고, ≪연
세≫의 ‘명사-부사’류 단어는 명사-부사 동형어로 처리된 것이다. ≪연세≫의 ‘명사
+[부사적으로 쓰이어]’류 단어는 품사를 명사로 처리하되 부사적으로 쓰이는 용법
을 하나의 의항(義項)으로 따로 제시한 경우이고, ‘부사+[명사적으로 쓰이어]’류 단
어는 품사를 부사로 처리하되 명사적으로 쓰이는 용법을 하나의 의항(義項)으로 따
로 제시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ㄱ. 가급적(可及的) [Ⅰ]「명사」(주로 ‘가급적이면’, ‘가급적으로’ 꼴로 쓰여) 
할 수 있는 것. 또는 형편이 닿는 것. [Ⅱ]「부사」할 수 있는 로. 또는 
형편이 닿는 로. (≪표준≫)

ㄴ. 가급적1(可及的)[명] 될 수 있는 로의 것. 
가급적2(可及的)[부] 될 수 있는 로. 가능한 한. (≪연세≫)

ㄷ. 각자(各自)[명] <i> (여러 사람을 하나씩 떼어 놓은) 각각의 자기. 각각의 

장밤(長-), 저바로, 전탕, 주장(主掌), 진창만창, 쪼각쪼각, 쪼박쪼박, 한손, 호상간(互相
間)

     (ㄷ) 옛말: 고젓긔, 그저긃픠, 그젓긔, 낫밤, , 뎨일, 멀톄, 몬져, 샹, 앗가, 어드록, 어저, 
오, 진딧, 간

     (ㄹ) 잘못된 말: 가루, 각히(各-), 군 군 , 단파방(單--), 얌냠, 옥진각진, 요마침, 장깜, 
재처, 저즈막, 저즘, 저즘께, 조곰, 쬐금, 쬐끔

5) 이 논의에서는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의 사전 처리를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약호를 
사용할 것이다. 

     명사  : N
     부사  : AD   
     한 표제어인 ‘명사-부사’류 : N+AD
     한 표제어인 ‘부사-명사’류 : AD+N
     두 표제어인 ‘명사-부사’류 : N, AD
     두 표제어인 ‘부사-명사’류 : AD, N
     명사+[부사적으로 쓰이어] : N+
     부사+[명사적으로 쓰이어] : AD+
   ‘명사-부사’와 ‘부사-명사’는 사전에서의 배열순서가 다를 뿐이다. ‘명사-부사’는 명사적 용법을 

제시한 다음 부사적 용법을 제시한 경우이고, ‘부사-명사’는 부사적 용법을 제시한 다음 명사적 
용법을 제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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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ii> [부사적으로 쓰이어] 저마다 따로따로. (≪연세≫)
    ㄹ. 당분간(當分間)[부] <i> 앞으로 얼마 동안에. <ii> [명사적으로 쓰이어] 

앞으로 얼마 동안. (≪연세≫)

(8ㄱ)의 ‘가급적’은 ≪표준≫의 ‘명사-부사’류 단어, (8ㄴ)의 ‘가급적’은 ≪연세≫의 
‘명사-부사’류 단어, (8ㄷ)의 ‘각자’는 ≪연세≫의 ‘명사+[부사적으로 쓰이어]’류 단
어, (8ㄹ)의 ‘당분간’은 ≪연세≫의 ‘부사+[명사적으로 쓰이어]’류 단어이다. 

둘째, ≪표준≫에 수록된 명사 중에서 뜻풀이에 “뒤에 쓰여”나 “다음에 쓰여”, “구
성으로 쓰여”, “꼴로 쓰여” 등 어구가 포함되는 명사, 그리고 ≪연세≫에 수록된 명
사 중에서 뜻풀이에 “꼴로 쓰이어” 어구가 포함되는 명사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에
는 그 중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추출하였다. 

(9) ㄱ. 직후(直後)[명] (흔히 ‘-은 직후’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 (≪표준≫)

ㄴ. 경우(境遇)[명] <i> [주로 ‘∼ 경우’의 꼴로 쓰이어] (어떠한 조건이 있는) 
특별한 형편, 사정, 상황, 실례. <ii> [의존적으로 쓰이어] (어떤 조건이 있
는) 특별한 상황, 가정. (≪연세≫)

(9ㄱ)의 ‘직후’는 ≪표준≫에서 추출한 것으로 뜻풀이에 “구성으로 쓰여”가 포함되
고, (9ㄴ)의 ‘경우’는 ≪연세≫에서 추출한 것으로 뜻풀이에 “꼴로 쓰이어”가 포함된
다. ‘직후’와 ‘경우’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서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명사는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한다. 

셋째, ≪표준≫에 수록된 명사 중 뜻풀이에 “주로 ‘~에’ 꼴로 쓰여” 혹은 “주로 ‘~
로’ 꼴로 쓰여” 어구가 포함되는 명사와, ≪연세≫에 수록된 명사 중 뜻풀이에 “주로 
‘~에’의 꼴로 쓰이어” 혹은 “주로 ‘~로’의 꼴로 쓰이어” 어구가 포함되는 명사를 추
출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에’나 ‘로’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는 명사를 
추출하였다. 이때 ≪연세≫에서 추출한 명사는 ‘명사+[부사적으로 쓰이어]’류 단어
에 속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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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불철주야(不撤晝夜)[명] (주로 ‘불철주야’, ‘불철주야로’ 꼴로 쓰여) 어떤 일
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표준≫)

ㄴ. 근간(近間)[명] <i> (1) [주로 ‘근간에’의 꼴로 쓰이어] 요사이. 요즈음. 
(2) 가까운 장래. <ii> [부사적으로 쓰이어] 가까운 장래에. (≪연세≫)

(10ㄱ)의 ‘불철주야’는 ≪표준≫에서 추출한 것으로 뜻풀이에 “주로 ‘~에’ 꼴로 쓰
여”가 포함되고, (10ㄴ)의 ‘근간’은 ≪연세≫에서 추출한 것으로 뜻풀이에 “주로 ‘~
에’의 꼴로 쓰이어”가 포함된다. ‘불철주야’는 ≪표준≫에 의하면 ‘불철주야’ 꼴로 쓰
여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고, ‘근간’은 ≪연세≫에 의하면 부사적으로 쓰여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넷째, 1200만 어절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부사(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부사), 그리고 ‘이다’와 결
합할 수 있는 부사를 추출하였다.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6) 

(11) ㄱ. */ETM */MAG (관형어미+부사) 
     ㄴ. */MM */MAG (관형사+부사) 
   ㄷ. */NNG */MAG (일반명사+부사) 
     ㄹ. */NNP */MAG (고유명사+부사) 
     ㅁ. */NNB */MAG (의존명사+부사) 
     ㅂ. */NP */MAG ( 명사+부사) 

6) 말뭉치에서 형태 분석형 뒤에 부기된 약호와 이에 응되는 품사가 다음과 같다. 
     NNG 일반명사    NNP 고유명사    NNB 의존명사  NP 명사 NR 수사     
     VV 동사    VA 형용사    VX 보조용언  VCP 긍정지정사 VCN 부정지정사
     MM 관형사    MAG 일반부사    MAJ 접속부사    IC 감탄사
     JKS 주격조사    JKO 목적격조사    JKG 관형격조사  JKB 부사격조사 JKC 보격조사
     JKV 호격조사    JKQ 인용격조사    JC 접속조사  JX 보조사 
     EP 선어말어미    EF 종결어미    EC/연결어미  ETM 관형사형전성어미    
     ETN 명사형전성어미    XPN 체언접두사 
     XSN 명사파생접미사    XSV 동사파생접미사   XSA형용사파생접미사   XR 어기
     SF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SP 쉼표, 가운뎃점, 콜론, 빗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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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NR */MAG (수사+부사)  
(12) */MAG 이/VCP (부사+이다)     

(11)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부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말뭉치에서 사용한 
검색어이다. (11ㄱ)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11ㄴ)은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며 (11ㄷ~ㅁ)은 체언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12)는 ‘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부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말뭉치에서 사용한 검색어
이다. (11)과 (12)의 방법을 통해 추출한 부사는 모두 명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명사성 부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부사들을 일일이 검토하였다. 

위에 제시된 네 가지 방법에 의해 단어를 추출하는 것이 일차적 작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명부 통용어, 부사성 명사, 명사성 부사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단어를 제외하여 본고의 연구 상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하지
만 말뭉치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다음의 예는 제외하였다. 

(13) ㄱ. 그끄러께, 그끄저께, 그끄제, 당금(當今), 목금(目今), 즉금(卽今), 누년(累
年), 누도(屢度/累度), 누회(累回), 매가(每家), 매명(每名), 매방(每放), 매
보(每步), 매야(每夜), 매인(每人), 매절(每節), 매조(每朝), 매차(每次), 빈
년(頻年), 식일(式日), 축삭(逐朔), 축야(逐夜), 영구장천(永久長川), 일삽시
(一霎時), 잠시간(暫時間), 종야(終夜), 편시(片時), 편시간(片時間), 한기신
(限己身), 한일모(限日暮), 한종신(限終身), 한종일(限終日), 한천명(限天
明), 무제한(無制限), 무한정(無限定), 약혹(若或), 즉통(卽通), 진개(眞個), 
팔결, 팔팔결, 고쯤, 요쯤, 저쯤, 조쯤, 고만치, 조만치, 조만큼, 요만조만, 
돈, 쓰, 돈쓰, 실총(實總), 명목상(名目上), 건건사사(件件事事), 기연미연
(其然未然), 도막도막, 뛰뛰빵빵, 무더기무더기, 연일연야(連日連夜), 조조모
모(朝朝暮暮), 초초분분(秒秒分分)

     ㄴ. 그러께(5회), 내일모레(來日--)(2회), 낼모레(3회), 엊그저께(4회), 금일
(今日)(11회), 금후(今後)(13회), 접때(19회), 저제(16회), 백날(百-)(18
회), 목하(目下)(6회), 현하(現下)(2회), 생래(生來)(14회), 살아생전(--
生前)(16회), 일평생(一平生)(10회), 금명간(今明間)(12회), 다년간(多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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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6회), 삼시(三時)(6회), 매기(12회), 매끼(每-)(5회), 매분(每分)(2
회), 매삭(每朔)(2회), 매석(16회), 매시(每時)(1회), 매시간(每時間)(8회), 
매초(每秒)(8회), 매해(13회), 매회(17회), 그날그날(14회), 일일시시(日日
時時)(1회), 야야(夜夜)(1회), 연년(年年)(9회), 거반(居半)(6회), 거지반
(居之半)(13회), 무등(無等)(9회), 만분(萬分)(1회), 고만큼(1회), 요만큼
(4회), 요만치(1회), 이만치(2회), 이즘(14회), 쪼끔(7회), 쪼금(4회), 조끔
(2회), 무론(毋論)(3회), 오매불망(寤寐不忘)(6회), 단판(單-)(4회), 백판
(白板)(2회), 축차(逐次)(2회), 별단(別段)(1회), 별양(別樣)(1회), 일양(一
樣)(1회), 재도(再度)(1회), 단통(單-)(1회), 불원(不遠)(7), 기중(其中)(9
회), 으스름(7회), 가일층(加一層)(11회), 맹탕(-湯)(12회), 헝겁(6회), 각
설(却說)(16회), 개당(個當)(2회), 미관상(美觀上)(1회), 양단간(兩端間)(2
회), 이왕지사(已往之事)(8회), 최소한도(最小限度)(18회), 만만(萬萬)(2
회), 꼬꼬(6회), 냠냠(6회), 맴맴(5회), 빼빼(9회), 가가호호(家家戶戶)(15
회), 가닥가닥(9회), 갈피갈피(1회), 거리거리(4회), 걸음걸음(1회), 골골샅
샅(1회), 골목골목(13회), 곤드레만드레(8회), 구구절절(句句節節)(13회), 
구절구절(句節句節)(1회), 방울방울(14회), 안달복달(14회), 옴니암니(1회), 
자자손손(子子孫孫)(11회), 좌왕우왕(左往右往)(3회)

ㄷ. 일간(日間), 매개(每個), 매장(每場), 매호(每戶), 매호(每號), 육장(六場), 
십상, 왕왕(汪汪), 원판(元-), 일편(一便), 전통(全統), 축일(逐一), 축일(逐
日), 한방(-房), 호호(戶戶) 

(13)은 사용빈도가 매우 낮아서 연구 상에서 제외한 예들이다. (13ㄱ)은 사용빈
도가 0회인 것들이고 (13ㄴ)은 사용빈도가 20회 미만인 것들이며 (13ㄷ)은 동형어
가 많아서 해당 단어의 빈도를 세기 어렵지만 사용빈도가 20회 미만인 것으로 예측
되는 것들이다. 

1.2.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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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형적인 명사와 전형적인 부사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명사성과 부사성, 
그리고 명사성과 부사성의 정도성을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그 기준에 따라서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별할 것이다.  

둘째,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를 근거 자료로 이용하여 연구 상 어휘
의 실제 사용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선·후행 요소와의 결합 관계, 결합 빈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단어의 명사성과 부사성 정도를 밝히는 데 참고 가치가 있다.  

셋째, 명부 중복 범주의 특성에 하여 공시적 설명을 진행하되, 그 어원이 명사
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어사전≫의 품사 처리를 참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단어가 현재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경우 명사에서 부사로 용법이 확
된 것인지, 부사에서 명사로 확 된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명사와 부사의 문제를 보다 현상 자체에 가깝게 보기 위하여 해당 단어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제시하는 예문은 주로 사전이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찾
은 예문을 가공한 것임을 밝혀 둔다. 

1.3. 선행연구 검토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의미상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상이한 통사범주로 쓰일 때 

전통문법에서는 이를 ‘품사통용’이나 ‘품사전성’, ‘영파생’으로 불러 왔다. 이러한 용
어 차이는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품사통용’이나 ‘품사
전성’은 이 문제를 품사분류상의 문제로만 본 품사론적 관점이고 영파생은 단어형성
의 관점이다. 

‘품사통용’이라는 용어는 홍기문(1927, 1947)에서 비롯된 것을 남기심․고영근(19 
85)에서 받아들여 현행 학교문법에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품사 분류를 다르게 
할 경우 품사통용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논의에서 제외될 것들이 있다는 문제점
이 있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품사의 전성으로 다룬 바 있다.7) 여기에는 하나
7) 최현배(1937/1971:719-721)에 따르면 ‘씨의 몸바꿈(品詞의 轉成)’은 ‘본형 그 로의 몸바꿈’, 

‘씨가지를 더하여 몸바꿈’과 ‘겹씨가 되어 몸바꿈’으로 구별된다. 그 중에 ‘본형 그 로의 몸바꿈’
만 품사통용과 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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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사에서 다른 품사가 만들어졌다는 어원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성으로 보
는 견해는 전성의 방향을 논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60년 부터 영파생을 파생어 형성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파생은 
영접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영접사파생’과 ‘영변화파생’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영
접사를 인정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영접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영변화파생에 

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심재기(1982), 구본관(1998)이 표적이다. 그러나 영변화
파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파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있다. 영접사파생
에 한 표적 논의는 송철의(1992)이다. 이 논의에서는 영접사파생의 짝으로 간
주할 수 있는 어휘항목의 판별 기준을 검토하고, 파생의 방향을 판별하는 기준과, 
현  한국어에서의 영접사파생의 양상을 통시적 사실을 참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다
루고 있다. 그러나 영접사를 인정한다면 동일한 형태를 지니는 접사가 부사화 영접
미사, 명사화 영접미사, 동사화 영접미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변화파생과 마찬가지로 파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8) 

품사 통용은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현상에 한 중립적인 처리임
에 비해, 품사 전성 내지 영파생은 어떤 형태에 해 기본적인 품사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품사로 쓰인다고 보는 관점이다. 품사 통용으로 보는 관점은 현상에 

한 공시적인 기술이며 현행 사전의 처리와 일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품사 
전성 혹은 영파생의 관점은 원인에 한 설명이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고영근·구본
관 2008:51). 

품사통용, 품사전성과 영파생은 모두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
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80년 부터 품사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허웅(1983), 
8)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의미상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통사범주로 기능하는 현상은 한국

어 특유의 것이 아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많은 언어에서도 흔히 보인다. 그러나 언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영어에서 이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conversion’(품사전환)’, ‘zero-derivation’(영접사파생), 
‘zero-modification’(무접사파생/영변화파생)의 세 가지가 있다(송철의 1992:266). conversion과 
zero-derivation에 해서 어느 쪽 견해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강세 변화는 이러한 파생 과정들을 단순한 품사의 전환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제로 파생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 영어에서 일부 두 음절로 된, ‘permítV/pérmitN, protéstV/ 
prótestN와 같은 예들은 동사가 명사로 바뀔 때 강세가 둘째 음절에서 첫 음절로 옮겨질 수 있
다는 점은 주목된다. 그러나 ‘pátternN/pátternV, pátentN/pátentV, léverN/léverV’와 같이 명사에서 
동사로 전환될 때에는 강세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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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옹(1992), 서태룡(2000, 2006), 영파생을 부정하는 김창섭(1990), 원형이론으로 
설명하는 최형용(1997)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김슬옹(1992)에서는 한 어휘가 한 
품사에만 소속된다는 가설과, 한 어휘가 여러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
웠다. 서태룡(2000)에서는 품사 구분의 기준을 다듬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모두’, ‘서로’처럼 명사와 부사로 기능하는 것을 명사
(N)라는 기본범주로 묶고 ‘바로’, ‘겨우’처럼 부사와 관형사로 기능하거나 ‘왜’, ‘정
말’처럼 부사와 감탄사로 기능하는 것을 수식사(A)로 묶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9) 
서태룡(2006)에서는 품사통용을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하고,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품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안하였다. 최형용(1997)에서는 범주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고 중간적인 존재가 있다는 원형이론으로 품사통용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밖에 목정수·연재훈(2000)에서는 한국어의 어휘적 부류를 크게 명사류와 
동사류로 나누었는데 부사를 명사류에 소속시켰다.  

90년  이후부터는 명사의 부사성으로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논의가 보이게 되었
는데 정희정(1997, 2000)이 표적이다. 정희정(2000)에서는 문장에 조사 없이 쓰
이는 명사들의 특성을 ‘관형성, 부사성, 서술성, 문법소성’이라는 특징으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부사성을 띠는 명사를 부사성 명사라 하여 그 의미적인 특성을 세 하게 
고찰하였다.10) 그밖에 한정한(2008)과 같이 품사로서의 명사와 통사범주로서의 명
9) 이승욱(1974)에서도 명사와 부사를 한 범주로 묶었다.

의미적 특성 자질 기능 예
지시 상1(실체)
지시 상2(행위나 상태) 관형성1 관형기능

1. 학교, 아내, 여성, 가축, 회사, 영어, 
고향, 미국...

2. 결정, 처리, 진출, 제작, 부족, 참석...
지시 상2 서술성 서술기능 결정, 처리, 진출, 제작, 부족, 만연, 

참석, 공부, 입사, 진격, 작정, 명중...
지시 상1의 속성 관형성2 관형기능 거짓, 진짜, 보통, 예사, 기본, 근본, 원

시, 절 , 여류, 기초, 다음, 제도적...
지시 상2의 속성 부사성 부사적 기능

1. 진짜, 절 , 거짓, 최 한, 조금, 다소, 
잠시, 약간, 진정, 가로, 사실, 정말, 
실상...

10) 정희정(2000:39-40)에서는 명사구가 조사 없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거나 문형을 결정하
고 문장에 어떠한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은 명사의 통사적인 특성 때문으로, 이 통사적인 특성은 
명사의 의미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아래의 표는 명사의 의미와 그 의미로 인한 통사적인 특성을 
명사가 가지는 자질로 보고 그 관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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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식(1996)
가운데, 간, 겸, 경우, 고, 관계, 길, 김, 까닭, 끝, 나머지, 날, 녘, 
다음, 신, 때, 때문, 도중, 동시, 동안, 둥, 뒤, 듯, 듯이, 등, 마당, 
만큼, 망정, 무렵, 바, 바람, 반면, 사이, 셈, 양, 적, 전, 족족, 중, 
즈음, 즉, 차, 참, 채, 탓, 터, 통, 판, 한, 후

채숙희(2002)
-ㄴ 가운데(에), -ㄹ 겸, -ㄴ/ㄹ 경우(에), -ㄴ 고로, -ㄴ 관계
로, -ㄴ 길로, -ㄴ 길에, -ㄴ 김에, -ㄴ 까닭에, -ㄴ 끝에, -ㄴ 
나머지, -ㄴ 날에는, -ㄹ 녘(에), -ㄴ 다음(에), -ㄴ 로, -ㄴ 

사를 구분하는 논의가 있다. 이규호(2008ㄱ)에서는 명사-부사 통용어에 하여 명
사의 기능이 확 되어 부사적 용법도 갖게 된 명부류로 보고, 명사가 부사로 기능이 
확 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관형사형 어미+명사’ 구성은 본고의 부사성 명사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통사적 
구성에 해 관심을 가진 연구로는 우형식(1996), 채숙희(2002), 최운호(2005ㄱ, 
ㄴ), 이은경(2005), 유혜원(2007), 임근석(2009), 신서인(2010) 등이 있다. ‘관형사
형 어미+명사’ 복합체에 하여 우형식(1996)과 최운호(2005ㄱ, ㄴ)에서는 접속 
기능 명사구로, 채숙희(2002)에서는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이은
경(2005)와 임근석(2009)에서는 문법적 연어 구성으로 보았다. 유혜원(2007)에서
는 이러한 명사를 명사 연쇄 구성에서 경계표지의 역할을 하는 ‘경계성’ 명사류라고 
부르고, 신서인(2010)에서는 명사구가 부사어로 쓰일 때 이 명사구의 핵을 이루는 
명사를 부사성 명사라고 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연구 상으로 선정한 명사는 목록
에 차이를 보인다.   

2. 결정, 처리, 진출, 제작, 부족, 참석, 
공부...

3. 째, 듯, 이상, 결과, 채, 다음, 양, 
로, 나머지

지시의미의 약화 문법소성
문장연결기능 때, 듯, 이상, 결과, 관계, 마당, 참, 통, 

김, 차, 덕분, 가운데...
양태기능 모양, 듯, 법, 셈, 마련...
시상기능 중, 길, 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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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ㄴ 데(에)다가, -ㄴ 도중(에), -ㄴ 동시에, -ㄴ/ㄹ 동
안(에), -ㄴ 뒤(에), -ㄴ/ㄹ 듯, -ㄴ/ㄹ 듯이, -ㄴ 등, -ㄹ 때
(에), -ㄹ 때까지, -ㄴ/ㄹ 마당에, -ㄴ 만큼, -ㄹ 무렵(에), -ㄴ 
마련으로, -ㄴ/ㄹ 바에, -ㄴ 바람에, -ㄴ 반면(에), -ㄴ/ㄹ 사이
(에), -ㄴ 서슬에, -ㄹ 셈으로, -ㄴ 양, -ㄹ 양으로, -ㄴ 이래
(로), -ㄴ 이후(에), -ㄹ 적에, -ㄹ 제, -ㄴ 족족, -ㄴ 중(에), 
-ㄹ 즈음(에), -ㄴ 즉, -ㄴ 차에, -ㄴ/ㄹ 참에, -ㄴ 채(로), -ㄴ 
척, -ㄴ 체, -ㄴ 탓에, -ㄴ 탓으로, -ㄴ 터로, -ㄴ 터에, -ㄴ 통
에, -ㄴ/ㄹ 판에, -ㄴ 판국에, -ㄴ 한, -ㄴ 후(에)

최운호(2005ㄴ)
가운데, 결과, 경우, 관계, 길, 까닭, 끝, 나머지, 날, 다음, 당시, 
신, 도중, 동시, 동안, 뒤, 때, 마당, 반면, 사이, 서슬, 셈, 순간, 연
후, 이래, 이상, 이후, 중, 지금, 직후, 찰라, 탓, 틈, 판, 판국, 한, 
한편, 후

이은경(2005)
가운데, 관계, 길, 끝, 나머지, 날, 노릇, 다음, 신, 덕분, 도중, 동
시, 동안, 뒤, 때, 마찬가지, 물론, 반 , 반면, 별도, 사이, 생각, 서
슬, 소치, 예정, 이상, 일쑤, 전, 정도, 직전, 직후, 탓, 판국, 필두, 
한, 한편, 후

신서인(2010) 때, 동안, 경우, 뒤, 후, 가운데, 처음, 결국, 신, 그때, 이후, 최근, 
이상, 전, 당시, 정도, 요즘, 순간, 오늘, 그동안

문법화의 측면에서 일부 부사성 명사의 양상을 보인 연구로는 안주호(1997), 정
희정(2000)을 들 수 있다. 안주호(1997)에서는 문법화 과정에 있는 명사들이 어떻
게 문장에 실현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희정(2000)에서는 문법화 과정
에 있는 명사들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들이 하는 기능을 살펴보았다. 

부사의 명사성에 관한 연구로는 남수경(2010)을 들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품사 
구분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부사로 처리되어 왔던 일군의 단어들이 관형어의 수
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통해 명사, 부사 간 품사의 경계가 매우 모호함을 
밝혔다. 한편, 이규호(2011)에서는 부사가 체언을 논항이나 관형어로 요구하는 현
상에 해 고찰하였다. 체언 논항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부사가 서술성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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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언 관형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부사가 명사적 성격을 가지는 이러한 구성을 
‘체언+부사’의 구성이라고 불 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명부 통용어에 하여 논의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주에서 
다루었거나 같은 범주 안에서 다루었더라도 목록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명부 통용
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명부 통용어에 한 세 한 검토를 통하여 더 합리적인 기술 방안을 모색하
고 그 목록을 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부사적 성격을 보이는 명사, 명사적 
성격을 보이는 부사도 명부 통용어와 같이 명사성과 부사성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4. 논의의 구성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받아들이는 언어학적 전제인 품사의 중복을 설명하고 본

고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명사의 전형성, 부사의 전형성에 해 논의한 다음 명사와 
부사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는 현상인 
명사의 부사화에 하여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명부 통용어에 해서 살펴본다. 먼저 명부 통
용어의 판별 기준과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명부 통용어의 의미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사전과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명부 통용어에 

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부사성 명사에 해서 살펴본다. 부

사성 명사는 관형어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서 수의형, 불가형, 필수형으로 구분되
는데 각 유형의 판별 기준과 목록을 제시한 다음 그 의미․통사적 특성을 논의한다.

5장에서는 명사성 부사에 해서 살펴본다. 명사성 부사는 보충어 결합 가능형, 
‘이다’ 결합 가능형, 조사 결합 가능형으로 구분되는데 세 가지 유형의 판별 기준과 
목록을 제시한 다음 그 의미․통사적 특성을 검토한다. 

6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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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품사 간의 중복
품사 분류는 문법 연구에 매우 큰 의의를 지니지만, 품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품사를 판정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존재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첫
째는 두 가지 이상의 통사 범주를 가지는 동일 형태의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단어인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이 단어들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인정할 만한 특징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것이 품사 범주의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생긴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 부류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하
나의 단어를 하나의 품사 범주로 한정하기 어렵다. 두 개 이상의 범주에 걸친 단어
들은 소속 범주들의 교집합을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현희*(2011)에서는 품사
를 일종의 원형적 구조를 가진 범주로 보고, 전형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어 개별적
으로 범주 전형성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현희*(2011)에서 제시한 
품사 간 중복 양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체 단어를 한 집단으로 가정한다면 그 집단 내부는 어떤 공통적인 자질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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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명사 76개 31개 1254개 361개 127개 2개
명사 76개

(?) 0개 17개 1개 8개 0개

수사 31개
(?) 0개 223개 1개 0개 0개

관형사 1254개
(1275)

17개
(17)

223개
(238) 2개 11개 0개

부사 361개
(430) 1개 1개 2개 25개 2개

감탄사 127개
(165)

8개
(12) 0개 11개

(14)
25개
(34) 0개

조사 2개 0개 0개 0개 2개 0개
동사 754개

형용사 754개
(804)

관련성을 맺는 품사들로 구성된다고 추상화할 수 있다. 직접 관계되는 품사는 조금 
가까운 관계이고, 다른 품사를 경유하여 관계가 맺어지는 품사는 조금 먼 관계이다. 
경유하는 품사가 많을수록 친 성이 떨어진다. 

사전에서 품사통용으로 처리된 예는 품사 간의 중복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1) 
사전에서 보여준 품사통용의 유형과 숫자에 하여 서태룡(2012:9)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준(표준 2012)의 품사 통용 실태2)

1) 고영근·구본관(2008:49-51)에서는 품사 통용 현상의 원인을 첫째, 품사 분류가 임의적이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경우(수관류, 명관류, 형동류), 둘째, 통시적인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명조류, 조부류), 셋째, 의미상의 특성 때문에 두 가지 품사로 쓰
이는 경우(부감류, 명부류, 부류), 넷째, ‘품-품다’와 같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
운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2) 이 <도표>에 하여 서태룡(2012:8-9)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을 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을 이 글에서는 표준으로 표시한다. 국립국어원(2012)은 현재 인터넷

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글에서는 표준 2012로 구별한다. <도표>는 표준의 통
계로 “0개”는 그 예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표준 2012는 계속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 2012에는 ( )에 제시한 것이 2012년 11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인데 통용이 늘어나
고 있다. <도표>에 ‘(?)’로 표시한 명사- 명사, 명사-수사의 통용은 표준 2012의 <자세히 
찾기>, ‘품사’ 항목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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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목적어   관형어의 수식  술어(X-이다) 부가어
명사  +   + +       +  - 

의존명사  +   + +       +  -
‘아직’류 부사  -   - -       +  +

위에서 제시된 표는 품사 사이의 관련성을 보인 것이다. ≪표준≫에 의하면 두 가
지 이상의 품사로 처리된 단어 가운데 명사와 부사로 처리된 표제어가 430여 개에 
이른다. 명사-관형사 통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치는 동사-형용사 통용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명사와 부사가 통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은 남수경(201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만큼 명사와 부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사론에 한 기존의 관점인 분리성, 불연속성을 탈피하여 비분리성, 연속성으로 
품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유형론적 논의로는 Seiler(1985), Taylor(1995), 
Anward et al.(1997), Sasse(2001) 등이 있다.3) 비분리성과 연속성의 입장을 취하
여 한국어의 품사 구분을 문제 삼은 연구로는 김정웅(2008)이 있다. 김정웅(2008: 
181)에서는 Sasse(2001)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명사와 부사 간의 통사적 지위 즉 
문장 성분이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한국어 명사와 부사간의 기능적 범주 스케일
 
김정웅(2008)에서는 ‘아직’류 부사가 명사와 함께 ‘X-이다’ 구문에서 ‘X’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명사와 인접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이러한 부사들에 해서 술어명사
에 상응하는 술어부사란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견지를 취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이다’가 붙는 특성을 술어성으로 설명했지만 남수경(2010:97)에서는 ‘이다’가 전형

     다음은 필자가 2015년 7월에 확인한 통계이다. 
     (ㄱ) 명사-부사(434개), 동사-형용사(805개)
     (ㄴ) 명사-관형사(1275개), 명사-관형사(17개), 수사-관형사(238개)
     (ㄷ) 명사-감탄사(163개), 명사-감탄사(10개), 관형사-감탄사(12개), 부사-감탄사(31개) 
     (ㄹ) 명사-부사(2개), 의존명사-조사(15개), 수사-관형사-명사(3개)
3) 유형론에서는 명사-동사, 명사-형용사, 동사-형용사 통용(전환)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명사-부사 통용에 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한국어의 명사와 부사 간의 이러한 인접성
은 유형론적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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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명사에 붙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명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
적하였다. 

명사와 부사의 통용은 한국어만의 특유한 현상이 아니다. 중국어에서도 명사-부
사 통용어가 허다하다.   

(1) ㄱ.  必須     從      根本    上     解決     問題。
 bìxū    cóng    gēnběn  shàng  jiějué    wèntí

       반드시  에서부터  근본    상    해결하다  문제
반드시 근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ㄴ. 我    根本      沒        說        過           這種      話。
wǒ  gēnběn     méi      shuō      guò         zhèzhǒng  huà 
나   여태껏  -지 않았다  말하다  -한 적이 있다  이런      말
나는 여태껏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2) ㄱ. 那  事   他  也  只   知道    個       大概。
nà  shì  tā  yě  zhǐ  zhīdào   gè      dàgài
그  일   그  도  단지 알다  개(분류사) 강
그 일에 해 그도 강 알 뿐이다. 

ㄴ. 他  又   折回來    了,  大概  是   忘     帶      什麼    東西    了。
tā  yòu zhéhuílái   le  dàgài  shì  wàng   dài    shěnme  dōngxi   le

 그 다시 되돌아오다 LE  아마 이다  잊다  휴 하다  어떤   물건    LE 
그가 다시 되돌아온걸 보니, 아마 뭘 잊은 모양이다. 

(1ㄱ)의 ‘根本(근본)’은 개사(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이고 (1ㄴ)의 
‘根本(근본)’은 문장을 꾸미는 부사어로 쓰이기 때문에 부사이다. 명사로 쓰일 때는 
“근본, 근원, 기초”를 의미하고, 부사로 쓰일 때는 “여태껏, 이제까지, 본래, 원래”를 
의미한다. (2ㄱ)의 ‘大概( 개)’는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이고 (2ㄴ)의 ‘大概
( 개)’는 문장을 꾸미는 부사어로 쓰이기 때문에 부사이다. 명사로 쓰일 때는 “개
략, 강”을 의미하고 부사로 쓰일 때는 “아마(도), 개”를 의미한다. ‘根本(근본)’
과 ‘大概( 개)’는 모두 명부 통용어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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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통용은 통용되는 품사 사이에 범주적 인접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4) 
명사와 부사의 인접성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명사의 특
성과 부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명사가 부사로 그 용법이 
확 되었거나 부사가 명사로 그 용법이 확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둘째는 
명사로서 부사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일부 명사가 부사어로만 쓰이는 부사와 분포가 중복되기 때문에 나타
난 것이다. 셋째는 부사로서 명사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일
부 부사가 관형어의 결합, ‘이다’의 결합, 조사의 결합 등 명사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명사와 부사의 인접성을 보여주는 단어는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한다. 가령 품사를 
원형 범주로 보면 전형적인 명사와 전형적인 부사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명사와 부사의 무표적 문법 기능을 확정할 수 있다. 나아가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하
는 단어들이 명사 전형성과 부사 전형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고, 그 
정도성에 따라 품사 범주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2.2. 명사와 부사의 전형성
동일한 품사 범주의 단어에는 전형적인 것과 비전형적인 것이 있다. 품사는 전형

4) 품사 사이뿐만 아니라 품사의 하위 부류 사이에도 범주적 인접성을 보인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몸을 움직인다. / 하루 사이에 마음이 움직였다.  
     (ㄴ) 산이 보인다. / 그는 나에게 사진을 보였다.   
     (ㄷ) 휴지를 휴지통에 버린다. /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ㄱ)에서 ‘움직이다’는 타동사와 자동사로서의 쓰임을 보이고, (ㄴ)에서 ‘보이다’는 피동사와 사

동사로서의 쓰임을 보이며, (ㄷ)에서 ‘버리다’는 본동사와 보조동사로서의 쓰임을 보인다. (ㄱ~
ㄷ)과 같은 예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타동사와 자동사, 피동사와 사동사, 본동사
와 보조동사를 인접 범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관형사와 접두사, 보조사와 접미사, 단어와 형태소, 단어와 구 사이에도 절 적인 경계
가 없어 인접성을 보인다. 단어와 구의 경우는 확실히 단어인 것과 확실히 구인 것이 있는가 하
면 단어인지 구인지 분명하지 않는 것도 있다.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단어 같기도 하고 구 같기
도 한 중간적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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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의 분포적 특성에 의해 구분된 것이다. 상이한 품사의 전형적인 것들은 분포
상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비전형적인 것들은 분포상의 차이가 모호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비전형적인 것들 때문에 품사의 경계를 확연하게 나누기 어려운 것이다.  

2.2.1. 명사의 전형성

동일한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이라 하여도 특성상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를테면, 명사 가운데 자립명사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
형어를 동반해야 쓰일 수 있다. 또한 관형명사는 관형어로만 쓰이고 격조사가 붙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자립명사는 전형적인 명사이며, 의존명사와 관형명사
와 같이 제한적인 용법을 가지는 명사는 전형적인 명사가 아니다. 그러나 자립명사
에도 전형적인 것과 비전형적인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책’은 모든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최 한’은 조사 ‘으로’, ‘의’와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은 ‘최

한’보다 전형적이고 명사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명사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최현배(1982)와 허웅(1995)은 

명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5)

(3) ㄱ. 명사는 사물의 개념을 나타낸다. 
ㄴ. 명사는 활용을 하지 않는다. 
ㄷ. 명사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ㄹ. 명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ㅁ. 명사는 조사와 결합해서, 또는 조사 없이 문장의 여러 성분으로 쓰일 수 있

다. 
ㅂ. 명사는 관형어의 받침말이 될 수 있다.  

위의 특성은 전형적인 명사만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예컨  ‘책’과 ‘물’은 (3)의 특
성을 모두 구비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명사이다. (3ㄱ)은 명사의 의미 특성인데 역시 

5) 정희정(200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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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명사에 한정한다. ‘최 한’과 같은 추상 명사는 사물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하기 어렵다. (3ㄴ)은 명사 특유의 특성이 아니다. 관형사와 부사도 활용을 하지 않
기 때문이다. (3ㄷ~ㅂ)도 전형적인 명사만 갖추는 것이다. ‘기왕’은 조사 ‘의’, ‘에’와 
결합할 수 있지만,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또
한 부분의 관형명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도 없고,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주어가 될 수 없거나 조사 결합에 제약이 있거나 특정한 문장 성분
으로 쓰이거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명사가 있으므로 (3ㄷ~ㅂ)은 명사를 
판별하는 절 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물론 위의 특성을 모두 갖추면 명사 전형성
(이하 명사성)이 강하고 적게 갖출수록 명사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선웅(2014)에서는 명사류어의 명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준을 제
시하고 있다. 주요 규준과 보조 규준으로 나누어진다. 

(4) A. 명사성 검증의 주요 규준
ㄱ. 격조사와 결합 가능하면 명사성이 강하다. 결합하는 격조사의 종류가 적을

수록 명사성이 약하다.  
ㄴ.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면 명사성이 강하다.  
B. 명사성 검증의 보조 규준
ㄱ. 격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해도 ‘이-’와 결합할 수 있으면 미약한 명사성이 

있다. 
ㄴ. 형태변화 없이 관형어로 쓰이면 명사성이 있다. 
ㄷ. 단어형성에서 다른 명사와 분포적 공통성이 많으면 명사성이 있다.  
ㄹ. 부사의 분포적 특성을 허용하면 명사성이 약하고 부사의 분포적 특성만을 

보이면 명사성이 더 약하다. 
ㅁ. 술어명사는 명사성이 약간 약하다.  
ㅂ. 의존적 단어는 자립적 단어보다 명사성이 미약하게 약하다.  

(4)의 규준에 따라 34개 명사류의 명사성 정도를 측정하여 그 상 적 위계를 제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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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상=아침=그곳=다섯 > 연구 > 여기=첫째 > 내일 > 것 > 달관 > 감사 >
  척 > 때문 > 뿐 > 만일 > 매사 > 거덜 > 염두=어안=부지런=각고 > 만큼 

> 만무 > 가관 > 일쑤 > 열심 > 듯 > 국제=단순=거  > 적극 > 간이 > 
화려=맹목

명사성의 정도가 가장 강한 유형으로 ‘책상’류 일반명사나 ‘그곳’과 같은 명사, ‘다
섯’과 같은 수사 등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명사-부사 통용어나 ‘것’ 같이 조사 결합
이 자유로운 의존명사부터 ‘듯’ 같이 조사 결합이 극히 제한적인 의존명사까지 결합 
제약에 따라 연속선상으로 나열하였다. 마지막으로 명사성의 정도가 가장 약한 유형
으로 이른바 어근적 단어를 제시하였다. 

이선웅(2014)에서는 명사류를 명사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서 격조사의 
결합이나 관형어의 수식 등과 같은 분포적 특성을 우선하여 분포에 의한 명사 범주
의 설정 규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달리 이영제(2014)에서는 명사류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휘의미적 특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면서 표
적으로 어근적 단어의 예를 들어 이들의 분포적, 의미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어근적 
단어는 본래의 어휘의미를 일부 상실하고 새로운 문법기능을 흭득하는 과정에 있으
므로 의존명사와 같이 본래의 어휘의미를 거의 상실한 기능요소적 명사류들에 비해 
명사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사
성의 정도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6) ㄱ. 격조사와 결합 가능하면 명사성이 강하다. 결합하는 격조사의 종류가 적을
수록 명사성이 약하다. 

ㄴ.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면 명사성이 강하다.   
ㄷ. ‘이다’와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성이 있다. 

간추려 말하면 격조사의 결합, 관형어의 수식, ‘이다’의 결합은 명사성의 정도성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6) 그러면 명사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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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6)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면 물론 명사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가지나 
두 가지 특성만 갖추는 명사도 많다. 본고의 연구 상이 명사와 부사의 중복 범주
이기 때문에 명사와 부사를 비교하면서 명사의 판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명사는 격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관형어, 보어, 부사어, 독립어로 자유롭
게 쓰일 수 있지만, 부사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나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7) 
따라서 격조사의 결합은 명사와 부사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다.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로 판정할 수 있다. 한편, 관형어의 수식과 ‘이다’의 결합은 명사의 
중요한 특성이지만 특유한 것이 아니다. 일부 부사가 관형어를 취하거나 ‘이다’와 결
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면서 관형어의 수식, 
‘이다’의 결합 중 하나만 갖추면 명사로 판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면 명사로 볼 수 있는가. ‘그 로’ 같은 부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
진다.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 ‘이다’의 결합 두 가지 특성만 구비한다는 것은 명사를 
판정하는 아주 유효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부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명사의 
판별 기준을 일단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7) ㄱ. 격조사의 결합은 명사를 판별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ㄴ. 관형어의 수식, ‘이다’의 결합은 명사를 판별하는 부수적인 조건이다. 

격조사의 결합이 명사를 판별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문제는 격조사 중 일부는 

6) 이규호(2008ㄱ:1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명사가 접속조사와 결합했을 때와 부사격 조사
와 결합했을 때는 명사성의 정도에서 차이를 갖는다.  

     (ㄱ) 단판의 승부
     (ㄴ) 단판{으로, 에} 승부를 짓다
   ‘단판’이 접속조사(학교문법에서는 관형격 조사라 함)와 결합한 (ㄱ)에서는 명사성을 그 로 보

존하고 있는 반면, (ㄴ)에서는 부사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사 ‘단판’과 부사
격 조사 ‘로, 에’의 결합형이 부사어로 기능함에 따라 이 전체 구성이 가진 부사성이 ‘단판’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7) 격조사 중 ‘이/가’, ‘을/를’은 보조사의 성격도 갖고 있다. 부사가 ‘이/가’, ‘을/를’과 결합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때 ‘이/가’, ‘을/를’은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로 쓰이는 것이다. 5장에서 논의하겠지만 
격조사 ‘의’는 부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사는 구조격 조사(주격 조사, 목적격 조
사, 관형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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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 역할을 하여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문법에서 격조사의 종류
와 그 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8) 

(8) ㄱ. 주격 조사: 이/가
ㄴ. 목적격 조사: 을/를
ㄷ. 관형격 조사: 의
ㄹ.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 (으)로, 와/과 
ㅁ. 보격: 이/가 
ㅂ. 서술격: 이다 
ㅅ. 호격: 아/야 

주격 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를’이 보조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은 많이 
언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와 결합하면 격조사로, 부사어와 결합하면 
보조사로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부 통용어일 경우는 주어, 목적어인지 부사어인
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9) ㄱ. 그는 전시장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았다. 
ㄴ. 그는 전시장에 걸린 그림을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았다. 

(9)에서 ‘를’과 결합하는 ‘하나하나’는 목적어로도 부사어로도 해석된다. 목적어로 
해석되면 ‘를’이 목적격 조사로 쓰이고, 부사어로 해석되면 ‘를’이 보조사로 쓰인다. 
‘를’이 있을 때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를’을 생략했을 때는 부사어로만 
해석할 수 있다. 

관형격 조사 ‘의’는 부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10) 그 집은 당분간의 숙소로 적당했다.
8) 임동훈(2004)에서는 한국어의 격조사를 문법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로 나눈 바 있다. 문법격 조

사는 의미적 관계와 무관한 통사적 관계를 표시하고, 의미격 조사는 위치나 도구와 같은 의미적 
관계를 표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가, 을/를, 의’를 문법격 조사로, ‘에/에게, 에서, 으로/로, 
와/과’를 의미격 조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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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부사어로 기능하는 ‘당분간’은 ‘의’와 결합하고 있다. 
‘당분간’은 ‘의’ 이외의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의’와 결합하는 예도 매우 드물
기 때문에 (10)은 부사 ‘당분간’이 임시적으로 명사로 전용(轉用)되어 쓰이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부사격 조사 중에 ‘에서, 에게, 와/과’는 명사에만 붙지만 ‘에, (으)로’는 명사뿐만 
아니라 일부 한자어 부사에 붙기도 한다. 

(11) ㄱ. 선생이 생전에 국어학 연구에 끼친 공적은 후세에 길이 빛날 것이다.
ㄴ. 소문은 즉시(에) 온 동네로 퍼졌다.

(11ㄱ)에서 ‘에’와 결합하는 ‘생전’은 명사로 판정된다. 이때 ‘에’가 생략될 수 없다. 
(11ㄴ)에서 ‘즉시’와 결합하는 ‘에’를 생략했을 때 ‘즉시’는 부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
므로 ‘즉시’를 부사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9)  

보격 조사 ‘이/가’와 서술격 조사(계사) ‘이다’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 연결 어미 
‘어서’ 뒤에도 붙는다. 그래서 ‘이/가’, ‘이다’의 결합은 명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기준
이 되지 못한다. 한편, 호격 조사 ‘아/야’는 명사에만 붙는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
는 명부 중복 범주가 모두 부름의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아/야’의 결합이 본고
에서는 명사를 판별하는 유용한 기준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격조사의 결합은 명사를 판별하는 필요조건
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다. ‘에서, 에게, 와/과, 아/야’는 명사에만 결합할 수 있지만, 
명부 중복 범주 중에 ‘에서, 와/과’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가 소수일 뿐이고 ‘에게, 
아/야’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격조사의 결합이 유용한 
9) ‘생전’과 ‘즉시’는 다음과 같은 용법도 가진다.  
     (ㄱ) 술에 잔뜩 취한 그는 생전 하지 않던 첫사랑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ㄴ) 기다리던 청혼을 받고도 그 즉시에는 아무 답도 못 했다. 
   (ㄱ)에서처럼 ‘생전’은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 (ㄴ)에서처럼 ‘즉시’ 앞에는 관형사 ‘그’가 올 수 

있다. 이 경우는 부사 ‘즉시’가 명사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해서 5장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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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같지 않다. ‘이/가(주격 조사/보조사), 을/를(목적격 조사/보조사), 의, 에, (으)
로, 이/가(보격 조사), 이다’는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에도 결합할 수 있다. 이 조사
들의 결합은 명사를 판별하는 절 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이 조사 중 두 개 이상과 
결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명사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구 상에 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명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10) 

2.2.2. 부사의 전형성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며, 수식받는 용언의 뜻을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용언 이외에 다른 부사, 체언, 관형사, 구, 문장 등을 수식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 ㄱ.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ㄴ. 부사는 활용을 하지 않는다. 
ㄷ. 부사는 격조사를 취하지 않지만 보조사를 취할 수 있다. 
ㄹ. 부사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ㅁ. 부사는 필수성분이 아니다. 

(12ㄱ)은 부사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관형사와 일부 명사는 명
사를 꾸며 주고, 일부 명사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때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
기 때문에 (12ㄱ)은 부사를 판정하는 절 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용언 이외의 
품사들은 모두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ㄴ)도 역시 부사를 판정하는 절 적인 

10) 이규호(2008ㄱ)에서는 ‘명부 통용어+조사’의 구성에서 통용어의 품사를 결정짓는 기준에 하
여 논의하였다. 조사의 종류에 따라 명부 통용어의 성격이 결정되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후행어
선행어   조사 또는 명사 판별 결과

명부 통용어
에, 에서, 에게, 로; 의, 인, 와/과 명사

이/가, 을/를, 이다, 보조사 부사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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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아니다. 보조사는 많은 언어 단위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12ㄷ)도 부사만
의 특성이 아니다. 또한 위치 이동이 자유로운 부사가 있지만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부사도 많다. 따라서 (12ㄹ)은 모든 부사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다. (12ㅁ)
은 부사가 수의성분으로서 문장 구성에 필수성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문장 안에서 부사를 제거하더라도 문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생략 불가능한 부사도 있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
서 (12ㅁ)도 역시 일부 부사에만 적용될 수 있다.  

부사는 서술어의 논항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보조
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와 유사성을 보인다. 부사와 명사의 차이를 조
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ㄱ. 명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부사는 그렇지 않다. 
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사는 그렇지 않다. 
ㄷ. 명사는 조사 없이 문장의 여러 성분으로 쓰일 수 있지만 부사는 부사어로만 

쓰인다. 

(1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
을 수 없으며 문장에서 부사어로만 쓰인다. (12)와 (13)에 제시된 특성을 모두 갖
추면 가장 전형적인 부사가 될 것이다.11) 그 특성들을 적게 갖출수록 부사 전형성
(이하 부사성)이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12) 
11) ‘아주’와 ‘과연’은 전형적인 부사로 판정된다.   
     (ㄱ) 이번 시험 문제는 아주 쉽다.
     (ㄴ) 과연 헛말이 아니었다. 
   (ㄱ)의 ‘아주’는 ‘쉽다’를 수식하는 성분부사이고 (ㄴ)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

이다. 
12) 부사성이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주로 부사성 의존명사와 부사성 명사라는 개

념에 사용되어 체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특성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부사
성을 달리 해석하는 논의도 있다. 황화상(2009)에서는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하기 위해 서로에 

해 갖는 변별 속성을 각각 관형성과 부사성으로 규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관형성이란 어떤 
상을 지시하는 단어를 수식하여 그 상이 갖는 속성을 나타내는 성질이고, 부사성이란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수식하여 그 속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성질이라고 정의하였다. 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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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관형어를 취할 수 있는 부사가 있다.  

(14) ㄱ. 그는 아이의 성격을 아는 고로 그 아이를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ㄴ. 그는 중얼거리는 틈틈이 침을 퉤퉤 뱉으며 제자리에 서서 사방을 노려보다

가 다시 걸음을 옮겨놓곤 했다. 

(14ㄱ)에서 ‘까닭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고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
때 관형어인 ‘아이의 성격을 아는’은 ‘고(故)’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것이며, ‘로’는 
‘고(故)’ 명사구의 부사어 기능을 명시하기 위하여 붙은 것으로 보인다. (14ㄴ)에서 
부사 ‘틈틈이’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이때 관형어인 ‘중얼거리는’은 의미적
으로 ‘틈’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부사 앞에 오는 관형어는 의미적으로 명사 
어근인 ‘고(故)’와 ‘틈’을 수식하는 것 같지만 통사적으로 ‘고로’와 ‘틈틈이’를 수식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로’와 ‘틈틈이’는 부사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관형어의 수식이라는 특성 이외에 
명사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두 단어는 단지 의미적 특성 때문에 명사의 한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될 뿐이다. 명사의 한 가지 특성만 가진다고 해서 그 품사도 명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부사가 관형어를 취하는 현상에 하여 그 부사가 명사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다’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이 전형적인 분포적 특성이다. 그러나 일부 부사가 
‘이다’와 결합할 수 있다.  

(15) ㄱ. 사법 시험에 합격하려면 술을 끊는 것은 물론이다. 
ㄴ. 그는 노래 솜씨가 제법이다. 

(15ㄱ)의 ‘물론’과 (15ㄴ)의 ‘제법’은 ‘이다’와 결합할 수 있다. ‘이다’는 주로 명사와 

식(2002)에서도 ‘부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 ‘부사성’이란 ‘용언 수식성’
과 ‘부사 수식성’을 의미한다. 



- 30 -

결합하지만 명사 특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다’와 결합한다고 해서 명사로 쓰인
다고 할 수 없다. ‘이다’의 결합은 명사와 일부 부사가 공유하는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도 ‘이다’가 명사 뒤에 오는 것이 전형적인 분포적 특성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부사가 명사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상에서 논의한 조사의 결합, 관형어의 수식, ‘이다’의 결합은 부사를 판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6) ㄱ.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면 미약한 명사성이 있다. 
ㄴ. ‘이다’와 결합할 수 있으면 미약한 명사성이 있다.  
ㄷ. 문법격 조사 ‘이/가, 을/를, 의’와 결합할 수 있으면 미약한 명사성이 있다. 

(16ㄱ) 혹은 (16ㄴ)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부사는 명사성 부사로 판정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부사도 있는데 역시 명사성 부사로 볼 수 있다. (16
ㄷ)에서처럼 일부 부사가 문법격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사에 
하여는 명사성 부사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2.2.3. 명부 범주의 판별

본고에서는 명사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면서 부사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 
단어를 명사-부사 통용어로 본다.13) 또한 부사처럼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명사에 해서 부사성 명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명사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부사, 그리고 ‘이다’나 문법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일부 부사에 
해서 명사성 부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명부 통용어로 보는 경우는 이들을 명사와 부사로 인정할 만한 특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13) 명사-부사 통용어에는 명부 통용어와 부명 통용어가 있다. 이에 해서 3장에서 자세히 논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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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ㄱ.  철수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다. 
ㄴ.  소년은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  

   
(17ㄱ)에서 ‘잘못’은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관형어 ‘자기의’
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명사로 판정된다. (17ㄴ)에서 동사 ‘들-’을 수식하는 
‘잘못’은 관형어의 결합, 격조사의 결합 등 명사의 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사
가 아닌 부사로 판정된다. 그래서 ‘잘못’은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겸하는 명
부 통용어이다. ‘잘못’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명사와 부사의 모든 특성을 가지는 것
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주요 특성만 가지면 그 품사 범주를 판단할 수 있다. 

명부통용에는 전형적인 것과 비전형적인 것이 있다. 비전형적인 것일 경우는 그 
부사적 용법이 명사의 부사어 용법과 혼동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부
사어로 쓰이는 단어가 명사인지 부사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명부 통용어의 부사적 
용법은 언어 환경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명사의 부사
어 용법은 명사가 일정한 언어 환경에서 부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특정한 
언어 환경을 떠나면 부사적 특성도 사라진다. 전자의 경우는 사전에 등재해야 하지
만 후자의 경우는 따로 의항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어 문법에서는 명사-부사 통용, 명사의 부사 전용(轉用)(Word-Class Shift
),14) 명사의 부사어 기능을 구별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명부 통용은 하나의 단어가 동시에 명사와 부사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고, 명사의 부사 전용은 화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명사가 
임시적으로 부사로 쓰이는 것이다. 명부 통용은 단어의 고정적인 용법인데 그 품사
가 명사-부사이며, 명사의 부사 전용은 단어의 임시적인 용법인데 그 품사가 명사
이다. 명사의 부사어 기능은 명사가 전치사 혹은 구조조사 ‘地(de)’15) 없이 부사어
로 쓰이는 것으로 한문(Classical Chinese)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현  중국
어에서는 주로 시간명사와 처소명사가 자유롭게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16) 구체적
14) 중국어 문법에서는 Word-Class Shift를 품사 활용(活用)이라 부르는데, 한국어 문법에서 말하

는 활용과 구별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품사 활용(活用) 신에 품사 전용(轉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5) 구조조사 ‘地(de)’는 부사어로 쓰이는 단어나 구 뒤에 쓰여, 그 단어나 구가 동사 또는 형용사
와 같은 중심어를 수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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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8) ㄱ.  工業   建設   的  重點        
gōngyè jiànshè de zhòngdiǎn 
 공업   건설   의  중점    
 공업 건설의 중점 

ㄴ.  重點       推廣
zhòngdiǎn  tuīguǎng
중점적으로  보급하다

 중점적으로 보급하다
(19) ㄱ.  明天     上班

míngtiān shàngbān
          내일     출근하다

 내일 출근한다.  
ㄴ.  (用)    電話   聯繫

(yòng) diànhuà  liánxì 
     (로)    전화  연락하다

 전화로 연락하다
ㄷ. 藝術家    熒屏       暢談           往事  

yìshùjiā  yíngpíng   chàngtán       wǎngshì  
예술가   스크린   마음껏 얘기하다  지난 일
예술가가 텔레비전에서 지난 일을 마음껏 얘기한다. 

‘重點’은 (18ㄱ)에서처럼 명사로 쓰일 수 있고 (18ㄴ)에서처럼 부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명부 통용어로 판별된다. (19ㄱ)에서 시간명사 ‘明天’은 전치사 ‘在(zài, 
“에”)’ 없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전치사 ‘在(zài, “에”)’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19ㄴ)에서 ‘電話’는 명사로서 동사 ‘聯繫’ 앞에 쓰일 때 도구의 의미를 
16) 명사의 부사어 기능과 명사의 부사 전용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명사

의 부사어 기능은 부사어 기능을 명사의 고유한 기능으로 보는 것이지만 명사의 부사 전용은 부
사어 기능을 명사의 임시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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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동사 앞에 쓰이는 ‘電話’에 하여 명사의 부사어 기능으로 보는 논의와, 
전치사를 생략한 전치사구의 부사어 기능으로 보는 논의가 있다. (19ㄷ)의 ‘熒屏’은 
(19ㄴ)의 ‘電話’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지만 고정적으로 부사어로 쓰이는 ‘電話’와 달
리 ‘熒屏’은 임시적으로만 부사어로 쓰인다. 따라서 (19ㄷ)의 ‘熒屏’을 명사의 부사 
전용(轉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부사로 쓰이는 것과 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것을 어떻게 구
별하는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0) ㄱ.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 
ㄴ. 그가 오늘 왔다. 
ㄷ. 그가 휴일이 아닌 오늘 왔다. 

(20ㄱ)은 ‘오늘’의 주어로서의 쓰임을 보인 예이고, (20ㄴ)은 ‘오늘’의 부사어로서의 
쓰임을 보인 예이다. (20ㄴ)의 ‘오늘’은 부사어로 쓰인다고 해서 부사가 된 것이 아
니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지만, 조사 없이도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오늘’은 (20ㄷ)과 같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즉, ‘오늘’은 
부사어로 쓰일 때도 명사로서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부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때도 부사로서의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오늘’과 같은 명사는 부사어로 쓰일 때도 명사로서의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
희정(2000:139-177)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명사는 단어
가 아니라 명사구이다. ‘오늘’을 명사구로 해석하면 (20ㄴ)에 한 설명이 쉬워진다. 
명사구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17) 이 명사구의 핵을 이루는
‘오늘’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부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18) 이러한 명사에 하여 본고에서는 부사성 명사라 부른다. 

17) 정희정(2000)에서는 부사어로 쓰이는 ‘오늘’을 부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부사가 관형절의 
수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8) 정희정(2000)에서도 자립명사의 부사적 쓰임을 명사의 부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부사
성을 띠는 명사라 할지라도 부사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명사의 부사성 정도가 조사의 
쓰임이나 부사성 명사의 수식어와 관련됨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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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1)과 같이 부사어로 쓰일 때 뒤에 조사를 상정할 수 있는 명사가 있다.  

(21) ㄱ. 그의 말은 부분 거짓말이었다. 
ㄴ. 그의 말은 부분이 거짓말이었다. 

(21ㄱ)은 ‘ 부분’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다. (21ㄴ)과 같이 ‘ 부분’ 뒤에 조사 
‘이’가 붙으면 문장이 여전히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21ㄱ)은 (21ㄴ)의 주격 조
사 혹은 보조사 ‘이’가 생략되어 형성된 것인지, (21ㄴ)과 구조가 완전히 다른 문장
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21ㄱ)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 부분’은 그 부사성으로 
인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변함없다. 조사가 붙지 않아도 그 의
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단어의 용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부사성 명사의 경우는 부사어 기능이 
일반화되어 고정되면 명부 통용어가 될 수 있으며, 명부 통용어의 경우는 명사적 용
법과 부사적 용법 중 한 용법이 사라지면 단일 품사가 될 수도 있다. 

(22) ㄱ. 장군은 부하들을 독려하는 한편 구원병을 요청했다.
ㄴ. 이번 거래를 수락한 회사는 목돈을 벌 것이고, 한편 거절한 회사는 후회할 

것이다. 

(22ㄱ)은 ‘한편’이 수식 성분을 취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고 (22ㄴ)은 ‘한편’이 
수식 성분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다. (22ㄱ)의 ‘한편’에 하여 부사성 명사로 
볼 수 있다. (22ㄴ)의 ‘한편’에 하여 선행성분이 생략된 부사어로 볼 수는 있지만 
부사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편’은 부사성 명사로부터 부사로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사와 부사를 판별할 때 의미도 참고할 수 있다. 명부 통용어의 경우는 명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 의미 변화의 정도가 다르다. 체로 의미가 같은 경우, 
유사한 경우, 다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부사성 명사의 경우는 일반명사로 
쓰일 때와 의미 변화의 정도가 다르고, 명사성 부사의 경우는 일반부사로 쓰일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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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변화의 정도가 다르다. 
다음은 명부 통용어의 예이다. 

(23) 이제
ㄱ.  바로 이때. 
ㄴ.  바로 이때에. 

(24) 밤낮
ㄱ.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

(25) 생전
ㄱ.  살아 있는 동안. 
ㄴ.  일전에 경험한 적이 없음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표현 의도를 강조하는 말.

(23)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명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 의미 차이가 거
의 없다. 단지 부사적 쓰임의 뜻풀이는 명사적 쓰임의 뜻풀이에 부사격 조사 ‘에’를 
덧붙였을 뿐이다. (24)에서처럼 ‘밤낮’은 명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 의미 변
화가 있지만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25)에서처럼 ‘생전’은 부사로 쓰일 때 의미
가 많이 추상화되어 명사로 쓰일 때와 유연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다르다. 
(23)과 같은 경우는 주로 통사적 특성을 기준으로 그 범주를 판단해야 하지만, 
(24), (25)와 같은 경우는 그 범주가 명부 통용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명부 중복 범주의 세 가지 유형이 명사성과 부사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부사성 명사의 부사성이 가장 약하고, 명사성 부사의 명사성이 가장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 ㄱ. 명부 통용어: ①명사성 ≈ 부사성, ②명사성 > 부사성, ③부사성 > 명사성
ㄴ. 부사성 명사: 명사성 > 부사성
ㄷ. 명사성 부사: 부사성 > 명사성 

(26ㄱ)에서처럼 명부 통용어에는 명사성과 부사성이 거의 등하게 나타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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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성 ≈ 부사성), 명사성이 강한 경우(명사성 > 부사성), 부사성이 강한 경우
(부사성 > 명사성)가 있다. 명사성과 부사성이 거의 등한 경우는 명사로서의 사
용빈도와 부사로서의 사용빈도가 비슷하고, 명사성이 강한 경우는 명사로서의 사용
빈도가 더 높으며, 부사성이 강한 경우는 부사로서의 사용빈도가 더 높다. (26ㄴ)에
서처럼 부사성 명사는 명사성이 부사성보다 강하고, (26ㄷ)에서처럼 명사성 부사는 
부사성이 명사성보다 강하다. 부사성 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적 특성이 부사적 
특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명사성 부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적 특성이 명사
적 특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물론이다. 

정희정(2000:175)에서도 지적했듯이 명사의 부사성과 부사의 명사성을 가르는 
문제는 쉽지 않다. 명사와 부사는 어느 정도까지를 명사의 부사성으로 보고, 어느 
정도부터를 부사의 명사성으로 보아야 할지가 정확하게 갈라지지 않는다. 이들을 어
느 범주에 넣을 것인가는, 그 하나하나를 검증한 후에 결정될 것이다. 

2.3. 명사의 부사화
부사의 명사화는 생산성이 없지만 명사의 부사화는 생산성이 높아 최근에도 많이 

보인다. 명사의 부사화는 부사화의 정의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부
사화를 부사 형성이라는 의미로 쓴다면 명사의 부사화는 명사의 부사 파생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명사에 부사파생 접미사(영접사 포함)가 붙어 부사가 형성된
다는 것이다. 또한 명사의 부사화는 명사의 기능이 확 되어 부사적 용법도 갖게 된
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명사의 부사화는 후자에 해당된다. 

Croft(2003:254)에서는 문법화의 단일방향성, 순환성 가설을 통하여 문법화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명사의 부사화를 문법화의 일종으로 기술하고 있다.   

(27) 내용 동사>조동사>시제-상-서법 접사
동사>부사, 명사>부사
부사>격 접사, 부사>종속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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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 문법화 현상은 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진 자립적인 명사나 동사에서 
의존명사, 보조동사로, 그리고 부사, 후치사구의 과정을 거쳐 어미, 조사, 접사로 되
는 과정에서 관찰된다(안주호 2001:98-99). 명사에서 부사로 되는 것도 문법화의 
일종으로 언급되어 왔다.19) 

이규호(2008ㄱ)에서는 명사-부사 통용어에 하여 명부류로 보는 입장을 지지하
고 있는데 명부류란 명사의 기능이 확 되어 부사적 용법도 갖게 된 것을 뜻한다. 
명사가 부사로 기능이 확 되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8) ㄱ. 명사의 부사화 1단계: 명사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면 얼마간 부사적 성격
도 띠게 된다.

ㄴ. 명사의 부사화 2단계: ‘명사+로, 에’ 구성에서 조사가 생략됨으로써 부사성 
명사가 부사로 굳어진다. 
a. 일체의 책임(명사)  b. 일체로 술을 끊다(부사화)  c. 일체 삼가다(부사)

이규호(2008ㄱ)의 논의는 명사의 부사화가 ‘명사->명사+부사격 조사->부사’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된다고 보는 것이다. 접두사 ‘개-’의 준부사화 경향을 논의하는 
홍달오(2014)에서는 부사 ‘정말’에 하여 명사 ‘정말’에 부사격 조사 ‘로’가 붙어서 
부사화된 다음 그것이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사의 부사화 경향이 최근에 많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
루어져 왔다. 인터넷 통신 시 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실상을 분석한 이정
복·양명희·박호관(2006)에서는 통신언어에서 기존 형태들의 기능을 바꾸어 사용하
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기능 바꾸어 쓰기
에는 ‘문법 형태의 기능 바꾸어 쓰기’와 ‘어휘 의미의 기능 바꾸어 쓰기’ 두 가지가 
있다. ‘문법 형태의 기능 바꾸어 쓰기’는 다시 ‘명사의 기능 바꾸기’와 ‘접사의 기능 
바꾸기’로 구분된다. ‘명사의 기능 바꾸기’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 
예로는 ‘완전, 략, 장(長, 짱)’ 등을 들었는데, 그 용례 가운데 일부를 다시 제시하

19) 최형용(2003)에서는 문법화와 어휘화를 구별하고 있는데 문법화를 조사화, 어미화, 접두사화, 
접미사화로 나누고, 어휘화를 관형사화와 부사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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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29) ㄱ. 완전 짜증 
ㄴ. 완전 설렌다~ 

(30) ㄱ. 오오..ㅠ.ㅠ 수능때도 이러면 략 낭패인데..!! 
ㄴ. 오늘 모의고사; 솔직히 략 어이가 없다 ㅠㅠ 

(31) ㄱ. 우아/짱이다+-+//ㅋ난내일할래//z 
ㄴ. 쿠폰돌리구잇어? 오늘짱춥따ㅠ 

(29)~(31)은 명사 ‘완전’, ‘ 략’, ‘짱’이 부사어로 그 기능을 확 함을 보여준다.20) 
강희숙(2012:75)에서는 명사의 부사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최근 통신언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심’과 박’을 추가 제시하였다. 

(32) ㄱ. 마음을 비워야 진심이라는 공간이 생긴다.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ㄴ. 열심히 하셔서 박 터뜨리세요.
나가사키 짬뽕이 박나면서 가려진 비운의 라면 간짬뽕.

(33) ㄱ. 진심 얘 때문에 학교가 싫네욬ㅋㅋㅋ.
진심 진심 미친 듯이 싫고 다른 좋아하는 얘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ㄴ. 박 웃긴 사진을 완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직구카페에서 박 저렴하게 구입~!! ^^

(32)는 ‘진심’과 ‘ 박’이 원래의 문법 범주인 명사로 쓰인 예이고, (33)은 부사로 
쓰임으로써 문법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명사→부사’의 문법화는 단순히 문법 범주의 
전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전환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33)의 ‘진심’과 
‘ 박’은 원래의 의미와 상당히 거리가 먼 ‘정말(로)’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20) ‘짱’이란 한자어 ‘-長’에서 온 것으로 어떤 단체에서 표를 뜻하던 접미사이다. 그런데 최근 

이것을 된소리 “짱”으로 발음하여 ‘ 표’나 ‘우두머리’를 뜻하는 자립명사로 쓴다. 또한 청소년들
에게 국한되어 쓰이기는 하나, “짱”은 ‘아주, 매우’라는 뜻의 부사로 전용되어 쓰이고 있다(안주
호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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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최근에 명사에서 부사로 된 것들은 정도부사화한 경향이 있다. ‘완전’은 원래의 

‘결점이 없는’이라는 의미가 정도부사화하면서 강조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진심’은 
화자가 지닌 감정 정보의 진실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도부사화하고 있다. ‘ 박’은 ‘일
의 커다란 성공’을 뜻하는 말로, ‘정도의 많음, 강함’을 과장하는 화자의 심리적 태
도를 반영하며 정도부사화하고 있다.21) 이에 해서 홍달오(2014:245)에서는 정보 
부각 전략으로서의 쓰임이라고 하였다. 

최형용(2009)에서는 ‘오늘, 지금, 진짜, 정말’과 같이 영변화에 의한 부사 형성뿐
만 아니라 ‘본격, 순간, 적극, 전격, 집중, 즉각’ 등의 관형명사가 부사로 사용되는 
것도 명사의 부사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관형명사의 부사화인지 어
근의 부사화인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 이 논의에서는 ‘완전, 급거, 돌연, 흡사, 새
삼’을 ‘줄임말’로 보고 있다. ‘완전, 급거, 돌연, 흡사’는 명사로서의 쓰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은 ‘완전히’, ‘급거히’, ‘돌연히’, ‘흡사히’ 각각에서 ‘-히’가 
탈락한 것이고, ‘새삼’은 ‘새삼스레’에서 ‘스레’가 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김선효(2011:112-113)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적극, 일
괄, 본격, 연속, 전격, 폭’ 등의 일부 관형명사가 부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규호(2008ㄴ)에서는 형태상으로는 명사이지만 부사로 전성된 단어들이 소개되
었다. ‘ 량, 폭, 최고, 진정’ 따위는 도구격 조사, ‘다소, 천만, 천천만만’ 따위는 
관형격 조사, ‘향후, 최근’ 따위는 처소격 조사가 생략됨으로써 부사로 전성된 것으
로 보고, ‘무사, 돌연’ 따위는 접미사 ‘-하게’ 또는 ‘-히’가 생략됨으로써 부사로 바
뀐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은수(2009)에서는 ‘순전’을 ‘순전히’의 ‘-히’ 탈락형으로 설
명하고, 목정수(2009ㄱ, ㄴ)에서는 ‘긴급, 분명, 완전’과 같은 어휘를 일종의 형용사
로 재규정하여 (명사성)형용사와 부사의 통용으로 처리한 바 있다.22)  

서경숙(2008)에서는 ‘완전’을 어근의 부사화로 설명하고 있다.23) 어근의 부사화
는 어근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24) 부사적으로 기능

21) 노명희(2013:130)에서는 ‘ 박’이 ‘ 박 사건’처럼 명사 앞에서 수식적 용법으로 자주 쓰이다
가 강조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22) 목정수(2009ㄱ)에서는 한국어 형용사의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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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형명사 혹은 어근에 해서 노명희(1998:19, 23)에서는 ‘명사적 어근’과 ‘부
사적 어근’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그 일부 예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 ㄱ. 강력 드라이브, 과다 지방, 긴급 사태 
ㄴ. 강력 응하다, 과다 적재하다, 긴급 수송하다

(35) ㄱ. 적극 처하다, 본격 가동하다, 전격 해임하다
ㄴ. 적극 처, 본격 가동, 전격 해임
ㄷ. *적극 견해, *본격 사실, *전격 내용 

노명희(1998)에서는 (34)의 어근을 ‘명사성 어근’, (35)의 어근을 ‘부사성 어근’으
로 명명하였다. (34)의 어근은 ‘하다’와 결합하지 않고 구 구성에 활발히 참여할 수 

     (+극) 순수 명사(자유, 학생, 하늘, 땅)
<- 형용사성 명사1 (행복, 다행, 안전)
<- 형용사성 명사2(≒명사성 형용사) (특정, 고유, 관념적)
<-> 수식 용법만의 형용사 (국제, 새, 온갖, 여러)
<-> 수식 ․ 서술 용법의 형용사 (유명, 긴급, 완전, 가능)
<-> 서술 용법만의 형용사 (정확, 미안, 깨끗)
-> 동사성 형용사 (밝다, 아름답다, 싫다)
-> 형용사성 동사 (맛있다, 값지다, 힘들다)
    (-극) 순수 동사 (죽다, 오다, 만나다)

<한국어 형용사의 연속체> 
     목정수(2009ㄱ)의 취지는 전통적으로 국어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용사란 범주를 용언 부

류의 하위로 묶고 ‘기술동사(=상태동사)’ 그리고 ‘주관동사(=심리동사)’로 처리했을 때, 한국어
에 형용사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 형용사의 한 축을 소위 ‘명사성 형용사’ 또는 양보
하여 ‘형용사성 명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다(목정수 2011:133). 

23) ‘완전’에 해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완전하-’에서 ‘완전’으로의 
형태소 삭감의 가능성, 둘째, 부사 ‘완전히’에서 ‘완전’으로의 형태소 삭감의 가능성, 셋째, 어근 
‘완전’의 부사화 가능성이 그것이다(서경숙 2008:102). 

24) 채현식(2001)에서는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한자어 어근을 더 이상 어근이라는 범주로 보지 
않고 ‘어근적 단어’로 처리하였다. 어근적 단어는 고신숙(1987:23)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
다. 이 논의에서 어근적 단어란 단어로부터 형태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단어부류를 가리킨다. 
이 단어부류는 단어적인 특성도 잔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어조성적인 형태적 특성을 지녀
가고 있다. ‘부지런’, ‘고요’, ‘부산’, ‘법석’, ‘야단’ 등과 같은 단어를 그 실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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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명사로서의 쓰임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5)
의 어근은 (35ㄴ)에서 보듯이 피수식 명사가 모두 서술성 명사이다. 어근들 자체가 
부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후행 명사에 해 부사적 수식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34)의 어근도 서술어 혹은 서술성 명사 앞에서 부
사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부사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싶다. 

부사적으로 기능하는 어근에 해서 김창섭(1999)에서는 잠재적인 명사로 보고, 
김창섭(2005)에서는 독자적으로 동명사(즉, 동사적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관형
사로 보았다. 

(36) ㄱ. [적극 지원]자: 정부가 수재민의 적극 지원자가 되어 …
ㄴ. [적극 지원]하: 정부가 수재민을 적극 지원, 수재민들이 다시 …
ㄷ.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ㄹ. 적극 {*구(救)하다/*돕다/?? 다}: 적극적으로 {구하다/돕다/ 다}

(36)에서 ‘적극’은 ‘지원하-’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아니고 ‘적극 지원’과 같은 복합
어적 구성 속에서 ‘지원’을 수식하는 관형어적 요소이다. 이 ‘적극’은 통사부에서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동사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도 사
용되지 못한다. ‘적극적인’의 형태를 갖추고 관형어로 사용되든가, ‘적극적으로’의 형
태를 갖추고 부사어로 사용될 뿐이다(김창섭 2005:149-150).25) 

다음 (37)은 고유어 어근이 부사로 용법이 확장된 것이다. 

(37) ㄱ.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반짝 빛났다. 
     ㄴ. 그는 꽉 찬 석유통을 번쩍 들고 날랐다.
     ㄷ. 눈을 깜박 떴다 감았다.

25) 최근의 용법에서는 ‘적극’이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 동사 앞에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사로 기능이 확 되지 않았을까 한다.  

     (ㄱ) 적극 나서야 한다. 
     (ㄴ) 일반언어학의 이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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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번쩍’, ‘깜박’은 원래 ‘-거리다’, ‘- 다’, ‘-이다’, ‘-하다’와 결합하여 쓰이
는 어근들인데 (37)과 같이 부사로서의 쓰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어근들은 
명사적 용법이 없다. 

한자어 관형명사 혹은 한자어 어근의 부사적 용법에 해서는 완전히 부사로 처
리해야 하는지 관형명사나 어근의 부사적 기능으로 봐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는 명부 중복 범주와 관련이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
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상에서 제외된다.26) 

26) 아래의 한자어 어근도 명사적으로 쓰이는 용법과 부사적으로 쓰이는 용법이 있다. 
     (ㄱ) [+하다, 이다] 감지덕지(感之德之), 기진맥진(氣盡脈盡), 막무가내(莫無可奈), 묵묵부답

(默默不答), 종횡무진(縱橫無盡), 중언부언(重言復言), 횡설수설(橫說竪說)
     (ㄴ) [+하다] 성통곡(大聲痛哭), 애걸복걸(哀乞伏乞), 유야무야(有耶無耶), 혼비백산(魂飛

魄散)
     (ㄷ) [+이다] 십중팔구(十中八九), 언감생심(焉敢生心), 일편단심(一片丹心)
   위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 (ㄱ)은 ‘하다’, ‘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것, (ㄴ)은 ‘하다’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 (ㄷ)은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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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사-부사 통용어

3.1. 명부 통용어의 판별 및 목록
3.1.1. 명부 통용어의 판별 기준

명사로서의 쓰임과 부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가지는 단어를 진정한 명부 통용어로 
볼 수 있다. 명부 통용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격조사의 결합이 필수적인 반면, 부사
로 쓰일 때는 관형어와 격조사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사로 쓰이기는 하지
만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예는 명부 통용어로 보지 않는다. 

(1) ㄱ. 연극배우 등의 거 출연으로 화제를 뿌린다. 
ㄴ. * 거{가, 를, 의, 에, 에서, 로, 와, 는, 도}  
    cf. 적극도 지원하는구나.  
ㄷ. 경찰들이 거 동원되었다. 

‘ 거(大擧)’는 (1ㄱ)에서처럼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며, (1ㄴ)에서 보
듯이 격조사 또는 보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 (1ㄷ)의 ‘ 거’는 서술어 ‘동원되다’를 
수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술성 명사 ‘동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거’의 이러한 용법은 한자어를 한국어에 차용하면서 생긴 문제이므로 
(1ㄱ)과 (1ㄷ)의 ‘ 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 거’와 같이 조사와 결합
하지 못하고 수식 기능만 하는 예는 명부 통용어가 될 수 없다.1) 

또한 부사적 용법을 인정하기 어려운 단어의 경우 명부 통용어로 볼 수 없다. 

(2) ㄱ. 세로의 길이를 잰다. 
1) 중국어학계에서는 ‘男(남)’, ‘女(여)’, ‘陰性(음성)’, ‘陽性(양성)’ 등과 같이 명사 수식 기능만 하

는 단어를 명사로 보지 않고 구별사(區別詞)로 설정하였다. 张谊生․杨飞(2006)에서는 중국어의 
부사-구별사 통용에 해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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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옛날 책들은 글씨가 모두 세로로 쓰여 있다. 
ㄷ. 철장으로 세로 쳐진 높직한 장방형 창에서 햇볕이 비스듬히 병동 감방으로 

비쳐 든다. 

(2ㄱ)은 ‘세로’가 명사로 쓰이는 예이며, (2ㄴ)은 ‘세로’가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
지 못하고 ‘로’와 결합해야 부사어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에서는 (2
ㄷ)의 ‘세로’를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세로’의 이러한 용법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로’의 명사
적 용법만 인정하고 ‘세로’를 명사로 본다. 

명사적 용법을 인정하기 어려운 단어의 경우도 명부 통용어로 보지 않는다. 

(3) ㄱ. 점차(로) 희미해지는 기억
ㄴ. 열심히 공부한 덕에 성적이 점차(로) 나아지고 있다.

≪표준≫에서는 ‘로’와 결합하는 ‘점차(漸次)’를 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3)
에서 보듯이 ‘로’의 결합이 수의적이다. 이에 하여 한문에서 부사로 쓰인 ‘점차’를 
차용할 때 부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로’를 붙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 이외의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점차’를 부사로 설명할 
수 있다.2) 

명부 통용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격조사의 결합이 필수적이지만 모든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4) ㄱ. 잘못이, 잘못을, 잘못의, 잘못과, 잘못에, 잘못으로
ㄴ. *최 한이, *최 한을, 최 한의, *최 한과, *최 한에, 최 한으로

(4ㄱ)의 ‘잘못’은 여러 가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4ㄴ)의 ‘최 한’은 결합할 
수 있는 격조사가 ‘의’, ‘으로’뿐이다. 이것은 ‘잘못’의 명사성이 ‘최 한’보다 강함을 
2) 사전에서 명부 통용어로 처리된 ‘원시(元是/原是)’, ‘원체(元體)’, ‘도통(都統)’, ‘바로’, ‘방장(方

將)’, ‘방재(方在)’도 부사적 용법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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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3.1.2. 명부 통용어의 목록

다음 (5)에 제시된 예는 명부 통용어로 판별할 수 있는 단어의 목록이다. 

(5) ㄱ. 가까이, 가로, 각각(各各), 결국(結局), 계속(繼續), 군데군데, 기왕(旣往), 
다소(多少), 다소간(多少間), 강(大綱), 개(大槪), 모두, 보통(普通), 본
디(本-), 본래(本來), 본시(本是), 사실(事實), 생전(生前), 서로, 서로서로, 
스스로, 시종(始終), 실상(實狀), 실제(實際), 실지(實地), 아까, 약간(若干), 
연일(連日), 원래(元來/原來), 이제, 인제, 잘못, 잠깐, 잠시(暫時), 전부(全
部), 절 (絶對), 정말(正―), 종래(從來), 직접(直接), 참, 참말, 천만(千
萬), 천생(天生), 하나하나, 하루하루, 한편(―便), 혼자

ㄴ. 각기(各其), 각자(各自), 개개(箇箇), 거개(擧皆), 굽이굽이, 그때그때, 기실
(其實), 누차(屢次/累次), 략(大略), 체(大體), 폭(大幅), 매년(每年), 
매달(每-), 매번(每番), 매월(每月), 매일(每日), 매일매일(每日每日), 매주
(每週), 무작정(無酌定), 무조건(無條件), 밤낮, 방금(方今), 별반(別般), 비
교적(比較的), 사사건건(事事件件), 사수(斯須), 사실상(事實上), 상호(相
互), 생판(生-), 소폭(小幅), 순간순간(瞬間瞬間), 옥신각신, 우왕좌왕(右往
左往), 이왕(已往), 일쑤, 일약(一躍), 일일(日日), 일체(一切), 자연(自然), 
재차(再次), 제일(第一)(젤), 조각조각, 조목조목(條目條目), 진짜(眞-), 천
방지축(天方地軸), 천연(天然), 첩경(捷徑), 첩첩(疊疊), 최 한(最大限), 최
소한(最小限), 토막토막, 통상(通常), 필연(必然), 항시(恒時), 혹자(或者)

ㄷ. 만약(萬若), 만일(萬一), 요모조모, 이모저모

(5ㄱ)은 ≪표준≫과 ≪연세≫에서 명사와 부사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는 예들이다. (5ㄴ)은 ≪표준≫에서만 명사와 부사 두 품사를 부여받은 예들
이고 (5ㄷ)은 ≪연세≫에서만 명사와 부사 두 품사를 부여받은 예들이다. 다만 명부 
통용어에 해서 ≪표준≫에서는 하나의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연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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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두 개의 표제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3.2. 명부 통용어의 의미적 분류
‘책’과 같이 특정한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구체명사는 명부 통용어가 될 리가 

없다. 명부 통용어는 어떤 특정한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지 않아 지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명부 통용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적 특성이 무엇인가, 즉 어떤 
의미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부 통용어로 기능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3) 이 절에서는 명부 통용어의 의미적 특성에 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3.2.1. 시간

다음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부 통용어들이다.4) 

(6) ㄱ. 방금(方今), 아까, 이제, 인제
ㄴ. 본디(本-), 본래(本來), 본시(本是), 원래(元來/原來) 
ㄷ. 기왕(旣往)(에), 이왕(已往)(에), 생전(生前)(에), 종래(從來)(에)
ㄹ. 밤낮, 시종(始終), 항시(恒時), 사수(斯須), 잠깐, 잠시(暫時)
ㅁ. 그때그때, 매일매일(每日每日), 순간순간(瞬間瞬間), 하루하루, 일일(日日), 

연일(連日), 누차(屢次/累次), 매년(每年), 매달(每-), 매번(每番), 매월(每
月), 매일(每日), 매주(每週)

(6ㄱ)은 시간의 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방금’과 ‘아까’는 과거시제와 어울리지만, 
‘이제’와 ‘인제’는 시제에 제약이 없다. (6ㄴ)은 시간의 시작점을 표현하는 것이고, 
3) 이와 관련하여 정희정(2000)에서는 ‘오늘’, ‘나중’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조금’, ‘약간’과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최 한’, ‘진정’과 같이 행위 양식을 나타내는 명사, ‘보통’, 
‘사실’과 같이 문두에 쓰여 양태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들만이 명사구로 쓰였을 때 조사 없이 부
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적한 바 있다. 

4)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부 통용어도 있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그 중에 ‘군데군데’(158
회)와 ‘가로’(308회)의 사용빈도만 비교적 높다. 한편,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기’, ‘거기’, 
‘저기’는 명사-부사 통용어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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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ㄷ, ㄹ)은 시간의 길이, 즉 기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6ㄹ)에서 ‘밤낮’, ‘시종’, ‘항
시’는 긴 시간을 나타내는 반면, ‘사수’, ‘잠깐’, ‘잠시’는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6
ㅁ)의 예들은 형태소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것, 혹은 연(連), 누(屢), 매(每)와 결합
하여 형성된 것으로 ‘낱낱이 모두’, ‘여러’라는 복수의 의미를 드러낸다. (6ㄴ, ㄷ)은 
과거시제와만 어울리지만 (6ㄹ, ㅁ)은 시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6)의 예들이 모두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부사격 조사 ‘에’와의 결합에 있어
서 차이를 보인다. 그 가운데 (6ㄷ)의 예만 ‘에’와 잘 결합한다. 이때 ‘에’의 결합이 
수의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2.2. 분량이나 정도

다음 (7)은 분량이나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7) ㄱ. 거개(擧皆), 개(大槪), 략(大略), 체(大體)
ㄴ. 모두, 일체(一切), 전부(全部)
ㄷ. 다소(多少), 다소간(多少間), 약간(若干), 천만(千萬)
ㄹ. 강(大綱)(으로), 폭(大幅)(으로), 보통(普通)(으로), 비교적(比較的)(으

로), 소폭(小幅)(으로), 제일(第一)(로), 참(으로), 참말(로), 최 한(最大
限)(으로), 최소한(最小限)(으로)

(7ㄱ~ㄴ)은 부사로 쓰일 때 주로 주어나 목적어에 관여하는 예들로서 분량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7ㄱ)은 부분이라는 의미로, (7ㄴ)은 전부라는 의미로 쓰인다. (7ㄷ)은 분
량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도의 의미도 나타낸다. 그리고 (7ㄹ)은 부사로 쓰일 때 주로 
서술어에 관여하는 예들로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부사격 조사 ‘(으)로’와 결합하
여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5) 다만 ‘(으)로’의 결합이 수의적이다. 
5) (7ㄹ)의 ‘보통’은 명사로 쓰일 때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부사로 쓰일 때는 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비교적’은 ‘-적’ 파생어이다. 일반적으로 ‘-적’ 파생어는 명사로 쓰이는데 특이
하게도 ‘비교적’은 명사의 용법뿐만 아니라 부사의 용법도 갖는다. ‘-적’ 파생어에 해서 김창
섭(1984)에서는 어휘범주상으로는 명사이나 그 기능과 의미는 형용사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목정수(2011)에서는 명사성 형용사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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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행위의 양식

행위의 양식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것이 있다. 

(8) ㄱ. 가까이, 계속(繼續), 무작정(無酌定), 무조건(無條件), 별반(別般), 생판(生
-), 일쑤, 일약(一躍), 잘못, 재차(再次), 직접(直接), 천방지축(天方地軸), 
천생(天生), 첩경(捷徑), 자연(自然), 천연(天然), 필연(必然), 옥신각신, 우
왕좌왕(右往左往) 

ㄴ. 각기(各其), 각자(各自), 각각(各各), 개개(箇箇), 첩첩(疊疊), 굽이굽이, 사
사건건(事事件件), 서로서로, 요모조모, 이모저모, 조각조각, 조목조목(條目
條目), 토막토막, 하나하나

ㄷ. 상호(相互), 서로, 스스로, 혼자

(8)은 부사로 기능할 때 서술어 앞에서 행위의 상태나 모양을 나타낸다. (8ㄴ)의 
경우 ‘각’의 의미 혹은 형태적 반복에 의해 복수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8ㄴ)
과 (8ㄷ)의 예들이 부사로 쓰일 때만 행위의 양식으로 해석되고, 명사로 쓰일 때는 

상을 나타내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8ㄴ)의 ‘사사건건’이 명사로 
쓰일 때는 “해당되는 모든 일 또는 온갖 사건”을 의미하는데 상으로 해석되며, 부
사로 쓰일 때는 “해당되는 모든 일마다. 또는 매사에”를 의미하는데 행위의 양식으
로 해석된다. (8ㄷ)의 ‘서로’가 명사로 쓰일 때는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 ”의 의미로서 상으로 해석되며, 부사로 쓰일 때는 “관계를 이루는 둘 이상의 

상 사이에서, 각각 그 상 에 하여. 쌍방이 번갈아서”의 의미로서 행위의 양식
으로 해석된다. 

3.2.4. 양태

다음은 양태를 나타내는 명부 통용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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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결국(結局)
ㄴ. 절 (絶對)
ㄷ. 보통(普通), 통상(通常), 한편(-便) 
ㄹ. 만약(萬若), 만일(萬一), 혹자(或者)
ㅁ. 정말(正-), 진짜(眞-), 기실(其實), 사실(事實), 사실상(事實上), 실상(實

狀), 실제(實際), 실지(實地)

(9)의 예들이 부사로 기능할 때는 문두에 쓰여 상황에 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9ㄱ)의 ‘결국’은 결과를 나타내며, (9ㄴ)의 ‘절 ’는 주로 부정문과 어울
려서 쓰인다. (9ㄷ)의 ‘보통’과 ‘통상’은 일반성을 강조하고, ‘한편’은 부사로 쓰일 때 
부연성(敷衍性)을 지녀 접속 기능을 하며, (9ㄹ)의 예들은 가상성(假想性)을 나타낸
다. (9ㅁ)은 사실을 나타내는 예로서 그 가운데 ‘정말’과 ‘진짜’는 양태부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용사 앞에서 수식 기능을 하는 정도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3.3. 사전과 말뭉치 기반 개별적 검토
이 절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명부 통용어에 해서 사전의 처리, 말뭉치에서 나

타나는 빈도, 명사로 쓰일 때 격조사와 결합하는 빈도,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 그
리고 공기성(共起性)이 가장 높은 조사를 표로 제시한 다음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격조사와의 결합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가’, ‘을/를’, ‘의’, ‘에’, ‘(으)로’와 결합하는 빈도만 제시하고, ‘에서’, ‘서’ ‘와/과’ 
등 다른 조사와의 결합은 필요에 따라 논의에서 언급하도록 한다.6) 

6) 말뭉치를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다. 첫째, 한자어의 경우 하나의 형태가 
응하는 말이 여럿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동형어가 구분없이 함께 나타나서 정확

한 빈도 조사에 어려움을 가져온 경우가 있다. 빈도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빈도수를 제시
할 때 그 앞에 별표(*)로 표시한다. 둘째, 명사가 부사어로 쓰일 때 말뭉치에서 명사로 처리된 
것도 있고, 부사로 처리된 것도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명사로서의 사
용빈도와 부사로서의 사용빈도를 통계하는 데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말뭉치에
서 출현한 총 빈도, 조사와의 결합 빈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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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시간을 나타내는 것

    3.3.1.1. 시간명사와 시간부사의 차이

한국어의 시간명사와 시간부사에 한 연구가 적지 않지만 양자의 차이에 한 
논의는 드물다.7)

(10) ㄱ. 작년, 겨울, 저녁, 한밤, 주말, 이틀
ㄴ. 벌써, 이미, 아직, 일찍, 갑자기, 드디어
ㄷ. 오늘, 내일, 방금, 아까, 종일, 잠깐

(10ㄱ)을 시간명사로, (10ㄴ)을 시간부사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
나 (10ㄷ)의 경우 시간명사를 다루는 논의에서는 명사로 처리하고, 시간부사를 다
루는 논의에서는 부사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된다. 사전과 일부 논의에
서는 이 예들을 명부 통용어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10ㄷ)을 모두 명부 통용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전형적인 시간명사와 전형적인 시간부사의 용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1) ㄱ. 그해 겨울, 겨울 여행, 겨울이, 겨울을, 겨울의, 겨울에, 겨울로, 겨울이다 
ㄴ. 시계를 보니 벌써 일곱 시가 넘었다.

 
(11ㄱ)의 ‘겨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며 격조사
와 두루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명사로 판정된다. (11ㄴ)의 ‘벌써’는 관형
어 또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부사어로만 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부사로 판정
된다.8) 의미적으로 ‘겨울’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위치를 지시하고, ‘벌써’는 사건
7) 홍종선(1991), 임채훈(2003), 홍순성(2003), 전후민·이주현(2012) 등은 시간어에 해서 논의

한 바 있다. 
8) 일부 시간부사 앞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ㄱ) 그때 벌써 다리를 벌벌 떠는 놈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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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적 위치에 한 상 적 평가나 인식을 나타낸다.9)  

(12) ㄱ. 휴일인 오늘, 오늘 저녁, 오늘이, 오늘을, 오늘의, *오늘에, 오늘로, 오늘이다
ㄴ. 그가 (휴일인) 오늘 왔다.

(13) ㄱ. 아까 내가 너무 경솔했다.
ㄴ. *?아까가, *아까를, 아까의, *아까에, *아까로, *아까이다, 아까부터, 아까까지

(12ㄱ)의 ‘오늘’은 피수식 기능, 수식 기능, 여러 격조사의 결합이 모두 가능하기 때
문에 명사로 해석된다. (12ㄴ)의 ‘오늘’은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그 앞
에 관형어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구로 해석된다. 따라서 ‘오늘’의 품사를 
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3ㄱ)의 ‘아까’가 부사어로 기능하는 부사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13ㄴ)의 ‘아까’는 격조사 ‘의’, 시간명사와 잘 결합하는 ‘부
터’, ‘까지’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보아 명사적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아까’를 명부 통용어로 판정할 수 있다. 

중국어 문법에서 시간명사와 시간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제기된 바 
있다. 첫째, 부사어로만 쓰이고 주어, 목적어로 쓰이지 못하며 다른 단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면 시간부사이며, 흔히 부사어로 기능하지만 주어나 목적어로도 기능할 
수 있다면 시간명사이다(张谊生 2000:11). 둘째, 시간명사는 부사어로 쓰일 때 흔
히 주어 앞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시간부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다(张亚军 
2002:209). 셋째, 시간명사와 시간부사가 표현하는 시간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르
다. 중국어의 시간명사는 시제를 나타내는 어휘적 수단으로서 사건이나 행위의 시간
적 위치를 지시한다. 그러나 시간부사는 구체적인 시간 점이나 시간 길이를 지시하

     (ㄴ) 그때 이미/비로소/겨우, 지금 당장
9) 임채훈(2003:158)은 시간부사가 가지는 문장에서의 의미 특성을 다음의 네 가지로 보았다. 
     (ㄱ) 시간 선상에서 사건이 일어난 위치를 지시하는 부사 (오늘)
     (ㄴ) 시간 선상에서 사건이 가지는 시간적 위치에 한 상 적 평가 혹은 인식을 나타내는 부

사 (벌써)
     (ㄷ) 사건(혹은 행위)이 가지는 내적인 시간 특성을 나타내는 부사 (갑자기)
     (ㄹ) 문장이 의미하는 사건과 또 다른 사건과의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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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시간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한 시간적 의미가 서술어와 결합하고 나서야 
드러날 수 있으므로 시간부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관형어로 쓰일 수 없고 부
사어로만 쓰이는 것이다(夏群 2013:335-336). 넷째, 시간명사는 ‘在(에), 从(부
터)，到(까지)’ 등의 개사(介詞=전치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시간부사는 그렇지 못
한다. 

위에 제시된 기준들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간명사 시간부사
문장성분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부사어

의미 사건이나 행위의 시간적 위치 시간적 관계
위치 이동 부사어로 쓰일 때 흔히 주어 앞으

로 이동할 수 있다. X
개사(介詞)

의 결합
‘在(에), 从(부터)，到(까지)’ 등의 
개사(介詞)와 결합할 수 있다. X

예
現在(지금, 현재)
今天(오늘)
平時(평소)
往常(평소, 평상시)

立刻(곧, 즉시, 당장) 
經常(자주, 늘)
通常(평상시, 보통, 통상)
已經(이미, 벌써)

위의 기준은 한국어의 시간명사와 시간부사를 구분하는 데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과 ‘벌써’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 시간명사 ‘오늘’은 의미적으로 시간
적 위치를 나타내고 기능적으로 부사어뿐만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로 기능할 
수도 있다. 또한 부사어로 쓰일 때는 주어 앞으로 이동할 수 있고 ‘부터’, ‘까지’와 
결합할 수 있다. 이와 조적으로 시간부사 ‘벌써’는 부사어로만 쓰이고 위치의 이동
이 자유롭지 않으며 격조사와 결합할 수도 없다. 

다음의 논의에서는 2.2.1에 제시된 명사 판별 기준 이외에 ‘에’, ‘부터’, ‘까지’의 
결합 여부도 시간명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
는 명부 통용어 중에 사용빈도가 상 적으로 높은 예를 빈도순 로 나열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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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이제 N+AD N, AD N+AD 4282 7526 11808
인제 N+AD N, AD AD+N 77 123 200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이제 53 는/JX
인제 1 는/JX

(14) 이제(11808회), 잠시(2741회), 매일(1575회), 원래(1557회), 잠깐(1332회), 아
까(1078회), 본래(1009회), 매년(566회), 방금(533회), 종래(450회), 생전(305
회), 매주(236회), 밤낮(223회), 하루하루(205회), 매달(202회), 인제(200회), 
본디(168회), 매번(158회), 이왕(156회), 기왕(144회), 매월(144회)

    3.3.1.2. ‘이제’, ‘인제’

<표1>

<표2>

‘이제’는 ‘는/JX’, ‘ㄴ/JX’과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데 각각 1941회, 1067회에 
이른다. ‘까지/JX’는 501회, ‘부터/JX’는 483회, ‘야/JX’는 124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다’와 결합한 53회 중에 50회는 ‘이제라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라도’는 ‘이
제’가 ‘이다’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조사 ‘(이)라도’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제’도 ‘이제’와 마찬가지로 ‘는/JX’, ‘ㄴ/JX’과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데 각각 34회, 32회에 이른다. 

(15) ㄱ.  이제는, 이제부터, 이제까지, 이제야, 이제라도
ㄴ.  이제 며칠 후면 졸업이다.

(16) ㄱ.  인제는, 인제부터, 인제까지, 인제야, 인제라도
ㄴ.  나라의 임금은 어리고 약하여 인제 겨우 열여섯이다. 

‘이제’와 ‘인제’는 모두 “바로 이때(에)”를 의미한다. (15ㄱ)과 (16ㄱ)은 두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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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방금 N+AD AD AD 150 383 533
아까 N+AD N, AD AD+N 367 711 1078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방금 5 1 까지/JX
아까 1 처럼/JKB

주로 ‘는, 부터, 까지, 야, 라도’ 등의 보조사와 결합함을 보여준다. 격조사와 결합하
지 못하고 관형어의 수식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는, 부터, 까지, 야, 라도’가 시간명사와 잘 결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5ㄱ)
의 ‘이제’와 (16ㄱ)의 ‘인제’를 명사로 보아야 한다. (15ㄴ), (16ㄴ)과 같이 부사어
로 쓰이는 ‘이제’와 ‘인제’는 부사임이 분명하다. 두 단어가 부사로 쓰일 경우 현재시 
이후의 일에 쓰여 “지금부터 앞으로”를 의미하거나, 그 이전의 일에 쓰여 “현재에 
이르러”를 의미한다.   

    3.3.1.3. ‘방금’, ‘아까’

<표1>

<표2>

말뭉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방금’과 ‘아까’는 부사적 용법이 명사적 용법보다 
훨씬 우세하다. ‘방금’은 ‘까지’와 결합하는 빈도가 1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
까’는 ‘처럼’과 결합하는 빈도가 3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7) ㄱ.  방금의, 방금부터, 방금까지, 방금에야, 방금이라도
ㄴ.  그가 회의에 못 나온 까닭을 방금 알았다. 

(18) ㄱ.  아까의, 아까부터, 아까까지
ㄴ.  아까 그가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17ㄱ)과 (18ㄱ)은 ‘방금’과 ‘아까’를 명사로 보는 근거를 보여주고, (17ㄴ)과 (18
ㄴ)은 ‘방금’과 ‘아까’의 부사적 용법을 보여준다. ‘방금’은 “바로 조금 전(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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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까’는 “조금 전(에)”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방금’이 지시하는 시점은 ‘아까’가 
지시하는 시점보다 발화 시점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깝다. 

어원을 따져보았을 때 ‘방금’은 명사였고 ‘아까’는 부사였다. 

(19) ㄱ.  방금의 구야 권 술을 (을병연행록3:504)
ㄴ. 서 거려 와 항복니 方今에 四海一家ㅣ라 (伍倫7:28)

(20) ㄱ. 내 앗가 이 구 안해 두 드렛 믈 기러 잇다:我恰纔這槽兒裏頭拔上兩洒子水
也 (飜老上35) 

ㄴ. 앗가  기우로 야다:纔射的歪了 (飜老下37) 

(19)에서처럼 명사로만 쓰였던 ‘방금’은 “현재”의 의미를 나타냈다. 이후에 “바로 조
금 전”으로 의미가 변하면서 부사로 그 용법이 확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  국어
에서는 부사적 용법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20)에서 보듯이 ‘아까’는 ≪고어사전
≫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아까’는 부사에서 명사로 그 용법이 확 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부사로만 쓰이는 ‘금방’은 ‘방금’과 조된다. 

(21) ㄱ. 금방 밥 먹었는데 또 뭘 먹자고 그러니?
ㄴ. 금방 올 테니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ㄷ. 젊은이의 얼굴이 금방 밝아졌다. 

‘금방’이 표현하는 의미가 ‘방금’보다 풍부한데 “조금 전에 막”(21ㄱ), “조금 뒤에 
곧”(21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21ㄷ)의 의미를 나타낸다.10)   

    3.3.1.4. ‘기왕’, ‘이왕’

10) ≪표준≫에서는 ‘금방’에 해서 ‘방금’과 같은 말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직관에 
매우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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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기왕 N+AD N, AD N+AD 50 94 144
이왕 N+AD N+ AD+N 25 137 162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기왕 45 4 의/JKG
이왕 6 6 13 이/VCP

<표1>

<표2>

말뭉치에서 보여주듯이 ‘기왕’은 ‘의’, ‘에’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왕’은 ‘이다’, 
‘의’, ‘에’와 결합할 수 있다. ‘이왕’이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 모두 ‘이왕이면’의 형태
로 나타났다. ‘이왕이면’을 단어로 본다면 ‘이왕’이 ‘기왕’과 마찬가지로 ‘의’, ‘에’와만 
결합한다고 할 수 있다.11) 두 단어가 제한된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
성이 약하다. 

(22) ㄱ.  기왕의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자. 
ㄴ.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 보자.
ㄷ. *기왕 만나려면 함께 만나는 게 좋겠다.

(23) ㄱ.  이왕의 일은 다 잊어버리자.
ㄴ.  이왕(에) 시작한 바엔 끝을 봐야겠다.
ㄷ.  이왕(에) 만나려면 함께 만나는 게 좋겠다. 

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기왕’과 ‘이왕’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즉 명사로 쓰일 때 
“이전”의 의미, 부사로 쓰일 때 “이미 그렇게 된 바에”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 쓰임에서 부사로 쓰이는 ‘기왕’은 (22ㄴ, ㄷ)에서 보듯이 완료된 선행절과 잘 
어울리는 반면, 부사로 쓰이는 ‘이왕’은 (23ㄴ, ㄷ)에서 보듯이 완료된 선행절뿐만 
아니라 미완료된 선행절과도 잘 어울린다. 또한 ‘기왕’, ‘이왕’은 ‘기왕에’, ‘이왕에’의 
‘에’가 탈락하여 부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왕’과 ‘이왕’은 명사에서 부사로 그 용법이 확 된 것이다. ‘기왕에’는 원래 명
11) 기왕이면/MAG은 21회, 이왕이면/MAG은 59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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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생전 N+AD N, AD N+AD 305 0 305
종래 N+AD N, AD N+AD 341 109 450
본래 N+AD N, AD N+AD 718 291 1009
원래 N+AD N, AD N+AD 1228 329 1557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생전 28 126 1 에/JKB
종래 260 34 의/JKG
본래 3 272 2 의/JKG
원래 26 208 의/JKG

사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것으로 “이미 지나간 때에”를 의미하였다. 다음 
(24)는 ‘기왕’과 ‘이왕’의 명사적 쓰임을 보여준다. 

(24) ㄱ. 旣往애 師保의 訓을 背야 그 初애 능티 몯호나 (서전2:24b)
ㄴ. 已往의 일은 아직 뎌 니디 말고 (伍倫8:34a)

한편, ‘기왕이면’과 ‘이왕이면’은 사전에서 부사로 처리되고 있다.  

(25) ㄱ. 기왕이면 국수 신에 밥을 먹자.
ㄴ. 이왕이면 국수 신에 밥을 먹자.

‘기왕이면’과 ‘이왕이면’은 “어차피 그럴 바에는”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모두 문두에 쓰이는 양태부사로 미완료 사건에 쓰인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기왕(에)’와 ‘이왕(에)’는 선·후행절을 요구하는 겹문장을 이루는 반면, ‘기왕이면’과 
‘이왕이면’은 일반적으로 홑문장을 이룬다. 

    3.3.1.5. ‘생전’, ‘종래’, ‘본래’, ‘원래’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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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서 보여주듯이 명사로 쓰일 때 ‘생전’은 주로 ‘에’와 결합하고, ‘종래’와 
‘본래’, ‘원래’는 주로 ‘의’와 결합한다. 

(26) ㄱ.  그가 생전에(*생전) 살던 집이다. 
ㄴ.  이 문제는 생전 모르겠다. 

(27) ㄱ.  그는 종래의 윤리 원칙인 삼강오륜을 부정한 사람이다. 
ㄴ.  종래(로) 잘하다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생전’은 (26ㄱ)과 같이 명사로 쓰일 때 “살아 있는 동안”의 뜻을 나타내고, (26ㄴ)
과 같이 부사로 쓰일 때 일전에 경험한 적이 없음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표현 의도
를 강조한다. 두 의미 사이에는 유연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생전’을 충분히 명부 
통용어로 볼 수 있다. (27ㄱ)은 ‘종래’가 명사로서의 쓰임을 보인 예이고 (27ㄴ)은 
부사로서의 쓰임을 보인 예이다. 부사로 쓰일 때는 ‘종래로’와 비슷한 말로 ‘로’ 생략
형인 부사구 ‘종래’가 통시적인 변화를 거쳐 부사로 굳은 것으로 보인다. 

말뭉치를 검색한 결과 ‘본래’와 ‘원래’는 주로 격조사 ‘의’, 보조사 ‘는’, ‘부터’, ‘
로’와 결합함을 알 수 있었다. 
 

(28) ㄱ.  그는 본래부터 말이 없고 점잖다. 
ㄴ.  본래 이곳은 아무도 살지 않았다. 

(29) ㄱ.  원래의 가격보다 훨씬 싸다. 
ㄴ.  원래 기술 좋은 장인은 연장 탓하지 않는 법이다. 

(28)의 ‘본래’, (29)의 ‘원래’, 그리고 본디(168회), 본시(81회)는 모두 같은 의미와 
용법을 가진다. 명사로 쓰일 때는 “사물이나 사실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을 의미
하고, 부사로 쓰일 때는 “처음부터 또는 근본부터”를 의미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보조사 ‘부터’는 시간명사와 시간부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터’와 결합하는 (28ㄱ)의 ‘본래’를 명사로 볼 수 있다. (28ㄴ)에서 ‘본래’는 부사
로 쓰이고 있다. (29ㄱ)의 ‘원래’는 시간명사로서의 용법을 보이고 (29ㄴ)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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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잠깐 N+AD N, AD AD+N 257 1075 1332
잠시 N+AD N, AD AD+N 259 2482 2741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잠깐 2 20 1 55 만/JX
잠시 2 10 62 도/JX

는 시간부사로서의 용법을 보인다.  
≪고어사전≫에서는 ‘본래’(본/본)를 명사와 부사로, ‘원래’(원)를 부사로 처

리하고 있다. 

(30) ㄱ.  本來ㅅ 性이 모디라 (月印上46)
ㄴ.  그 本來 叅究에 일우믈 取호리라 (松廣寺蒙法26)
ㄷ.  六六이 元來 三十六이라 홈과 니 (금산2:23)

    3.3.1.6. ‘잠깐’, ‘잠시’ 

<표1>

<표2>

‘잠깐’과 ‘잠시’는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가 상 적으로 높았다. <표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잠깐’과 ‘잠시’는 부사적 용법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31) ㄱ.  피곤할 때 잠깐 동안 잠을 자면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ㄴ.  소나기가 잠깐(*에) 오다 그쳤다.

(32) ㄱ.  잠시 뒤에 보자. 
ㄴ.  준구가 잠시(*에)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잠깐’은 “짧은 동안(에)”의 뜻, ‘잠시’는 “짧은 시간(에)”의 뜻으로 둘의 의미가 유사
하다. ‘잠깐’과 ‘잠시’는 (31ㄱ, 32ㄱ)에서처럼 뒤에 피수식 명사가 올 수 있기 때문
에 명사로 판정되고 (31ㄴ, 32ㄴ)에서처럼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없기 때문



- 60 -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밤낮 3 52 6 1 46 을/JKO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밤낮 N+AD AD+ N+AD 167 56 223

만/JX 이/VCP 동안/NNG 씩/XSN 의/JKG 이나마/JX
잠깐 77 55 39 29 20 5

도/JX 이/VCP 후/NNG 만/JX 나마/JX 동안/NNG
잠시 66 62 38 24 23 13

에 부사로 판정된다.  
‘잠깐’과 ‘잠시’는 명사로 쓰일 때 후행 요소가 약간 다르다. 말뭉치에서 후행 요

소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3>

<표4>

≪고어사전≫에서는 ‘잠깐’과 ‘잠시’에 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3) ㄱ.  섭섭 이 이 업서 暫間이라도 挽留코져 니 (隣語1:2)
ㄴ.  잠간 그 아더니:頗解文 (東新續三綱. 烈1:32)
ㄷ.  如來ㅅ 일후믈 잠 듣 젼로 (月釋9:29)
ㄹ.  간 머리 수기거나 (釋譜13:53)
ㅁ.  잠시만 졋바 누엇다가 (痘要下41)

    3.3.1.7. ‘밤낮’

<표1>

<표2>

<표2>는 ‘밤낮’이 명사로 쓰일 때 주로 조사 ‘을’, ‘으로’와 결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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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매일 N+AD AD+ AD+N 398 1177 1575

하루하루 N+AD N, AD N+AD 128 77 205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매일 10 9 44 13 같이/JKB12) 

하루하루 33 57 18 1 5 를/JKO

(34) ㄱ.  밤낮이, 밤낮을, 밤낮의, 밤낮으로
ㄴ.  밤낮(으로) 일만 해도 먹고살기가 힘들다. 

‘밤낮’은 (34ㄱ)에서처럼 명사로 쓰일 때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34ㄴ)
에서처럼 부사로 쓰일 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을 의미한다. 부사로 쓰이는 
경우 뒤에 ‘으로’를 상정할 수 있다. 김창섭(1990:7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사 
‘밤낮’은 ‘-으로’ 생략형인 부사구 ‘밤낮’이 통시적인 변화를 거쳐 부사로 굳은 것으
로 보인다. ‘밤낮’은 명사인 ‘밤’과 ‘낮’이 결합하여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명사에서 
부사로 그 용법이 확 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어사전≫에서도 ‘밤낮’(밤낟, 밤낫, 
밤․낮)을 명사로 처리하였다.   

    3.3.1.8. ‘매일’, ‘하루하루’

<표1>

<표2>

‘매일’과 ‘하루하루’는 명사로 쓰일 때 ‘이/가’, ‘을/를’, ‘의’, ‘이다’와 잘 결합한다. 
아래의 예는 두 단어가 명사와 부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5) ㄱ.  황진이에 한 집념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ㄴ.  김 부장은 퇴근길에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

(36) ㄱ.  이곳 생활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ㄴ.  하루하루 물건 값이 오른다. 

12) 매일/NNG 같이/JKB 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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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모두 N+AD N, AD AD+N 2936 9391 12327
전부 N+AD N, AD N+AD 686 392 1078
일체 N+AD N+(관) N+AD 473 161 634

‘매일’, ‘하루하루’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7) ㄱ. 매년(11회/NNG+555회/MAG=566회), 매주(11회/NNG+225회/MAG=236
회), 매달(24회/NNG+178회/MAG=202회), 매번(1회/NNG+157회/MAG=
158회), 매월(10회/NNG+134회/MAG=144회)

ㄴ. 그때그때(30회/NNG+85회/MAG=115회), 매일매일(3회/NNG+42회/MAG= 
45회), 순간순간(23회/NNG+22회/MAG=45회), 일일(63회/NNG+0회/MAG 
=63회) 

(37ㄱ)은 ‘매일’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37ㄴ)은 ‘하루하루’와 유사한 특성을 보
인다. ‘매(每)+X’류 단어의 경우 명사로 쓰이는 빈도와 부사로 쓰이는 빈도를 조
해 볼 때 부사로 쓰이는 빈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3.3.2. 분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것

분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명부 통용어 중에 상용빈도가 상 적으로 높은 예들을 
빈도순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모두(12327회), 약간(2115회), 보통(2113회), 참(2095회), 개(1594회), 다
 소(1423회), 전부(1078회), 최소한(829회), 폭(787회), 일체(634회), 최 한

(555회), 략(328회), 강(265회), 참말(121회), 소폭(112회)

    3.3.2.1. ‘모두’, ‘일체’, ‘전부’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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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모두 1460 239 209 56 1 18 가/JKS 
전부 84 111 6 7 4 335 이/VCP 
일체 17 61 215 3 10 의/JKG 

<표2>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유어인 ‘모두’는 부사적 용법이 더 우세한 반면, 
한자어인 ‘전부’와 ‘일체’는 명사적 용법이 더 우세하다. 세 단어가 모두 전체(全體)
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의미 영역과 통사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13) 

‘모두’는 격조사 ‘가/JKS’(1460회), ‘를/JKO’(239회), ‘에게/JKB’(210회), ‘의/JKG’ 
(209회)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39) ㄱ.  그 일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ㄴ.  모인 인원을 모두(를) 합하여도 백 명이 안 된다. 

‘에게’의 결합이 명사를 판별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39ㄱ)에서처럼 ‘에게’와 
결합하는 ‘모두’를 명사로 볼 수 있다. (39ㄴ)에서는 ‘모두’가 부사로 쓰이고 있다. 
이때 ‘를’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를’이 탈락하면 ‘모두’가 부사어로 쓰이므로 ‘모두를’
은 부사 ‘모두’에 보조사 ‘를’이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두’는 ‘몯-’에 부사파생 접미사 ‘-오’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부사적 용법이 
먼저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어사전≫에도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40) ㄱ. 攝은 모도 디닐씨라 (月釋序8)
ㄴ. 해 듣고 能히 모도 디니며:多聞能摠持 (法華5:194)

말뭉치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 결합에 있어서 ‘전부’는 주로 ‘가’, ‘를’, ‘이다’(계
사)와 결합하고, ‘일체’는 주로 ‘의’, ‘를’과 결합한다. 아래는 ‘전부’와 ‘일체’의 용례
이다. 
13) 전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다’와 ‘온통’은 부사로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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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개 N+AD N, AD AD+N 451 1143 1594
강 N+AD N, AD AD+N 66 199 265
략 N+AD N+ AD+N 36 292 328
체 N+AD AD N, AD ? 323 ?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개 73 1 147 는/JX 
강 2 10 25 2 4 의/JKG
략 1 9 1 의/JKG

(41) ㄱ.  재산 전부를 학의 장학금으로 내놓는다. 
ㄴ.  나는 그 작가의 소설을 전부 읽었다.

(42) ㄱ.  도난에 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ㄴ.  걱정 근심일랑 일체 털어 버리고 즐겁게 술이나 마시자.

‘전부’는 명사로 쓰일 때 “어떤 상을 이루는 낱낱을 모두 합친 것”(41ㄱ), 부사로 
쓰일 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를 의미한다(41ㄴ). ‘일체’는 명사로 쓰
일 때 “모든 것”(42ㄱ), 부사로 쓰일 때 “모든 것을 다”를 의미한다(42ㄴ). 즉, 의미
적으로 ‘전부’는 ‘어떤 상의 전체’를 강조하지만 ‘일체’는 ‘모든 것’을 강조한다. 

‘일체’는 ≪고어사전≫에서 명사·관형사․부사로 처리되고 있다. 
(43) ㄱ.  一이 眞實면 一切ㅣ 眞實야 萬境이 如如리니 (六祖上20)
     ㄴ.  一切 布施   거스디 아니거든 (釋詳6:8)

ㄷ.  크며 져근 名相이 一切 셔디 아니호미 (楞解1:8) [“아주. 결코”]

    3.3.2.2. ‘대강’, ‘대개’, ‘대략’, ‘대체’

<표1>

<표2>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 개’, ‘ 강’, ‘ 략’, ‘ 체’는 모두 명사로서의 용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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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로서의 용법이 더 우세하다. 그 중에 ‘ 개’, ‘ 강’, ‘ 략’은 명사로 쓰일 때 공
통적으로 ‘의’, ‘은/는’과 잘 결합한다.14) 

(44) ㄱ.  개의 아버지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다. 
ㄴ.  이 책의 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ㄷ.  개 한 달쯤 지나야 적응이 됩니다. 

(45) ㄱ.  김 부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강을 말했다.
ㄴ.  일의 자초지종은 강 다음과 같다. 

(46) ㄱ.  경찰은 사건의 략을 발표하였다.
ㄴ.  나는 그 사건의 전반을 략 알고 있었다.
ㄷ.  화재의 피해액이 략 1억이 넘는다. 

‘ 개’, ‘ 강’, ‘ 략’ 세 단어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 개’는 명사로 쓰일 때 (44
ㄱ)과 같이 “절반이 훨씬 넘어 전체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수효나 분량”을 뜻하는
데 ‘ 부분’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44ㄴ)과 같이 “줄거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 강’(45ㄱ)과 같은 의미이다. 부사로 쓰일 때 ‘ 개’는 “일반적인 경우에”(44ㄷ), 
‘ 강’은 “자세하지 않게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 보이는 정도로”를 의미한다(45ㄴ). 
(46)의 ‘ 략’은 명사로 쓰일 때 “ 강의 줄거리”(46ㄱ),15) 부사로 쓰일 때 “ 충 
줄거리만 추려서”(46ㄴ), ‘ 충 어림잡아서’(46ㄷ)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47) ㄱ.  선생님은 우리나라 민요에 한 체를 말씀해 주셨다. 
ㄴ.  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ㄷ.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체 찾을 수가 없다.

(48) ㄱ. 그가 발표한 논문은 체로 이런 내용이다. 
ㄱ′. 그가 발표한 논문은 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14) 개/NNG 는/JX 227회, 강/NNG 는/JX 16회, 략/NNG 는/JX 2회, 략/NNG 적/XSN 19
회. 

15) “큰 모략(謀略)”을 뜻하는 ‘ 략(大略)’도 있다. 이에 해서 사전에서는 “줄거리”를 뜻하는 ‘
략(大略)’과 같은 단어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두 ‘ 략’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표제어
를 달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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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다소 N+AD N, AD AD+N 150 1273 1423
약간 N+AD N, AD AD+N 635 1480 2115

ㄴ. 요즘 아이들은 10년 전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체로 키가 크다. 
     ㄴ′. 요즘 아이들은 10년 전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체적으로 키가 크다. 

‘ 체’는 (47ㄱ)과 같이 “기본적인 큰 줄거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명사적 용법이 
거의 안 쓰이게 되었다. 부사로 쓰이는 경우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47ㄴ)과 
같이 ‘도 체’와 유사하게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컨 ”를 의미하거나, (47ㄷ)과 
같이 “전혀”를 의미한다. “요컨 ”를 뜻하는 경우는 주로 의문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며, “전혀”를 뜻하는 경우는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 

부사 ‘ 체로’는 명사로 쓰이는 ‘ 체’와 관련이 있지만 부사로 쓰이는 ‘ 체’와 의
미에 큰 차이가 있다. “요점만 말해서”(48ㄱ)와, “전체로 보아서. 또는 일반적으
로”(48ㄴ)라는 의미가 ‘ 체’보다 ‘ 개’, ‘ 강’, ‘ 략’의 의미에 더 가깝다. 한편, 
‘ 체적으로’는 (48ㄱ′, ㄴ′)에서 보듯이 ‘ 체로’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고어사전≫에 ‘ 강’과 ‘ 체’는 명사로, ‘ 개’는 명사·부사로 등재되어 있다.16)  

(49) ㄱ.  강 략:略 (類合下60) 
ㄴ.  송의 쳬로 알외리이다 (經筵)
ㄷ.  그 개 로:其略曰 (飜小6:21)
ㄹ.  개 언제 긔동실려뇨 (朴解上48) [= 개로]

    3.3.2.3. ‘다소’, ‘약간’

<표1>

16) ≪고어사전≫에서는 “큰 모략”을 뜻하는 ‘ 략’을 명사로 등재하였다. 
     將軍도 하건마 豁達 大略이실:將軍雖多豁達大略 (龍歌97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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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다소 1 1 67 3 9 의/JKG
약간 1 14 427 8 의/JKG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폭 N+AD N+ AD+N 95 692 787

소폭 N+AD N+ N+AD 112 0 112

<표2>

‘다소’와 ‘약간’은 명사로 쓰일 때 ‘의’와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50) ㄱ.  전쟁은 반드시 병력의 다소로써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ㄴ.  발을 다쳐서 걷는 데 다소의 불편이 있다. 
ㄷ.  그는 다소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51) ㄱ.  그는 약간의 돈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ㄴ.  그 사람은 약간 불안한 것 같았다.

명사로 쓰이는 ‘다소’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분량이나 정도의 많음과 적음” 
(50ㄱ)이라는 의미와, “작은 정도, 조금”(50ㄴ)이라는 의미가 그것이다. 전자는 ‘다
(多)’와 ‘소(少)’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지만 후자는 ‘소(少)’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 
‘다소’가 부사로 쓰일 때 “어느 정도로”를 의미한다(50ㄷ). (51)의 ‘약간’은 명사로 
쓰일 때 “얼마 되지 않음”(51ㄱ), 부사로 쓰일 때 “얼마 안 되게. 또는 얼마쯤”(51
ㄴ)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두 단어가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수식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고어사전≫에서는 ‘약간’을 부사로 등재하였다.  

(52) ㄱ. 구룸 약간 잇다:天帶微雲 (漢淸1:9)
ㄴ. 약간 모흔 물이 이셔 알니 업시 간슈야시니 (落泉1:1)

    3.3.2.4. ‘대폭’, ‘소폭’, ‘최대한’, ‘최소한’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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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폭 1 1 3 1 으로/JKB

소폭 14 2 8 의/JKG
<표2>

‘ 폭’과 ‘소폭’은 후행하는 동작명사를 수량적으로 제한한다. 말뭉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 폭’은 주로 부사로 쓰이고 ‘소폭’은 주로 명사로 쓰인다.  

(53) ㄱ.  경비의 폭 절감이 필요하다. 
ㄴ.  정부는 불필요한 군사예산을 폭(으로) 줄였다. 

(54) ㄱ.  주식이 소폭의 오름세로 돌아섰다.
ㄴ.  주가가 소폭(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53)의 ‘ 폭’과 (54)의 ‘소폭’은 명사로 쓰일 때 폭이나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고, 
부사로 쓰일 때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두 단어는 명사로부터 부사로 그 용법이 
확 된 것으로 추정된다.17) 
17) ‘다소’, ‘ 거’, ‘ 폭’, ‘소폭’의 품사 범주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 ‘ 량’, ‘ 폭’, ‘다소’에 하여 

이규호(2008ㄴ:15)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보고 있다. 
 
     (ㄱ) 15세기 중엽 이후 활판 인쇄술의 발달로 서적의 량 출판이 가능해졌다.
     (ㄴ) 발리 로드맵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의 폭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ㄷ) 오후에 갑작스럽게 눈이 내려 퇴근길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호(2008ㄴ:23)에서는 아래 (ㄱ)의 ‘돌연’과 (ㄴ)의 ‘무사’를 체언 수식 부사로 보고 있다. 
     (ㄱ) 돌연 사퇴[=돌연(히) 사퇴(하다)]
     (ㄴ) 무사 귀환을 바라다[=무사(히) 귀환(하다)]
   (ㄱ)은 부사 ‘돌연’이 접미사를 생략한 동작명사 ‘사퇴’를 수식한 것으로, (ㄴ)은 접미사 ‘-히’가 

생략됨으로써 부사로 전성한 ‘무사’가 동작명사 ‘귀환’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형용
(2009:22)에서도 ‘돌연’ 같은 예는 ‘돌연히’에서 ‘-히’가 탈락된 것으로 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 회의적 입장을 취한 이은섭(2011:302-305)에서는 (ㄴ)은 일반 명사가 관형어
가 되어 명사구를 형성한 것이거나, 명사 혹은 부사가 어근 자격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한 합성 
명사의 용례일 뿐이고 (ㄱ)의 경우는 명사가 부사어로서 후행하는 서술어인 서술성 명사 ‘사퇴’
를 수식하거나, 부사가 어근의 자격을 띠고 후행 명사 어근과 결합한 합성 명사 구성으로 보았
다. 이밖에 명사에서 부사로 파생된 영파생, 혹은 명사와 부사의 성격을 모두 인정하는 품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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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최 한 N+AD N+ N 500 55 555
최소한 N+AD N+ N 827 2 829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최 한 65 63 의/JKG
최소한 245 9 36 의/JKG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비교적 AD+관․N AD AD+관+N 0 462+61418) *1076
제일 N+AD 수+ AD+N+수 ?1810 7 ?1817
보통 N+AD N, AD N+AD 1352 761 2113

<표1>

<표2>

‘최 한’과 ‘최소한’은 명사로 쓰일 때 주로 ‘의’, ‘으로’와 결합한다. 

(55) ㄱ.  최 한의 편의를 손님에게 제공한다. 
ㄴ.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은 빈틈없이 끝내려고 최 한 노력한다.

(56) ㄱ.  시에서는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복구를 서둘 다.
ㄴ.  이 일을 끝내는 데 최소한 세 시간은 걸린다.

‘최 한’과 ‘최소한’은 명사로 쓰일 경우 후행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못하고 ‘의’의 
실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서술성 명사뿐만 아니라 비서술성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또한 부사로 쓰일 때는 ‘한자어+하다’형 동사뿐만 아니라 고유어 동사(구), 
부사(예: 최 한 빨리)도 수식할 수 있다. 

    3.3.2.5. ‘비교적’, ‘제일’, ‘보통’

<표1>

용의 범주 안에서 다루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18) 비교적/MAG은 462회, 비교/NNG 적/XSN은 614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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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제일 6 119 39 98 의/JKG19) 
보통 6 2 155 22 263 이/VCP

<표2>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제일’과 ‘보통’은 명사로 쓰일 때 주로 ‘의’ 또는 ‘이다’
와 결합한다. 

(57) ㄱ.  비교적 연구 / 비교적인 관점 
ㄴ.  그의 방은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으로) 깨끗하였다.

(58) ㄱ.  오직 산다는 것만이 제일의 과제였으니까.
ㄴ.  나는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로) 좋아한다.

(57)의 ‘비교적’은 명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 뜻이 다르다. 명사로 쓰일 때
는 “다른 것과 견주어서 판단하는. 또는 그런 것”(57ㄱ), 부사로 쓰일 때는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57ㄴ)를 의미한다. 명사가 관형어로 기능할 수 있기 때
문에 ‘비교적’의 품사를 명사 이외에 관형사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제
일’은 (58ㄱ)에서처럼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않고 ‘의’를 취하여 수식어로 기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58ㄴ)과 같이 부사로 쓰일 때는 ‘가장’과 같은 의미를 나
타낸다. ‘비교적’과 ‘제일’의 용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57ㄴ), (58ㄴ)에서처럼 두 
단어가 부사어로 쓰일 때 ‘으로’가 수의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으로’
와 결합하는 ‘비교적’과 ‘제일’이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단언하기 어렵다. 

(59) ㄱ.  보통 솜씨가 아니다. 
ㄴ.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ㄷ.  사모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김장철이라 내가 보통 바빠요?
ㄹ.  요즘은 운전면허 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19) ‘제일’은 그 뒤에 부사 ‘먼저’가 246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먼저’ 앞에 오는 ‘제일’을 
명사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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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참 N+AD N, AD AD, N 433-3 1665 2095

참말 N+AD N, AD N 93-2520) 53 121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참 5 8 3 19 3(-3) 45 이/VCP

참말 2 3 25(-25) 42 이/VCP

(59)는 ‘보통’이 명사와 부사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통’이 명사로 쓰일 때
는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어 평범함” 또는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
한 중간 정도”를 뜻하며, 부사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또는 흔히”를 뜻한다.  

흥미로운 점은 ‘보통’이 직접 명사를 꾸  때와, ‘의’를 취하여 명사를 꾸  때 다
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직접 명사를 꾸미는 경우, ‘보통말, 보통교육, 보통명사’
와 같은 고유명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보통 때, 보통 사람, 보통 작업, 보통 문제, 
보통 인연’ 등으로 많이 쓰인다. ‘보통의’는 ‘보통의 경우, 보통의 사람, 보통의 과학
자’ 등으로 많이 쓰인다. 특히 의문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후행할 때는 ‘보통의’
가 아닌 ‘보통’이 선택된다. ‘보통’과 ‘보통의’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면 ‘보통 수준’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지만 ‘보통의 수
준’은 통상의 수준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또한 ‘보통’이 (59ㄷ, ㄹ)과 같이 의문이
나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3.3.2.6. ‘참’, ‘참말’  

<표1>

<표2>

<표2>에서 보여주듯이 ‘참’과 ‘참말’은 명사로 쓰일 때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20) ‘참으로’와 ‘참말로’는 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각각 말뭉치에서 나타난 빈도로는 ‘참으로
/MAG’가 1337회, ‘참말로/MAG’가 55회이다. ‘참으로’와 ‘참말로’를 단어로 본다면 ‘참’과 ‘으로’
가 결합하는 3회, ‘참말’과 ‘로’가 결합하는 25회는 ‘참’과 ‘참말’의 명사 빈도수에서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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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ㄱ.  그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참과 거짓에 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ㄴ.  너도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다.

(61) ㄱ.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다. 
ㄴ.  도현은 그들이 참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물었다.

‘참’과 ‘참말’은 명사로 쓰일 때 의미가 다르다. (60ㄱ)의 ‘참’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61ㄱ)의 ‘참말’은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라
는 의미를 나타낸다. ‘참’은 ‘거짓’과 반의관계를 이루지만, ‘참말’은 ‘거짓말’과 반의
관계를 이룬다. 두 단어가 부사로 쓰일 때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참’은 
주로 형용사를 꾸미는 반면, ‘참말’은 형용사, 동사와 문장을 꾸  수 있다. 

‘참’과 ‘참말’은 부사로 쓰일 때 ‘참으로’, ‘참말로’와 같은 의미와 용법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21) 장소원(2008:73-74)에서는 ‘참’, ‘정말’, ‘참말’ 등 정도성을 
지닌 명사들은 처음부터 명사와 부사로 병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명사가 ‘-로’ 
등의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사용되다가 명사가 지닌 정도성으로 말미암
아 조사를 생략시키고 명사만으로 부사로 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
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규호(2008ㄱ)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3.3. 행위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

행위의 양식을 나타내는 명부 통용어 중에 사용빈도가 상 적으로 높은 예를 빈
도순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2) 계속(7324회), 자연(6103회), 서로(6008회), 스스로(4718회), 직접(4401회),

21) ‘실로’와 ‘진실로’는 ‘참으로’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참’과 
달리 ‘실’과 ‘진실’은 명사로만 쓰인다. 

     (ㄱ)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ㄴ)  진실로 나는 너를 이해한다. 
     (ㄷ)  명분보다 실을 취하다.
     (ㄹ)  그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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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가까이 AD+N N, AD N+AD 363 1261 1624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가까이 10 12 3 97 38 3 에/JKB

 잘못(4004회), 혼자(3848회), 각각(2454회), 가까이(1624회), 각자(779회), 
무조건(690회), 필연(677회), 각기(665회), 하나하나(539회), 일쑤(398회), 천
연(314회), 무작정(100회) 

    3.3.3.1. ‘가까이’

<표1>

<표2>

<표1>에서 보듯이 ‘가까이’는 부사적 용법이 명사적 용법보다 훨씬 우세하다. 

(63) ㄱ.  이쪽으로 가까이 오너라.
ㄴ.  그와 나는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ㄷ.  집 가까이에서 놀도록 해라. 

 ㄹ. 그를 두 시간 가까이(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다. 
ㅁ. 야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까이’는 부사로 쓰일 때 (63ㄱ)과 같이 공간적 거리, (63ㄴ)과 같이 사람들 사이
의 관계에 쓰일 수 있고, 명사로 쓰일 때 (63ㄷ)과 같이 공간적 거리에만 쓰인다. 
(63ㄹ, ㅁ)의 ‘가까이’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 “그 수에 거의 비슷한 
정도(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가까이’가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수량 명
사구를 취해야 하는 점에서 보조사 또는 의존명사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22) 
22) 부사로만 쓰였던 ‘멀리’도 점차 명사로서의 용법을 가지게 되었다.  
     (ㄱ) 그는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었다.
     (ㄴ) 어머님은 이국 타향 멀리에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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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계속 N+AD N, AD AD+N 3878 3446 7324
직접 N+AD N, AD AD+N 1367 3034 4401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계속 1 1 2 2 8 이/VCP
직접 3 9 2 으로/JKB

‘가까이(갓가>갓가이)’는 형용사 어간 ‘가깝-’에 부사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
하여 형성된 것이다. 원래 부사였지만 현재는 부사, 명사 양쪽의 범주에서 완전한 
쓰임을 가지게 되었다. ≪고어사전≫에는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64) ㄱ. 王이 맛드러 갓가 거시 (月釋2:5)
ㄴ. 모로 갓가이 야: 以身逼近 (楞解1:37)

    3.3.3.2. ‘계속’, ‘직접’, ‘무작정’, ‘무조건’ 

<표1>

<표2> 

<표2>에서 ‘계속’과 ‘직접’은 조사와의 결합이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23)

(65) ㄱ.  김 회장은 자본 지원의 계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ㄴ.  이 부분이 잠시 중단되었던 내용의 계속이다.
ㄷ.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ㄹ.  저녁을 먹고 난 후 읽던 책을 계속 읽었다.

(66) ㄱ.  그는 이번 일과 직접 관련은 없었다.
ㄴ.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보겠다. 

     이현희(2006)에서는 원래 부사어였던 ‘머리’류가 16세기 후반 무렵이나 그 직전의 시기부터 
명사적인 성격도 아울러 띠게 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23) 말뭉치에서 ‘계속’은 접미사 ‘-하’와 결합하는 빈도가 1900회로, ‘-되’와 결합하는 빈도가 
176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은 접미사 ‘-적’과 결합하는 빈도가 79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 혹은 ‘-되’와 결합하는 ‘계속’, 그리고 ‘-적’과 결합하는 ‘직접’은 명사보
다 어근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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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무작정 N+AD N+ AD+N 62 38 100
무조건 N+AD N+ AD+N 4 686 690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무작정 3 의/JKG
무조건 1 의/JKG

‘계속’은 의미가 둘로 나뉜다. “끊이지 않고 이어 나감”이라는 의미(65ㄱ, ㄷ)와 “끊
어졌던 행위나 상태를 다시 이어 나감”이라는 의미(65ㄴ, ㄹ)가 있다. 장소원(2008: 
71)에서는 용언의 부사형에서 어근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이 모두 생략되어도 남은 
어근이 본래의 부사어 역할을 그 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거듭’, ‘새삼’, ‘엄청’, ‘완전’, ‘급’을 그 예로 들고 있다.24) 그런데 부사로서의 ‘계속’
은 기원에 관계없이 현재는 명부 통용어로 쓰이고 있다.  

(65ㄱ)은 ‘직접’이 명사로 쓰이는 예이고 (65ㄴ)은 부사로 쓰이는 예이다. ‘직접’
은 명사로 쓰일 때 주로 관형명사로 쓰이지만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일반 
명사로서의 용법도 가지고 있다. 또한 ‘직접’의 부사적 용법이 이미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  

<표1>

<표2> 

24) 장소원(2008:71)에서 제시한 예문과 설명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ㄱ) 수집한 자료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ㄴ) 그는 거듭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ㄷ) 이제 와서 새삼 소감을 이야기하라면 어쩌니?
     (ㄹ) 값이 엄청 비싸다.
     (ㅁ) 이거 완전 맛있어.
     (ㅂ) 급 소개받은 남자친구
   ‘계속’은 부사어 ‘계속적으로’에서 뒤의 ‘-적으로’가 탈락함으로써 ‘계속’이 부사로 변화한 것으로 

보거나 용언 ‘계속하다’의 부사형인 ‘계속해서’의 어근이 부사로 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
듭’은 ‘거듭하다’라는 동사의 어근이 부사로 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새삼’은 부사 ‘새삼스레’
에서 접미사 부분이 생략되고 어근만 남아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ㄹ~ㅂ)은 현 국어
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이다. ‘엄청’은 형용사 ‘엄청나다’의 부사형 ‘엄
청나게’에서 어근만 남은 경우이고, ‘완전’은 ‘완전하다’의 부사형 ‘완전히’의 어근이 부사화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 ‘급’은 ‘급하다’의 부사형 ‘급히’의 어근이 남아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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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잘못 N+AD N, AD AD+N 1361 2643 4004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잘못 137 411 8 28 46 320 을/JKO 

‘무작정’과 ‘무조건’은 조사 결합에 제약을 받는데 말뭉치에서 ‘의’와 결합하는 예
만 확인되었다. 하지만 ‘의’ 이외에 ‘로’, ‘이다’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67) ㄱ.  그녀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으로 집을 나온 것이었다. 
ㄴ.  영화 속의 그들은 서로를 향해 무작정의 공격을 퍼부었다. 
ㄷ.  계획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영애는 당장 잠잘 곳도 없었다. 

(68) ㄱ.  그가 요구한 것은 무조건의 복종뿐이다.
ㄴ.  그는 이유를 듣지도 않고 무조건 화부터 냈다.

(67)의 ‘무작정’은 명사로 쓰일 때 “얼마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리라고 미리 정한 것
이 없음”(67ㄱ), “좋고 나쁨을 가림이 없음”(67ㄴ)을 의미하고, 부사로 쓰일 때 “얼
마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리라고 미리 정한 것이 없이”(67ㄷ)를 의미한다. (68)의 
‘무조건’은 명사로 쓰일 때 “아무 조건도 없음”(68ㄱ), 부사로 쓰일 때 “이리저리 살
피지 아니하고 덮어놓고”(68ㄴ)를 의미한다. ‘무조건’이 ‘무조건반사, 무조건자극, 무
조건항복’과 같이 전문용어에 많이 쓰인다.  

    3.3.3.3. ‘잘못’

 

<표1>

<표2> 

‘잘못’은 조사와 두루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로 볼 수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격조사 ‘이’, ‘을’, 계사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가 상 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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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일쑤 N+AD N+ N+AD 381 17 398

하나하나 N+AD N, AD AD+N 243 296 539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일쑤 376 이/VCP

하나하나 60 68 38 40 를/JKO

(69) ㄱ.  그 사고는 교통 신호를 무시한 운전수의 잘못이 크다.
ㄴ.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69ㄱ)에 쓰이는 ‘잘못’은 명사임이 분명하고 (69ㄴ)에 쓰이는 ‘잘못’은 부사임이 
분명하다. 송철의(1992:275)에서는 ‘잘못’의 기본적인 구성은 ‘부사+부사’인데 국어
에서 복합어의 통사범주는 뒤쪽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부
사+부사’가 명사가 되는 단어형성규칙은 없으므로 ‘잘못’의 기원적인 통사범주를 부
사로 보았다. 즉 ‘잘못’은 부사로부터 명사가 파생되었다고 본 것이다. 

    3.3.3.4. ‘일쑤’, ‘하나하나’

 

<표1>

<표2>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일쑤’는 명사적 용법이 부사적 용법보다 훨씬 우세하지
만, ‘하나하나’는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이 거의 등하게 나타난다. <표2>에서 
보듯이 ‘일쑤’가 명사로 쓰일 때 ‘이다’와만 결합한다.   

(70) ㄱ.  그러다가는 바보로 취급 받기 일쑤다.
ㄴ.  나는 늦잠을 자서 아침을 일쑤 거른다. 

‘일쑤’는 (70ㄱ)과 같이 ‘-기(가) 일쑤이다’ 구성으로 쓰이는 것을 보아 격조사의 
결합이 제한적인 불완전 명사에 속한다.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계사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앞에 명사형이 오기 때문에 



- 78 -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자연 N+AD N, AD N+AD 5942 161 6103
천연 N+AD N N+AD 314 0 314
필연 N+AD N N+AD 677 0 677

명사로 보아야 한다. 부사가 ‘-기(가)’를 보충어로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70ㄴ)
과 같이 ‘일쑤’가 부사로 쓰일 때는 “드물지 아니하게 흔히”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
람의 직관에 따라서 ‘일쑤’의 부사적 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71) ㄱ.  그는 전시장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았다. 
ㄴ.  그는 전시장에 걸린 그림을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았다. 

‘하나하나’는 명사로 쓰일 때 “어떠한 것을 이루는 낱낱의 상”을 의미하고(71ㄱ), 
부사로 쓰일 때 ‘일일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71ㄴ). (71ㄱ)에서 ‘하나하나’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71ㄴ)과 같이 목적격 조사 ‘를’이 ‘그림’에 결합되는 
경우 ‘하나하나’는 부사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하나’ 뒤에도 ‘를’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를’ 없이 ‘하나하나’ 자체가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붙는 ‘를’은 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하나’는 명사 ‘하나’
가 반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명사에서 부사로 그 용법이 확 된 것으로 추정된다. 

    3.3.3.5. ‘자연’, ‘천연’, ‘필연’ 

<표1>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자연 131 357 698 259 25 68 의/JKG
천연 1 19 7 1 의/JKG
필연 1 7 19 5 9 34 이/VCP

<표2>

말뭉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과 ‘천연’, ‘필연’은 명사적 용법이 부사적 용
법보다 훨씬 우세하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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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ㄱ.  자연과 인간은 립적 존재가 아니다.
ㄴ.  나는 내 고향의 자연을 무척 사랑한다.
ㄷ.  출산율의 자연 감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ㄹ.  아무리 어려운 글도 자꾸 읽으면 자연 깨치게 되는 법이다.

(73) ㄱ.  전복의 천연 색채를 이용한 공예
ㄴ.  말씨가 천연 제 아버지를 닮았다.

(74) ㄱ.  절  권력이 결국에는 부패한다는 건 역사의 필연이다.
ㄴ.  필연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 분명해.

‘자연’은 명사로 쓰일 때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
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72ㄱ),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
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ㆍ지질적 환경”(72ㄴ), 또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
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짐”(72ㄷ)을 의미하며, 부사로 쓰일 때 “사
람의 의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72ㄹ)를 의미한다. ‘천연’은 명사로 쓰일 때 “사람
의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73ㄱ), 부사로 쓰일 때 “아주 비슷하게”(73ㄴ)를 의미
한다. ‘필연’은 명사로 쓰일 때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음”(74ㄱ), 부사로 쓰일 때 “틀림없이 꼭”(74ㄴ)을 의미한다. 

부사로 쓰이는 ‘자연’과 ‘천연’, ‘필연’은 각각 ‘자연히’, ‘천연히’, ‘필연히’의 ‘히’가 
탈락하거나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천연적으로’의 ‘적으로’가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문의 부사를 그 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26) 

≪고어사전≫에 ‘필연’과 ‘필연히’가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25) ‘자연’은 접미사 ‘-스럽’과 결합하는 빈도가 132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연’은 주로 관형
명사로 쓰이는데 후행요소로는 ‘조미료/NNG’가 52회, ‘색/NNG’이 30회, ‘가스/NNG’가 25회, ‘자
원/NNG’이 21회 나타났다. ‘필연’은 접미사 ‘-적’과 결합하는 빈도가 449회, 접미사 ‘성’과 결합
하는 빈도가 114회로 높게 나타났다. 

26) 류승국(2013)에서는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부사 형성 과정을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첫째는 한
문의 부사가 그 로 한국어의 부사로 차용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한문의 부사를 차용하여 한국
어화하면서 ‘-이/히’를 붙여 국어의 부사로 수용하는 경우이다. 한문에서 차용된 부사의 가능성
을 보이는 것으로 ‘분명, 적극, 본격, 완전, 전격, 전폭, 극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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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각각 N+AD N, AD AD+N 332 2122 2454
각기 N+AD N+ AD+N 39 626 665
각자 N+AD N+ N+AD 439 340 779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각각 14 5 260 17 5 10 의/JKG
각기 1 1 19 1 의/JKG 
각자 133 2 244 1 2 2 의/JKG

(75) ㄱ. 필연 려갈 사의게 더러오미 되리니:必爲押去者所汚 (東續三綱. 烈5)
ㄴ. 필연히 디옥에 러디면 (王朗傳2)

    3.3.3.6. ‘각각’, ‘각기’, ‘각자’

<표1>

<표2>

‘각각’, ‘각기’와 ‘각자’는 모두 ‘의’와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각각’과 ‘각기’는 부사적 용법이 명사적 용법보다 훨씬 우세하며, 
‘각자’는 주격 조사와 잘 결합한다는 점에서 ‘각각’과 ‘각기’보다 명사성이 강하다. 

세 단어의 명사적 쓰임과 부사적 쓰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76) ㄱ.  회의 참석자들은 각각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ㄴ.  사람들은 생각이 각각 달랐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77) ㄱ.  기업과 중소기업은 모두 각기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ㄴ.  일을 마친 뒤,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78) ㄱ.  각자의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ㄴ.  사람들은 각자 개성이 있다. 

‘각각’과 ‘각기’, ‘각자’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의미 범위에 차이가 있다. ‘각
각’과 ‘각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쓰이지만 ‘각자’는 사람에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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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상호 N+AD N+ N+AD *1319 86 *1405
서로 N+AD N, AD AD+N 1353 4655 6008

스스로 N+AD N, AD AD+N 1616 3102 4718
혼자 N+AD N, AD N+AD 3646 202 3848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상호 6 의/JKG 
서로 251 382 468 45 의/JKG

스스로 311 419 549 23 2 의/JKG
혼자 27 160 서/JKS

≪고어사전≫에서는 ‘각각’과 ‘각기’를 부사로 등재하고 있다. 

(79) ㄱ. 各各  아옴 내야 (釋譜6:9)
ㄴ. 각긔  호령을 (兵學1:12)

    3.3.3.7. ‘상호’, ‘서로’, ‘스스로’, ‘혼자’

<표1>

<표2> 

‘상호’는 조사 중에 ‘의’와 결합하는 예만 몇 개 확인되었다.27) ‘서로’는 ‘의’와 결
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를’, ‘가’와 결합하는 빈도가 그 뒤를 이었다. ‘스스로’
는 주로 ‘의’, ‘를’, ‘가’와 결합하는데 ‘서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혼자’는 ‘서
/JKS’와 결합하는 빈도가 556회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서/JKB’ 255회, ‘만/JX’ 
243회, ‘이/VCP’ 160회이다. 

(80) ㄱ.  기업의 활동은 경제 사회 전체와 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상호 빈번한 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27) ‘상호(相互)’는 ‘작용/NNG’과 결합하는 빈도가 221회, ‘간/NNB’과 결합하는 빈도가 114회, ‘관
계/NNG’와 결합하는 빈도가 71회로 많이 나타났다. ‘상호/NNG 로/JKB’가 3회, ‘상호/NNG 가
/JKS’가 4회, ‘상호/NNG 를/JKO’이 11회 나타났지만 이때 ‘상호’는 ‘相互’가 아니라 모두 ‘商號’
였다. ‘상호/NNG 의/JKG’가 8회 나타났는데 이 중에 2회는 ‘商號’이고 6회는 ‘相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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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ㄱ.  그 둘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ㄴ.  너희 둘은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80)의 ‘상호’는 주로 관형명사로 쓰이지만, ‘의’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명사
로서의 용법도 가진다. (81)의 ‘서로’는 명사로 쓰일 때 여러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는 ‘상호’보다 명사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80ㄴ), (81ㄴ)과 
같이 ‘상호’와 ‘서로’가 부사로 쓰일 때 서술어와 관계를 맺으면서 앞에 오는 상
(남북한, 너희)과도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81ㄴ)의 경우 ‘서로’에 조사 ‘가’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때 ‘서로’는 주어로도 부사어로도 해석된다.  

‘서로’는 ≪고어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82) ㄱ. 미 서로 조찻고 (恩重11)
ㄴ. 서르 고마야 드르샤 (釋譜6:12)

‘스스로’와 ‘혼자’는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스스로’는 부사적 용법이 더 
우세한 반면 ‘혼자’는 명사적 용법이 더 우세하다.  

(83) ㄱ.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ㄴ.  그녀는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 입곤 한다.
ㄷ.  그는 스스로(가) 입 하였다. 
ㄹ.  이제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가) 변할 것이다.

(84) ㄱ.  서울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가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ㄴ.  집에 들어가 보니 동생이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스스로’는 명사로 쓰일 때 “자기 자신”(83ㄱ), 부사로 쓰일 때 “자신의 힘으로”(83
ㄴ), “자기의 결심에 따라서”(83ㄷ), ‘저절로’(83ㄹ)를 의미한다. ‘혼자’는 명사로 쓰
일 때 “홀로 있는 상태”(84ㄱ), 부사로 쓰일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홀로”(84ㄴ)를 의미한다. (83ㄴ~ㄹ)의 경우 ‘스스로’는 조사 ‘가’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84ㄴ)의 경우 ‘혼자’는 ‘서’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때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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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정말 N+AD+감 N, AD, 감 N+AD+감 296 4095 4391
진짜 N+AD N+ AD+N 990-92 265 1163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정말 1 270 이/VCP
진짜 4 10 16 2 92(-92) 73 로/JKB

와 ‘혼자’가 주어로도 부사어로도 해석된다. 한편, ‘스스로’와 ‘혼자’는 ‘상호’, ‘서로’
와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상 명사와 응 관계를 맺는다.  

≪고어사전≫에서 ‘스스로’(스싀로, 스로, 스로, 스․싀)와 ‘혼자’(혼․자, 혼, 
․, 오, 온)는 부사로 처리되고 있다. 

(85) ㄱ.  그 어미 이 니 東山 딕희오고 스싀로 가 밥 어더 스싀로 먹고 (釋
譜11:40)

ㄴ.  祿俸토미 젹디 아니호 스싀 奉養호미 이시니 비록 스싀 眞實로 淸
白며 儉約야도 (宣賜內訓3:57)

(86) ㄱ.  오면 이우지 업거니: (楞解3:37)
ㄴ.  오 내 尊호라 시니 (月印上8)

3.3.4. 양태를 나타내는 것

양태를 나타내는 명부 통용어는 부사로 쓰일 때 동사구 혹은 전체 문장을 꾸민다. 
사용빈도가 상 적으로 높은 예는 다음과 같다.  

(87) 결국(5080), 정말(4390회), 한편(2828회), 실제(1833회), 절 (1807회), 만약
(1570), 만일(1414), 진짜(1163회), 사실상(1056회), 실상(687회)

    3.3.4.1. ‘정말’, ‘진짜’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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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사실 N+AD N, AD N+AD *14356 2408 ?
실제 N+AD N, AD N 1826 7 1833
실상 N+AD N, AD AD+N 490 197 687

사실상29) N+AD N+AD 1056

‘정말로’와 ‘진짜로’를 단어로 본다면 ‘정말’과 ‘진짜’는 명사로 쓰일 때 주로 ‘이다’
와 결합한 셈이다.28) 명사적․부사적 용법의 빈도와, 조사의 결합 양상을 근거로 하
여 ‘정말’은 ‘진짜’보다 부사성이 강하며 명사성이 약다고 판단할 수 있다. 

(88) ㄱ.  지금까지 한 말은 정말이다.
ㄴ.  날씨가 정말(로) 좋다. 
ㄷ.  그 약이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89) ㄱ.  너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이니?
ㄴ.  영화가 진짜(로) 지루하다. 
ㄷ.  진짜(로) 혼자서 집에 갈 거니? 

‘정말’과 ‘진짜’는 명사로 쓰일 때 의미가 다르다. (88ㄱ)의 ‘정말’은 “거짓이 없이 
말 그 로임.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89ㄱ)의 ‘진짜’는 “참된 것”을 의미한다. 
‘정말’은 격조사의 결합이 제한적이고 명사를 꾸  수 없지만, ‘진짜’는 여러 격조사
의 결합이 가능하고 명사를 꾸  수 있기 때문에 두 단어가 명사 전형성에서 차이
를 보인다. 부사로 쓰이는 경우 (88ㄴ, ㄷ)의 ‘정말’과 (89ㄴ, ㄷ)의 ‘진짜’는 ‘정말
로’, ‘진짜로’와 같은 의미와 용법을 가지는데 서술어뿐만 아니라 문장도 수식할 수 
있다.  

    3.3.4.2. ‘사실’, ‘실제’, ‘실상’, ‘사실상’

<표1>

28) ‘정말로’와 ‘진짜로’는 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말뭉치에서 나타난 빈도로는 ‘정말로
/MAG’가 766회, ‘진짜로/MAG’가 0회다. 

29) 말뭉치에서는 ‘사실상’을 ‘사실/NNG 상/XS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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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사실 1261 3774 228 601 230 2960 을/JKO 
실제 10 38 110 68 5 11 의/JKG
실상 30 180 7 49 4 28 을/JKO 

사실상 81 의/JKG
<표2>

위의 네 단어는 사용 빈도에 따라서 ‘사실(事實) > 실제(實際) > 사실상(事實
上) > 실상(實狀)’과 같이 순서를 매길 수 있다.30) ‘사실’과 ‘실제’, ‘실상’은 조사와 
두루 결합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사실’과 ‘실상’은 ‘을’과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고 ‘실제’는 ‘의’와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사실상’은 ‘의’와의 결합만 확인되
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31) 이에 ‘사실상’은 이 중에서 명사성이 제일 약함을 알 
수 있다. 

(90) ㄱ.  이 작품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다.
ㄴ.  그의 말년은 사실 너무도 고독한 생활이었다.

(91) ㄱ.  네가 사실상의 주인이나 다름없었다. 
 ㄴ.  이번 계획은 사실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명사로 쓰일 때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90ㄱ)의 의미로, 
‘사실상’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91ㄱ)의 의미로 쓰인다. 
이외에 ‘사실’은 흔히 ‘사실은’(1747회) 꼴로 쓰여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을 솔
직하게 말할 때 쓰이기도 한다. 부사로 쓰일 때는 두 단어가 같은 말로 “실지에 있
어서”(90ㄴ, 91ㄴ)를 의미한다. (91ㄱ)에 쓰이는 ‘사실상’은 ‘으로’와 결합할 수 있
기는 하지만 부사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다.   

30) ‘기실(其實)’과 ‘실지(實地)’도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기실’은 명사로 쓰일 때 격조사와 결합
하지 못하고 주로 보조사 ‘은’과 결합하여 ‘기실은’ 꼴로 쓰인다. 

31) ‘사실상’은 ‘으로’와 결합할 수도 있다. 
     예) 사실상으로 그들은 사회에서 최상의 접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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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절 N+AD N, AD N+AD 1376 431 1807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절 4 21 의/JKG

(92) ㄱ. 이야기 중의 많은 부분은 실제와 같지 않았다. 
ㄴ. 그는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
ㄷ.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93) ㄱ. 열악한 생활환경은 더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이 농촌의 실상이다. 
ㄴ. 실상 그는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실제’와 ‘실상’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명사로 쓰일 때 ‘실제’는 “사실의 경우나 
형편”(92ㄱ)을 의미하거나 관형사적으로 쓰여 “사실로 나타나는 경우의, 사실 로
의”(92ㄴ)를 의미한다. ‘실상’은 “실제의 상태나 내용”(93ㄱ)을 의미한다. 부사로 쓰
일 때 (92ㄷ)의 ‘실제’와 (93ㄴ)의 ‘실상’은 ‘실제로’와 같은 말이다.  

≪고어사전≫에 ‘실제’와 ‘실상’이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94) ㄱ. 실상과 다고 호조 긔물을 삼각산의 두엇다가 (山城35)
ㄴ. 實際 眞實ㅅ 라…우희 닐온 요예 욘 功德으로 實際예 도

向야 (月釋序26)

    3.3.4.3. ‘절대’

<표1>

<표2>

말뭉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절 ’가 명사로 쓰일 때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서 수식어 역할을 하거나 ‘-적’과 결합하여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이다. ‘절 ’는 접
미사 ‘-적’과 결합하는 빈도가 674회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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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결국 N+AD N, AD AD+N 786 4294 5080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은/는 1위
결국 162 617 은/JX 

(95) ㄱ.  절  정숙, 절  권한, 절  진리
ㄴ.  이 말은 남에게 절 (로) 하지 마라.

‘절 ’는 (95ㄱ)과 같이 명사로 쓰일 때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함”, “비
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음”, “어떤 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 존
재함” 등 의미를 나타낸다. (95ㄴ)과 같이 부사로 쓰일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
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로 부정문에 쓰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때 ‘절 로’
로 교체가 가능하다.  

    3.3.4.4. ‘결국’

<표1>

<표2>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은 명사로 쓰일 때 ‘에’(162회)나 ‘은’(617회)이 
뒤따른다.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하면 ‘결국’은 부사적 용법이 명사적 용법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96) ㄱ.  사막을 오고가는 무역상들이 길에 표시를 해 두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교통로가 되었다. 

ㄴ.  그 사건으로 그녀는 결국 총장직을 사퇴했다. 
ㄷ. 말 같잖은 것이 결국은 말이 되고 만 것이 어디 하나둘인가?

‘결국’은 (96ㄱ)에서처럼 명사로 쓰일 때 주로 ‘결국에’의 꼴로 쓰여 “일의 마무리 
단계”를 의미하고 (96ㄴ)에서처럼 부사로 쓰일 때 “일의 마무리에 이르러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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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한편 N+AD N, AD N+AD 2702 126 2828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한편 10 11 27 39 993 5 으로/JKB

한다. (96ㄷ)과 같이 ‘은’과 결합하는 ‘결국’은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결국’은 처음에 명사적 용법만 있었음이 확실한데 나중에는 부사적 용법으로 
확 된 것으로 추정된다.    

    3.3.4.5. ‘한편’

<표1>

<표2>

<표2>에서 보듯이 ‘한편’은 ‘으로’와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한편’은 명사로 쓰일 때 주로 ‘으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인다. 

(97) 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었던 사람들을 한편을 만들어 놓았다.
ㄴ.  화가 난 아이는 가방을 방 한편에 내던졌다. 
ㄷ.  그의 친절은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했다.
ㄹ.  장군은 부하들을 독려하는 한편 구원병을 요청했다. 
ㅁ.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슬프기도 했다. 

‘한편’은 명사로 쓰일 때 “같은 편”(97ㄱ),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97ㄴ), ‘한편
으로’ 꼴로 쓰여 “어떤 일의 한 측면”(97ㄷ)을 나타내거나, 어미 ‘-는’ 뒤에 쓰여 두 
가지 상황을 말할 때, 한 상황을 말한 다음, 다른 상황을 말할 때 쓰인다(97ㄹ). 
(97ㄹ)의 ‘한편’과 관련되어 부분의 논의에서는 ‘-는 한편’을 접속 기능을 하는 
명사구로 보아 왔다. 4장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97ㄹ)의 ‘한편’에 해서 본고에
서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아서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부사성 명사로 본다. (97
ㅁ)에서처럼 부사로서의 ‘한편’이 어떤 일에 하여,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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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만약 N N, AD AD+N 199 1371 1570
만일 N N, AD AD+N 493 921 1414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만약 9 31 157 1 에/JKB
만일 5 23 54 에/JKB

을 말할 때 쓰인다. 이때 ‘한편’은 ‘한편으로’에서 ‘으로’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32)  

    3.3.4.6. ‘만약’, ‘만일’

<표1>

<표2> 

<표1>과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만약’과 ‘만일’은 부사적 용법이 명사적 용법
보다 훨씬 우세하며, 명사로 기능할 때는 ‘에’, ‘의’, ‘을’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98) ㄱ.  나는 만약을 위해 한 번 더 약병의 뚜껑을 열고 수건을 어 흔들었다.
ㄴ.  내가 만약 여자였다면 받았을 상처는 결코 너보다 작지 않았을 것이다.
ㄷ.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99) ㄱ.  이 시설물은 만일의 사태에 비한 것이다. 
ㄴ.  만일 네가 간다면 나도 가겠다. 
ㄷ.  만일 이 여사가 깨어나지 않더라도 이번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만약’과 ‘만일’은 명사로 쓰일 때 모두 “(그럴 리가 거의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부사로 쓰일 때는 (98ㄴ, 99ㄴ)에서처럼 연결어미 ‘-면’과 
함께 쓰여, 이 말이 포함된 앞 내용이 가정된 일이나 상황, 또는 조건이며 뒤 내용
이 그에 따른 결과나 반응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준다. 현실 세계에 있

32) 김성용(2002:61)에서는 ‘자립명사>부사성 자립명사>부사성 의존명사’의 과정을 거친 예로 ‘한
편’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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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는 반사실적 가정이나 사실적 가정에 두루 쓰인다. 또한 (98ㄷ, 99ㄷ)에서
처럼 연결어미 ‘-라도’와 함께 쓰여, 이 말이 포함된 앞 내용이 양보적 가정을 나타
내고 뒤 내용이 그에 상반되거나 상관없음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준다. 

‘만일’과 ‘만일에’는 ≪고어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100) ㄱ. 뷔여 神야 萬一 죽디 아니 거시면: 谷神如不死 (初杜解6:28)
 ㄴ. 萬一에 敗여 드러나면: 萬一敗露 (宣小5:62)

3.4. 소결
이 장에서는 명부 통용어에 해서 살펴보았다. 진정한 명부 통용어는 명사로서의 

쓰임과 부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가진다. 해당 단어의 모든 용법을 명사 혹은 부사 
단 하나의 품사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명부 통용어로 보지 않는다. 의미적으로는 
명부 통용어가 시간, 분량이나 정도, 행위의 양식, 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명부 통용어마다 명사성과 부사성의 정도가 다르다. 명부 통용어의 명사성 정도와 
부사성 정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명사로서의 사용빈도, 부사로서의 사용빈도, 그
리고 격조사나 ‘이다’의 결합 양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명사로 쓰일 때 
격조사, ‘이다’와 두루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성이 강하고, 제한적인 격조사와 결합
할 수 있으면 명사성이 약하다고 본다. 결합 가능한 조사(격조사와 계사 ‘이다’)의 
수에 따라 앞에서 논의했던 단어들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101) ㄱ. 많은 조사(3개 이상)와 결합 가능한 것
 밤낮, 매일, 하루하루, 모두, 전부, 일체, 강, 제일, 보통, 참, 참말, 각각,  
 각자, 잘못, 하나하나, 자연, 필연, 천연, 서로, 스스로, 가까이, 진짜, 사실,  
 실제, 실상, 한편

 ㄴ. 약간 제한적인 조사(3개)와 결합 가능한 것
 잠깐, 잠시, 개, 다소, 약간, 제일, 계속, 만약, 만일

 ㄷ. 아주 제한적인 조사(1개, 2개)와 결합 가능한 것
 이제, 인제, 방금, 아까, 기왕, 이왕, 생전, 종래, 본래, 원래, 연일,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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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폭, 소폭, 최 한, 최소한, 각기, 일쑤, 무작정, 무조건, 상호, 혼자, 
 정말, 사실상, 결국, 절

제한적인 조사와 결합 가능하다는 것은 명사로서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다. 결합할 
수 있는 조사의 수가 많을수록 명사성이 강하다. 부사 중에도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중의 하나 혹은 두 개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한적인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명사성과 부사성의 정도에 따라 명부 통용어는 체로 명사성과 부사성이 거의 
등한 것, 명사성이 강한 것, 부사성이 강한 것으로 구분된다. 

(102) ㄱ. 명사성과 부사성이 거의 등한 것 
 각자, 참말, 진짜, 하나하나 

 ㄴ. 명사성이 강한 것 
 밤낮, 생전, 종래, 본래, 원래, 하루하루, 연일, 전부, 일체, 소폭, 최 한,

   최소한, 제일, 보통, 일쑤, 자연, 필연, 천연, 상호, 혼자, 사실, 실제, 실상, 
 절 , 한편

 ㄷ. 부사성이 강한 것
  이제, 인제, 방금, 아까, 기왕, 이왕, 잠깐, 잠시, 매일, 모두, 개, 강,

      략, 체, 비교적, 다소, 약간, 폭, 참, 각각, 각기, 계속, 직접, 잘못,  
    무작정, 무조건, 서로, 스스로, 가까이, 정말, 사실상, 결국, 만약, 만일

 
(102ㄱ)의 경우는 말뭉치에서 명사로서의 사용빈도와 부사로서의 사용빈도가 비슷
하고, (102ㄴ)의 경우는 명사로서의 사용빈도가 훨씬 더 많으며, (102ㄷ)의 경우는 
부사로서의 사용빈도가 훨씬 더 많다.  

한편, 명부 통용어는 기원이 명사인지 부사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103) ㄱ. 부사 → 명사
 아까, 본래, 원래, 종래, 잠깐, 모두, 약간, 계속, 직접, 잘못, 각각, 각기, 
 상호, 서로, 스스로, 혼자, 가까이, 무작정, 무조건, 필연, 절 , 만약,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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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명사 → 부사 
 이제, 인제, 방금, 기왕, 이왕, 잠시, 밤낮, 생전, 매일, 연일, 하루하루, 

    전부, 일체, 강, 개, 략, 체, 다소, 폭, 소폭, 최 한, 최소한, 
    비교적, 제일, 보통, 참, 참말, 일쑤, 하나하나, 자연, 천연, 각자, 정말, 
   진짜, 사실, 사실상, 실제, 실상, 결국, 한편

(103ㄱ)은 부사에서 명사로 용법이 확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103ㄴ)은 명
사에서 부사로 용법이 확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명부 통용어에 ‘로’, ‘에’, ‘가’ 또는 ‘를’이 수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단어를 명사로 봐야 할지 부사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104) ㄱ. 기왕(에), 이왕(에), 만약(에), 만일(에)
 ㄴ. 종래(로), 밤낮(으로), 폭(으로), 소폭(으로), 최 한(으로), 최소한(으
     로), 비교적(으로), 제일(로), 참(으로), 참말(로), 정말(로), 진짜(로), 

 사실상(으로), 실제(로), 절 (로), 한편(으로)
 ㄷ. 모두(가/를), 하나하나(가/를), 각자(가), 서로(가), 스스로(가)

밑줄 친 단어는 ‘에’/‘로’가 결합된 형태가 사전에서 단어로 처리된 것이다. 이때 ‘에’
와 ‘로’가 부사파생 접미사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104)의 단어에 해서 격조사
의 결합 여부에 상관없이 부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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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사성 명사

4.1. 부사성 명사의 판별 및 목록
4.1.1. 부사성 명사의 판별 기준

문장에서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부사성 명사로 본다. 일반명사
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해야만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지만 부사성 명사는 자체의 부
사성 때문에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 

(1) ㄱ. 물고기들이 물에서 헤엄친다.
ㄴ. 그 일은 어제(*에) 끝냈어야 했다. 
ㄷ. 최근(에) 환경에 한 관심이 늘고 있다.

(1ㄱ)의 ‘물’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지 못하고 ‘에서’ 같은 부사격 조사와 결합
해야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1ㄴ)의 ‘어제’와 (1ㄷ)의 ‘최근’은 ‘에’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다만 (1ㄴ)의 경우 ‘에’의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1ㄷ)의 경
우 ‘에’의 결합이 수의적이다. 이와 같이 ‘어제’와 ‘최근’은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부사성을 지니는 명사, 즉 부사성 명사로 해석된다. 

명부 통용어는 부사로 쓰일 때 부사어로만 쓰이는데,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부사성 명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 

(2) ㄱ. (내가 바쁜) 지금 꼭 가야 되겠니. 
ㄴ. 아까 내가 너무 경솔했다. 

(2ㄱ)에서 ‘지금’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그 앞에 관형어를 취할 수 있
기 때문에 ‘지금’이 명사구로 해석된다. (2ㄴ)에서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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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로 쓰일 때 격조사와 결합하지도 못하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도 못한다. 따라
서 (2ㄱ)의 ‘지금’은 부사성 명사로, (2ㄴ)의 ‘아까’는 부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사성 명사가 부사어로 기능할 때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사성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 가능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관형어의 수식이 수의적인 경우와,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인 경우, 관형어의 수식
이 불가능한 경우가 그것이다. (1ㄴ)의 ‘어제’와 (2ㄱ)의 ‘지금’은 관형어의 수식이 
수의적인 경우이며, 다음 (3)은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인 경우이다.  

(3) ㄱ. 책을 본 다음 꼭 돌려주어야 해.
ㄴ. 우리 노동 단체들은 노동 해방의 기치 아래 한데 뭉쳤습니다.

(3)의 ‘다음’과 ‘아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부사성이 문장에 드러나게 되어 조
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1) (3)과 같이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
우 의존명사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립명사가 
자립적으로 쓰이는 것 외에 관형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의존적인 쓰임을 
보이는 경우라도 자립적으로 쓰일 때와 의미상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직 완
전히 의존명사로 전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분의 명사는 중심의미 외에 다수
의 확 된 의미인 주변 의미를 가지는데 단지 의미의 추상화만을 근거로 의존명사
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안효경 2001:55-56).2) 

부사성 의존명사는 늘 관형어의 수식을 받은 채 부사어로 쓰이다.3) 
1) 정희정(2000:171-172)에서는 관형어와 결합하여 그 부사성을 통사적으로 드러내는 예로 ‘다

음’, ‘저녁’, ‘정도’, ‘결과’, ‘모양’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명사들은 홀로 쓰일 때는 부사성을 드러내
지 않지만 그 앞에 한정수식 관형어가 오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문법화에 의해 자립명사로부터 전화된 의존명사의 경우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문법화의 초기 단계에서 자립명사는 다의화되면서, 선행하는 관형어
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의존적인 쓰임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의 ‘관형어+명사’ 구성에 나타나는 
형태가 완전히 의존명사로 전화된 것인지 아니면 자립명사의 의존적 쓰임에 불과한 것인지는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안효경 2001:54-55). 

임동훈(1991) ‘무렵’ 류 의존명사 무렵, 즈음, 동안, 녘, 김, 바람, 통, 차, 참, 터1, 섟, 
판, 빨, 조(調)

3) 부사성 의존명사의 분류 체계와 목록은 논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존에 논의된 분류 체계와 
목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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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아들에게 희망을 건 만큼 실망도 컸다. 
ㄴ. 하도 급한 김에 직장에서 곧장 달려오는 길입니다.
ㄷ. 그런 일은 건국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다. 

(4ㄱ)의 ‘만큼’은 부사성 의존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조사 없이 부사어로만 
쓰인다. (4ㄴ)의 ‘김’은 부사성 의존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
라 부사격 조사 ‘에’의 결합도 필요로 한다. (4ㄷ)의 ‘이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은 
채 부사어로 쓰이는데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할 수도 있다. 

(4)의 부사성 의존명사들은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부사어로 쓰일 때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취하는 부사성 명사는 자립명사의 용법도 
가지고 있다. 관형어의 수식은 부사성 명사가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
해 줄 뿐이다. 즉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인 부사성 명사는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부사성을 드러내지 않으나, 그 앞에 관형어가 오면 부사성을 드러내어 조사 없이 부
사어로 쓰인다.4) 

‘듯’ 류 의존명사 양, 척, 체, 듯, 둥, 지, 한, 바2, 만2, 법2, 뻔, 성, 
손2, 만큼, 로, 족족, 겸, 등, 채

안효경(1999)
‘바람’ 류 의존명사 김, 바람, 통, 차, 섟, 결, 빨, 이래, 채
‘듯’ 류 의존명사 양, 척, 체, 듯, 만2, 뻔, 성, 둥, 로, 만큼, 족족, 

겸, 등

권선영(2008)
부사어로만 쓰이는
의존명사 ∅ 덧, 둥, 만치, 성, 족족
부사어로 쓰이되
명사적 용법도 지닌
의존명사

∅, -이다 뿐, 로, 만큼
∅, 이/가, 에 한(限)

     위에 제시된 의존명사 외에 단편적인 논의에 따라서 ‘나머지, 이상, 간, 동시, 적, 참, 딴, 지경, 
축, 편, 길, 데, 따름, 때문, 마당’ 등을 부사성 의존명사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 정희정(2000: 
224)에서는 명사 중에 어휘적 의미가 추상화되면서 반드시 다른 성분과 함께 쓰여야만 하는 명
사를 문법소성 명사라 하여, 문법소성 명사가 관형절과 함께 부사어로 쓰이면, 이 연속체는 문
장의 성분상 부사어이지만, 기능상으로는 그 앞의 관형절을 주절의 부사절로 해석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4) 김성용(2002:61)에서는 부사성 자립명사로 판정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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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사성 명사는 다음 (5)와 같은 명사와 구별된다. 

(5) ㄱ. 사업 관계로 자주 출장을 간다.
ㄴ. 오랜 고생을 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5ㄱ)의 ‘관계’와 (5ㄴ)의 ‘끝’은 부사어로 쓰이려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할 뿐
만 아니라 뒤에 부사격 조사 ‘에’나 ‘로’의 결합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명사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부사성 명사와 다르다. 

한편, 주로 ‘에’ 또는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불완전명사가 ‘에’나 ‘로’가 
실현되지 않아도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5) 

(6) ㄱ. 하숙비를 내지 않아 불원간(에) 하숙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 
ㄴ. 그녀는 불철주야(로) 자식 잘되기만을 바랐다. 

(6ㄱ)의 ‘불원간’과 (6ㄴ)의 ‘불철주야’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서 부사성 명사로 볼 수 있다. 조사의 쓰임이 수의적인 것은 두 단어가 부사성을 가
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6)의 예들은 부사어로 쓰일 때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이 불가능한 명사성 부사로 분류된다. 

4.1.2. 부사성 명사의 목록

부사성 명사로 볼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ㄱ)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아직까지 자립명사에 속한다. 
     (ㄴ) 문장에서 서술어의 논항과 관련되지 않은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ㄷ) 이러한 부사적 쓰임은 문장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ㄹ) 조사 결합에 제약이 있어서 부사격 조사 ‘-으로’와만 결합한다. 이때 ‘-으로’는 생략되

기도 한다. 
5) 불완전계열이란 어형변화가 나타날 때에 접사(조사, 어미)를 두루 갖추지 못한 것들을 가리킨다

(고영근 198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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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ㄱ. 그저께, 그제, 내일(來日), 모레, 사철(四-), 시방(時方), 어저께, 어제, 오
늘, 오랫동안, 온종일(-終日), 올해, 장시간(長時間), 종일(終日), 지금(只
今), 진종일(盡終日), 평생(平生), 한동안, 한번(-番), 한참, 현재(現在); 
부분(大部分), 피차(彼此), 한바탕 

ㄴ. 그간(-間), 그날, 그때, 그동안, 다음날, 당시(當時), 신(代身), 뒷날, 매
사(每事), 반면(反面), 순간(瞬間), 어젯밤, 엊저녁, 오늘날, 연중(年中), 요
사이, 요새, 요즈음, 요즘, 이때, 이즈음, 이후(以後), 일면(一面), 일변(一
邊), 일생(一生), 일순(一瞬), 일순간(一瞬間), 일시(一時), 작금(昨今), 처
음, 최근(最近), 평상시(平常時), 평소(平素), 한때, 한데 

(8) ㄱ. 거짓, 건성, 겹겹, 근간(近間), 근래(近來), 근자(近者), 금시(今時), 판(大
―), 무기한(無期限), 불원간(不遠間), 불철주야(不撤晝夜), 일견(一見), 일
전(日前)

ㄴ. 내심(內心), 무진장(無盡藏), 사후(事後), 수차(數次), 애당초(-當初), 애초
(-初), 첫째, 최소(最少)

(9) ㄱ. 겨울, 다음, 도중(途中), 뒤, 아침, 여름, 저녁, 전(前), 후(後) 
ㄴ. 가운데, 결과(結果), 경우(境遇), 날, 때, 동안, 나머지, 모양(模樣), 부분(部

分), 사이, 아래, 이상(以上), 정도(程度), 직후(直後), 한(限) 

(7)~(9)의 부사성 명사 가운데 ≪표준≫에 명부 통용어 혹은 명사로 등재된 것과, 
≪연세≫에 명사-부사 동형어 혹은 명사로 등재된 것이 포함된다.6) (7)은 조사 없
이 부사어로 쓰일 때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예로 (7ㄱ)은 부사격 조
사 ‘에’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고, (7ㄴ)은 ‘에’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8)의 부사성 명사는 주로 ‘에’/‘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지만 ‘에’/‘로’ 없이 

6) ≪연세≫에서는 다음의 예를 ‘명사+[부사적으로 쓰이어]’로 처리하고 있다. 
     예: 공개(公開), 공동(共同), 긴급(緊急), 다량(多量), 무한(無限), 수시(隨時), 자동(自動)
         전격(電擊), 전면(全面), 전수(全數), 전폭(全幅), 최장(最長), 최저(最低), 최하(最下)
   위의 예들은 관형명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나 ‘(으)로’ 등의 격조사와 결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명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어로 쓰일 때 명사가 부사적으로 쓰인 것으
로 보기 어렵고, 한문에서 부사로 쓰인 것을 차용할 때 고유의 부사성이 유지되면서 어근이 부
사적으로 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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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다. (8ㄱ)은 주로 ‘에’ 또는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
로 쓰이는 불완전 명사들이고, (8ㄴ)은 ‘에’ 또는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일 수
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용법도 가지고 있는 명사들이다. (8ㄱ)과 (8ㄴ)은 부사
어로 쓰일 때 관형어의 수식을 잘 받지 못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9)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때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인 부사성 명사이다. 
(9ㄱ)의 예들은 관형어 없이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으며, ‘에’가 결
합하지 않으면 관형어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그러나 (9ㄴ)의 예들은 조사의 결합과 
상관없이 부사어로 쓰이려면 관형어의 수식을 필수적으로 받는다. 

편의상 (7)을 관형어 결합 수의형, (8)을 관형어 결합 불가형, (9)를 관형어 결합 
필수형이라고 부른다. 관형어 결합 수의형과 관형어 결합 불가형은 단독으로 부사어
로 쓰일 수 있지만 관형어 결합 필수형은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일 수 없다. 

4.2. 부사성 명사의 의미적 분류
모든 명사가 부사성을 띠어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절에서는 부사성 명사가 갖고 있는 공통된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4.2.1. 시간

관형어 결합 수의형에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0) ㄱ. 그저께, 그제, 내일(來日), 모레, 시방(時方), 어저께, 어제, 오늘, 올해, 지
금(只今), 현재(現在)

ㄴ. 사철(四―), 오랫동안, 온종일(―終日), 장시간(長時間), 종일(終日), 진종일
(盡終日), 평생(平生), 한동안, 한참

ㄷ. 한번(―番) 
(11) ㄱ. 그날, 그때, 다음날, 당시(當時), 뒷날, 순간(瞬間), 어젯밤, 엊저녁, 오늘날, 

이때, 일순(一瞬), 일순간(一瞬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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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간(―間), 그동안, 연중(年中), 요사이, 요새, 요즈음, 요즘, 이즈음, 일시
(一時), 작금(昨今), 일생(一生), 최근(最近), 평상시(平常時), 평소(平素)  
한때 

ㄷ. 처음, 이후(以後) 

(10ㄱ~ㄷ)은 각각 시점, 기간, 빈도를 나타내고, (11ㄱ~ㄷ)은 각각 시점, 기간, 시
간의 선후(先後)를 나타낸다. (10)의 경우는 부사격 조사 ‘에’의 결합이 잘 성립하
지 않지만, (11)의 경우는 ‘에’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명사 
자체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된다. (10)의 시간명사들은 구체적이고 한정된 시간을 
나타내므로 ‘에’가 쓰이지 않는 것이고, (11)의 시간명사들은 (10)에 비해 구체적이
지 않고 비교적 한정되지 않은 시간을 나타내므로 ‘에’의 결합이 수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12)의 관형어 결합 불가형도 ‘에’의 결합이 수의적이다. 

(12) ㄱ. 근간(近間), 근래(近來), 근자(近者), 불원간(不遠間) 
ㄴ. 금시(今時), 일전(日前) 
ㄷ. 애당초(―當初), 애초(-初), 사후(事後) 

(13) 첫째(로), 수차(數次)(로) 

(12)와 (13)은 관형어 결합 불가형의 예들이다. (12)의 시간명사들은 ‘에’와 결합하
여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에’ 없이도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13)의 
시간명사들은 부사어로 쓰일 때 ‘로’가 수의적으로 결합한다. (12)와 (13)은 공통적
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비교적 한정된 시간을 나타낸다. (12ㄱ)은 기간, (12ㄴ)은 
시간점, (12ㄷ)은 시간의 선후를 표현하며, (13)은 차례를 표현한다. 

다음 (14)와 (15)는 구체적이지 않고 한정되지 않는 시간을 나타내므로 수식어 
또는 ‘에’에 의해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14) ㄱ. 겨울, 아침, 여름, 저녁
ㄴ. 도중(途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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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다음, 뒤, 전(前), 후(後)
(15) ㄱ. 날, 때 

ㄴ. 동안, 사이 
ㄷ. 직후(直後) 

(14ㄱ~ㄷ)은 각각 시간점, 기간,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며, (15ㄱ~ㄷ)도 각각 시간
점, 기간, 시간의 선후를 나타낸다. (14)와 (15)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때 관
형어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14)의 예들은 단독으로 부사어로 
기능하지 못하고, 반드시 ‘에’와 결합해서 쓰인다. 그러나 관형어의 도움을 받으면 
‘에’ 없이도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15)의 예들은 선행성분 없이 ‘에’와만 결합하
여 쓰이면 완전한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반드시 관형어를 취해야 한다.  

4.2.2. 분량이나 정도

다음 (16)은 분량이나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성 명사이다. 

(16) ㄱ. 부분(大部分)(이), 매사(每事)(에)
ㄴ. 무진장(無盡藏)(으로), 최소(最少)(로) 
ㄷ. ~ 정도(程度)(로), ~ 부분(部分)(이)

(16ㄱ)은 관형어 결합 수의형이고 (16ㄴ)은 관형어 결합 불가형이며 (16ㄷ)은 관
형어 결합 필수형이다. 이 단어들이 부사어로 쓰일 경우 의미에 의해 그 뒤에 결합
할 수 있는 조사가 예측된다. (16)의 ‘ 부분’ 뒤에는 ‘이’, ‘매사’ 뒤에는 ‘에’가 결
합할 수 있고, (16ㄴ)의 ‘무진장’과 ‘최소’ 뒤에는 ‘로’가 결합할 수 있으며, (16ㄷ)
의 ‘정도’ 뒤에는 ‘로’, ‘부분’ 뒤에는 ‘이’가 결합할 수 있다. 

4.2.3. 행위의 양식

관형어 결합 수의형과 관형어 결합 불가형에는 행위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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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다. 

(17) ㄱ. 신(代身)(에, 으로), 피차(彼此)(에), 한데, 한바탕 
ㄴ. 거짓(으로), 건성(으로), 겹겹(으로), 내심(內心)(으로), 판(大―)(으로), 

무기한(無期限)(으로), 불철주야(不撤晝夜)(로) 

(17ㄱ)은 관형어 결합 수의형의 예이고 (17ㄴ)은 관형어 결합 불가형의 예이다. 의
미적으로 (17)의 예들이 모두 행위의 양식을 나타내지만 단어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17ㄱ)에서 ‘ 신’과 ‘피차’는 서술어뿐만 아니라 행위의 상과 관계를 맺
으며, ‘한데’는 공간, ‘한바탕’은 상황과 관련된다. (17ㄴ)에서 ‘거짓’과 ‘건성’, ‘내심’
은 사람의 심리적 태도, ‘겹겹’은 모양, ‘ 판’은 상황, ‘무기한’과 ‘불철주야’는 시간
과 관련된다. 

(17ㄱ)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 신’은 ‘에’ 또는 ‘으로’, ‘피차’는 ‘에’가 생략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17ㄴ)에 제시된 예들은 ‘(으)로’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단어들이 자체의 부사성 때문에 조사가 생략되어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17ㄱ)의 ‘한데’와 ‘한바탕’은 각각 명사구 ‘한 데’, ‘한 바탕’이 단
어화된 것인데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는 명사구의 특성을 그 로 유지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4. 양태

다음은 배경이나 상황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성 명사이다.  

(18) ㄱ. 반면(反面)(에), 일면(一面)(으로), 일변(一邊)(으로) 
 ㄴ. 일견(一見)(에) 

ㄷ. 가운데(서), 아래(서), 경우(境遇)(에), 이상(以上), 결과(結果)(로), 나머
지, 한(限), 모양(模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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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ㄱ)은 관형어 결합 수의형, (18ㄴ)은 관형어 결합 불가형, (18ㄷ)은 관형어 결
합 필수형의 예이다. (18ㄱ)의 ‘반면’과 ‘일면’, ‘일변’은 두 가지 측면이나 상황을 말
할 때, 한 측면이나 상황을 말한 다음, 다른 측면이나 상황을 말할 때 쓰이며, (18
ㄴ)의 ‘일견’은 “한 번 보아”라는 의미로 쓰인다. (18ㄷ)의 ‘가운데’와 ‘아래’, ‘경우’, 
‘이상’은 배경을 나타내고, ‘결과’와 ‘나머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한’은 조건
을 나타내고, ‘모양’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때 “~와 같이, 처럼”의 의미를 나타
낸다. (18ㄷ)의 예들이 의존명사화되어 가고 있는데, 관형어의 수식은 부사절로 바
꾸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8)은 부사어로 기능할 때 생략된 조사가 단어 자체의 의미에 의해 예측된다. 
(18ㄱ)의 ‘반면’은 ‘에’, ‘일면’과 ‘일변’은 ‘으로’, (18ㄴ)의 ‘일견’은 ‘에’, (18ㄷ)의 
‘가운데’와 ‘아래’는 ‘서’, ‘경우’는 ‘에’, ‘결과’는 ‘로’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이상’
과 ‘나머지’, ‘한’, ‘모양’은 부사어로 쓰일 때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못한다. 이들
은 부사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부사성 명사보다 부사성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3. 사전과 말뭉치 기반 개별적 검토
부사성 명사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기는 하지만 부분이 부사어 이외

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 절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부사성 명사에 
해서 사전의 처리,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빈도, 격조사와 결합하는 빈도,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 그리고 공기성(共起性)이 가장 높은 조사를 표로 제시한 다음 구체
적인 용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4.3.1. 관형어 결합 수의형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는 명사는 부사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관형어 
결합 수의형의 경우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문장에서 명사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명사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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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오늘 N+AD N+ N 6360 610 6970
내일 N+AD N+ N 1665 17 1682
어제 N+AD N+ N 1044 415 1459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오늘 132 100 1133 219 19 30 의/JKG
내일 53 102 92 27 16 82 은/JX
어제 15 6 96 6 4 8 의/JKG

관형어 결합 수의형 뒤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와 결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사격 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만 있다면 부사성 명사로 볼 수 있다. 

    4.3.1.1. ‘오늘’, ‘내일’, ‘어제’, ‘지금’, ‘현재’

<표1>

<표2>

<표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과 ‘내일’, ‘어제’는 격조사와 두루 결합할 수 
있는데, 특히 공통적으로 격조사 ‘의’, 보조사 ‘은/는’과 결합하는 빈도가 상 적으로 
높다.7) 종래에는 이 시간명사들이 ‘에’와 결합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여졌으나 말뭉치
에서 ‘오늘’의 경우 ‘에’와 결합하는 빈도가 219회에 이른다. 이것은 ‘오늘’이 ‘이르
/VV’(119회), ‘오/VV’(16회), ‘야/JX’(15회), ‘도/JX’(9회)와 결합하여 ‘오늘에 이르
-’, ‘오늘에 오-’, ‘오늘에야’, ‘오늘에도’ 구성으로 쓰인 것이다. 

‘오늘’, ‘내일’, ‘어제’의 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의 예만 제시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19) ㄱ.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 
ㄴ. 그가 오늘 왔다. / 오늘 그가 왔다. 
ㄷ. 그가 휴일이 아닌 오늘 왔다.  

7) 오늘/NNG 은/JX 934회, 어제/NNG 는/JX 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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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그가 오늘(*에, 에야) 왔다. 

‘오늘’은 (19ㄱ)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고 (19ㄴ)에서 홀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부사어로 쓰이는 ‘오늘’이 (19ㄷ)에서처럼 관형절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19
ㄴ)의 ‘오늘’은 관형절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명사구로 해석된다. (19ㄹ)에서 
보듯이 ‘에’가 나타날 수 없는 경우도 ‘오늘’이 ‘야’와 함께 쓰일 때는 ‘에’를 필요로 
한다.8) 만약 (19ㄴ)의 ‘오늘’을 부사로 본다면 (19ㄷ, ㄹ)과 같은 문장을 설명하기 
어렵다. 부사성을 지닌 명사로 범주화하면 설명이 가능해진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19ㄴ)과 같이 ‘오늘’이 주어 뒤에 오는 경우는 행위에 한정하는 것으로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나타내지만, 주어 앞에 오는 경우는 전체 사건에 한정하는 것
으로 전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나타낸다. 

정희정(2000:153)에서는 ‘오늘’이 한정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이므로 조
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훗날’은 ‘오늘’에 비해 비한정적인 시간을 
나타내므로 필요할 경우에 ‘-에’가 쓰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오늘’과 ‘훗날’의 부사
성의 정도차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9)  
8) ‘이날’을 뜻하는 ‘오늘’이 ‘에’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범언어적인 것으로 보인다. 
     (ㄱ) (*在)  今天   他   消失    了。

(*zài) jīntiān  tā  xiāoshī   le
          (*在)   오늘  그  사라지다 었다
          오늘(*에) 그가 사라졌다. 
     (ㄴ) 就    在   今天   他   消失     了。

jiù   zài  jīntiān  tā  xiāoshī    le
          바로  에   오늘   그  사라지다 었다
          오늘에야 그가 사라졌다. 
     (ㄷ) The trial continues (*on, *at) today.

    재판  계속되다  (*에)    오늘
오늘(*에)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ㄱ)은 중국어에서 ‘今天’이 전치사 ‘在’와 결합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ㄴ)은 ‘今天’이 ‘就’와 함
께 쓰일 때는 ‘在’를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ㄷ)은 영어에서 ‘today’가 전치사와 결합할 수 없음
을 보여준다. 

9) 다음은 ‘훗날’의 예이다(정희정 2000:17-18). 
     (ㄱ) 훗날, 이 사건으로 인해 감정으로 죽이고 죽고 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ㄴ) 먼 훗날에, 이 사건으로 인해 감정으로 죽이고 죽고 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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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지금 124 12 941 151 9 144 까지/JX
현재 33 97 1134 106 40 30 의/JKG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지금 N+AD N, AD N+AD 8646 6099 14745
현재 N+AD N+ N+AD 2804 3874 6678

<표1>

<표2>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까지’와 결합하는 빈도가 266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는 ‘의’와 결합하는 빈도가 1134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 ㄱ. 울산 이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해방한 직후였다. 
ㄴ. (그 벽이 무너져 버린) 지금 굳이 포상제가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된다고 주

장하고 싶은 용기는 없다.  
(21) ㄱ.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 

ㄴ. (항공 레포츠 붐이 일고 있는) 현재 안전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지닌 초경
량 비행기가 각광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  

ㄷ. 공산군의 손해가 10일 현재로 137만 명에 달한다. 
ㄹ. 그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액이 2억 달러에 이르 다. 

(20ㄱ)에서 ‘지금’은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고 (21ㄱ)에서 ‘현재’는 ‘가’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20ㄴ)의 ‘지금’과 (21ㄴ)의 ‘현재’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그 앞에 관형절을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사어로 쓰이는 ‘지금’
과 ‘현재’는 명사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사성 명사로 처리할 수 있다. 두 단어가 

   (ㄱ)의 ‘훗날’은 ‘에’ 없이 부사어로 쓰였으나, (ㄴ)의 ‘훗날’은 관형어 ‘먼’의 수식을 받으면서 조
사 ‘에’와 함께 부사어로 쓰였다. 

     명사가 조사 없이 제 홀로 부사어로 쓰이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조사의 쓰임이 수
의적인 ‘나중, 처음’과 같은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사가 전혀 쓰이지 않는 ‘오늘’과 같은 경
우이다(정희정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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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종일 N+AD N N 580 18 598

온종일 N+AD N+ N 129+310) 0 132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종일 8 3 5 을/JKO

온종일 4 3 을/JKO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현재’는 (21ㄷ, ㄹ)과 같이 때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
여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에)”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4.3.1.2. ‘종일’, ‘온종일’, ‘한참’, ‘일시’, ‘한때’ 

<표1>

<표2>

말뭉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종일’과 ‘온종일’은 격조사와 결합하는 예는 드물
지만,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는 많다.

(22) ㄱ. 그 모진 추위에 (온)종일을 길바닥에서 보냈으니 병이 안 날 리 없었다.  
ㄴ. 오늘은 날이 (온)종일 흐려서 빨래를 안 했다. 

‘종일’과 ‘온종일’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22ㄱ)에서처럼 격조사와 결합하여 쓰
일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동안”을 의미하고, (22ㄴ)에서처럼 조사 없이 부사어
로 쓰일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를 의미한다. ‘종일’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경우 관형사 ‘온’ 또는 명사 ‘하루’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사로 보아
야 한다. 다만 ‘온종일’은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온종일’은 관형사인 
‘온’과 명사인 ‘종일’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명사임이 분명하다. 명사인 ‘종일’과 
‘온종일’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부사성을 지닌 명사로 볼 수 있다. 

10) 온종일/NNG은 129회로, 온/MM 종일/NNG은 3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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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한참 14 213 5 6 을/JKO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한참 N+AD N+, AD N+AD 1551 96 1647

<표1>

<표2>

말뭉치에서 ‘한참’은 ‘동안’과 결합하는 빈도가 31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격조사 중에 ‘을’과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23) ㄱ. 한참 동안 기다렸다. 
ㄴ. 차가 리는 바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고생했다.
ㄷ.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나 보다. 

‘한참’은 관형사 ‘한’과 명사 ‘참’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23ㄱ)에서처럼 ‘동안’ 
앞에 올 때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의 의미로 쓰인다. (23ㄴ, ㄷ)은 ‘한참’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로 (23ㄴ)에서 “꽤 오랫동안, 한동안”, (23ㄷ)에서 
“꽤 많이”의 의미로 쓰인다. (23ㄴ)의 ‘한참’은 그 뒤에 명사 ‘동안’을 상정할 수 있
기 때문에 명사로 판정되지만 (23ㄷ)의 ‘한참’은 의미가 많이 추상화되어 정도의 의
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한참’을 부사성 명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4) ㄱ. 그는 한참 나를 노려보더니 돌아서 가버렸다. 
ㄴ.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더니 돌아서 가버렸다. 

장소원(2008:74)은 (24)의 예를 들며 (24ㄱ)의 ‘한참’에 해 문장성분은 부사어이
지만 품사는 명사로 보고 있다. 기존에 ‘한참’은 문장 속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려면 
‘동안’과 같이 어울려 (24ㄴ)과 같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참’이
라는 명사만으로 ‘한참 동안’이 담당하던 부사어의 기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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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일시 N+AD N+ N+AD 727 61 788
한때 N+AD N N 856 53 909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일시 5 3 3 197 2 에/JKB
한때 3 12 38 8 는/JX

설명하였다. 

<표1>

<표2>

‘일시’는 조사 중 ‘에/JKB’와 결합하는 빈도가 19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때’는 ‘는/JX’과 결합하는 빈도가 15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 ㄱ. 일시의 감명이지만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ㄴ. 이 날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축제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되었다. 
ㄷ. 일시 점령했던 고지를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26) ㄱ. 한때의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ㄴ. 두 사람이 한때에 들이닥쳤다. 
ㄷ. 이 절에는 한때 도망쳐 온 종들이 중이 되어 그런 종들만 살 때가 있었다는 

소리가 전해 오네. 

(25ㄱ)의 ‘일시’는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26ㄱ)의 ‘한때’는 “어느 한 시
기”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일시’가 나타내는 시간 의미가 ‘한때’보다 짧다. 그러나 
(25ㄴ, ㄷ)의 ‘일시’와 (26ㄴ, ㄷ)의 ‘한때’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25ㄴ), (26ㄴ)
에서 ‘일시’와 ‘한때’는 주로 ‘일시에’, ‘한때에’ 꼴로 쓰여 “같은 때”를 의미하며, (25
ㄷ), (26ㄷ)에서 두 단어가 모두 “어느 한 시기의 짧은 동안에”를 의미한다. (25ㄷ)
과 (26ㄷ)은 각각 ‘일시’와 ‘한때’가 조사 없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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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처음 N N, AD N 7103 1049 8152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처음 8 8 93 1672 1461 580 에/JKB

    4.3.1.3. ‘처음’ 

<표1>

<표2>

‘처음’은 격조사 중 ‘에’, ‘으로’와 결합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에’, ‘으로’와 결합
하여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다.  

(27) ㄱ.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다.  
ㄴ. 그런 일은 살다가 (생전) 처음(으로) 겪는 일이다. 

‘처음’은 (27ㄱ)에서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고, (27ㄴ)에서 조사 없이 부사
어로 쓰였다. (27ㄴ)의 경우 그 앞에 관형어 ‘생전’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은 부사성 명사로 판정된다. 이때 ‘처음’은 조사 ‘으로’의 생략에 의해 부사어로 쓰이
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어사전≫에서는 ‘처음’을 명부 통용어로 처리하고 있다.  

(28) ㄱ.  처엄 나죵이 업다 리오:無始終 (東三綱. 孝1)
ㄴ.  녜 처엄 보던  랑호니:憶昔初見時 (重杜解8:6)

    4.3.1.4. ‘당시’, ‘순간’, ‘이후’

‘당시’와 ‘이후’는 ≪표준≫, ≪연세≫, ≪고려≫에서 명사로 처리되고 있으며, ‘순
간’은 ≪표준≫, ≪고려≫에서 명사로, ≪연세≫에서 명사, 부사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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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SF 그/MM /SS /SP 던/ETM
당시 5480 1014 535 238 210 126

의/JKG 에/JKB 는/JX 로서/JKB 나/NP 만/JX
당시 965 535 114 83 59 49

<표1>

<표2>

<표1>은 ‘당시’의 선행요소를 보이는 것이고 <표2>는 그 후행요소를 보이는 것
이다. ‘당시’는 명사나 관형사, 관형절을 수식어로 취할 수 있지만 ‘명사+관형격 조
사’를 취하지 못한다. ‘명사+관형격 조사’가 그 앞에 오는 경우 ‘중국의 당시 사회
상’과 같이 ‘명사+의’가 ‘당시’를 수식하지 않고 ‘당시+명사’ 전체를 수식한다. 

(29) ㄱ. 현장의 목격자들을 불러 당시의 정황을 듣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ㄴ. (그) 당시 학생이었던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볼만한 책이 많아 나는 종종 

그 책을 빌리러 갔었다. 
ㄷ. 일반 기업에서도 2차 전 당시 사용하던 군용 텔렉스를 개조하여 사용할 

만큼 통신 장치 산업이 낙후되었다. 
ㄹ. 서울고를 거쳐 육사 졸업할 당시 표 화랑으로 선발되었다.  

(29ㄱ)은 ‘당시’가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이고 (29ㄴ)은 문두에서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29ㄴ)의 ‘당시’는 부사로 볼 가능성이 있으
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구로 보아야 한다. (29ㄷ)은 ‘당시’
가 명사의 수식, (29ㄹ)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아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이다. (29ㄴ~ㄹ)의 ‘당시’는 ‘에’가 생략되어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11) ‘당시’는 격조사와 결합할 경우 격조사에 따라서 여러 문장성분으로 기능
하지만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 부사어로만 기능하는 특징이 있다. 

11)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때 뒤에 조사 ‘에’를 상정할 수 있는 명사로는 ‘당시, 순간, 찰나, 사
이, 다음, 즈음, 때, 무렵, 날, 도중, 뒤, 전, 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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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ㄴ/ETM 년/NNB 그/MM /SF 년 /NNB
이후 5982 709 472 283 281 203

에/JKB 의/JKG 로/JKB 부터/JX 처음/NNG /SP
이후 797 564 348 143 91 87

NNG(회) 는/ETM 그/MM ㄴ/ETM /SF 의/JKG
순간 3968 988 667 363 259 175

에/JKB /SP 적/XSN 이/VCP 나/NP 을/JKO
순간 475 452 270 264 160 155

<표1>

<표2>

‘순간’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때 명사, 관형사,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
는데, 명사 관형어로는 주로 ‘다음’, ‘마지막’을 취한다.  

(30) ㄱ.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
ㄴ. 순간 나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하고 말았다. 
ㄷ. 바로 다음 순간 그들은 조용해졌다.
ㄹ.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30ㄱ)은 ‘순간’이 주어로 쓰이는 것이고 (30ㄴ~ㄹ)은 ‘순간’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다. ‘순간’은 (30ㄱ)에서 “아주 짧은 동안”의 의미로 쓰이고, (30ㄴ~ㄹ)
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바로 그때”의 의미로 쓰인다. (30ㄴ)의 ‘순간’은 문두에서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기 때문에 부사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30ㄷ, ㄹ)에서처럼 
그 앞에 관형어를 취할 수 있다.12) 따라서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는 ‘순간’은 관형
어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명사구로 해석된다. 또한 ‘순간’은 앞에서 살펴본 ‘당시’
와 마찬가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 부사어로만 기능한다. 

<표1>

<표2>

12) ≪연세≫에서는 (30ㄴ)의 ‘순간’을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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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에서 보여주듯이 ‘이후’ 앞에 오는 요소로는 명사와 의존명사가 관형절보다 
많으며, 관형절이 오는 경우는 ‘이후’가 일반적으로 부사어로 쓰인다. 

(31) ㄱ. 이후에도 시사 정치 프로의 사회자를 하고 싶습니다. 
ㄴ. 이후 벌어진 어떤 일에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ㄷ. 그는 1970년  중반 이후(에) 글을 쓰지 않았다.
ㄹ. 이 이발소로 두 청년이 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감탄사가 이 

자의 입에서 흘러 나왔다. 

‘이후’는 (31ㄱ)에서처럼 격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고 (31ㄴ)에
서처럼 조사 없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기능할 수도 있다. 조사 없어 부사어로 쓰일 
때는 (31ㄷ, ㄹ)과 같이 그 앞에 명사구 또는 관형절을 취할 수 있고, 뒤에 ‘에’나 
‘로’를 상정할 수 있다. ‘이후’는 (31ㄱ, ㄴ)에서처럼 선행 성분이 없으면 현재를 기
준으로 “이제부터 뒤”를 의미하고 (31ㄷ, ㄹ)에서처럼 선행 성분이 있으면 “기준이 
되는 때로부터 뒤”를 의미한다.13)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어 결합 수의형 중 앞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32) 최근(5250회), 그때(3399회), 요즘(2560회), 그동안(2124회), 오늘날(1672

13) ‘이래(以來)’는 홀로 문장성분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은/는’이나 
일부 명사 뒤에 쓰인다.  

     (ㄱ) 선생님께서는 10년 전 상처(喪妻)한 이래로 아직까지 혼자 사신다. 
     (ㄴ) 요 며칠 이래로 계속 몸이 쑤시고 아프다. 
     (ㄷ) 그는 마산에서 부산으로 올라온 이래, 줄곧 서울에 두고 온 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ㄹ) 작년의 사건 이래 그야말로 근신하는 나날을 보내었다.  
   ‘이래’는 (ㄱ)에서 ‘상처(喪妻)하다’의 관형사형 ‘상처한’의 수식을 받으면서 그 뒤에 조사 ‘로’가 

결합되고 있고, (ㄴ)에서 명사구 ‘요 며칠’의 수식을 받으면서 뒤에 조사 ‘로’가 결합되고 있다. 
그리고 (ㄷ)에서는 관형절의 수식, (ㄹ)에서는 명사구의 수식을 받아 조사의 결합 없이 부사어
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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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한번 1 146 129+2 29 108+1 도/JX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한번 N+AD N+, AD N+AD 8294+4114) 6 8341

회), 올해(1449회), 그날(1310회), 평소(1166회), 이때(1112회), 오랫동안
(1099회), 평생(982회), 한동안(785회), 요즈음(599회), 일생(533회), 다음날
(497회), 요새(423회), 그간(377회), 어젯밤(368회), 시방(156회), 연중(156
회), 뒷날(136회), 모레(107회), 요사이(80회), 그저께(77회), 장시간(77회), 
작금(72회), 그제(64회), 일순(52회), 이즈음(51회), 평상시(48회), 사철(38
회), 어저께(32회), 일순간(24회), 엊저녁(23회)

    4.3.1.6. ‘한번’, ‘한바탕’

<표1>

<표2>

말뭉치에서 ‘한번’은 ‘도/JX’와 결합하는 빈도가 102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씩/XSN’은 404회, ‘은/JX’은 371회, ‘쯤/NNB’은 284회, ‘하/VV’는 243회, ‘더/MAG’
는 215회, ‘만/JX’은 212회로 그 뒤를 이었다. 

(33) ㄱ.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 
ㄴ. 제가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ㄷ.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ㄹ. 한번 물면 절  놓지 않는다. 

‘한번’은 관형사인 ‘한’과 의존명사인 ‘번’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명사적으로 쓰
일 때는 (33ㄱ)과 같이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를 뜻한다. 
(33ㄴ~ㄹ)은 ‘한번’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들이다. (33ㄴ)과 같이 주로 

14) 한/MM 번/NNB 8294회, 한번/NNG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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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한바탕 N+AD N+ AD+N 38 274 312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한바탕 1 13 의/JKG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거나, (33ㄷ)과 
같이 “기회 있는 어떤 때에”, (33ㄹ)과 같이 “일단 한 차례”라는 의미로 쓰인다.15) 
의미가 추상화된 (33ㄴ~ㄹ)의 ‘한번’은 부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한번’은 다음 (34)와 같이 명사 바로 뒤에 쓰여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 

(34) ㄱ. 춤 한번 잘 춘다.
ㄴ. 그 사람 키 한번 크군! 

(34)의 ‘한번’은 주로 입말에서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여 “아주, 참”이라는 뜻
으로 쓰인다. (34)의 ‘한번’은 (33)의 ‘한번’과 유연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두 ‘한번’을 같은 단어로 처리하기 어렵다. 

<표1>

<표2> 

‘한바탕’은 주로 격조사 ‘의’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인다. 또
한 적어도 현  한국어에서는 부사적 용법이 명사적 용법보다 우세하다.   

(35) ㄱ. 한바탕의 춤이 끝나자 플로어는 어두워졌다.
ㄴ. 이웃집에서 삼 독자가 없어졌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 

15) ‘한번’은 아래의 ‘한잔’, ‘좀’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ㄱ) 술 한잔 하자. 
     (ㄴ) 커피 좀 마시자! 
     목정수(2001)에서는 ‘좀’이란 형태가 분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사로서의 {좀1}과 한정조사

로 편입되어 가는 {좀2}로 나뉘어 기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존재론적 위상이 바뀐 {좀2}
의 문법적 지위를 한정조사화로의 문법화 과정을 통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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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 MAG 총
매사 N+AD N+ N+AD 183 8 191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매사 21 34 117 에/JKB

≪표준≫ ≪연세≫ ≪고려≫ NNG MAG 총
부분 N+AD N+ N 4023 231 4254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부분 490 134 1372 5 15 379 의/JKG

‘한바탕’은 관형어 ‘한’과 명사 ‘바탕’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데 “크게 한 판”을 의미
한다. (35ㄱ)은 ‘한바탕’이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이는 것이고 (35ㄴ)은 ‘한바
탕’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다.  

    4.3.1.7. ‘대부분’, ‘매사’

<표1>

<표2>

<표2>에서 보듯이 ‘ 부분’은 격조사와 두루 결합할 수 있다. 

(36) ㄱ. 그는 수입의 부분을 저축한다. 
ㄴ. 그의 말은 부분 거짓말이었다. 
ㄴ′. 그의 말은 부분이 거짓말이었다.  

(36ㄱ)은 ‘ 부분’이 목적어로 쓰이는 예이고 (36ㄴ)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다. (36ㄴ′)에서처럼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는 ‘ 부분’에는 조사 ‘이’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에서 ‘ 부분’은 부사성을 지닌 명사로 판정된다.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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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는/ETM 을/JKO 를/JKO /SF 그/MM
신 3824 473 367 250 235 195

하/XSV 에/JKB /SP /SS 들/XSN 그/NP
신 639 387 95 64 55 54

‘매사’는 거의 명사로 쓰이는 예만 보이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에’와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37) ㄱ. 그는 매사에 빈틈이 없다.
ㄴ. 그녀는 매사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매사’는 (37ㄱ)에서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고 (37ㄴ)에서 조사 없이 부사
어로 쓰였다. (37ㄴ)의 경우 ‘에’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에’가 생략될 수 있는 것
은 ‘매사’가 부사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3.1.8. ‘대신’, ‘반면’

‘ 신’과 ‘반면’은 ≪표준≫, ≪연세≫, ≪고려≫에서 모두 명사로 처리되고 있다. 

<표1>

<표2>

‘ 신’은 격조사를 취하는 경우 주로 ‘에’나 ‘으로’와 결합한다. 또한 말뭉치에서 
‘하다’와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 ‘ 신하다’가 빈번하게 쓰였다.  

(38) ㄱ. 그의 부탁을 받고 소년은 (그) 신 편지를 부쳐주었다. 
ㄴ. 발에는 구두 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ㄷ.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신 계단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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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SF ㄴ/ETM 는/ETM 은/ETM 던/ETM
반면 1929 752 543 398 56 45

에/JKB /SP /SS 일본/NNP 우리/NP 수입/NNG
반면 439 366 21 17 15 13

(38)은 ‘ 신’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들이다. (38ㄱ)에서 ‘ 신’은 단독으
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 신’은 앞에 ‘그’가 생략된 명사구이기 때문에 부사
로 볼 수 없다. ‘ 신’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때 (38ㄴ)에서처럼 명사를 수식
어로, (38ㄷ)에서처럼 관형절을 수식어로 취할 수 있다. (38ㄴ)에서는 명사, 명사 
뒤에 쓰여 “어떤 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음. 또는 그렇게 새로 맡은 

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38ㄷ)에서는 어미 ‘-은’, ‘-는’ 뒤에 쓰여 앞말이 나
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 임을 나타낸다. (38)에서 ‘ 신’ 앞에 
오는 ‘그’, ‘구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은 ‘ 신’을 수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 신’의 의미를 보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신’의 보충어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39) ㄱ. 누가 나 신(에) 여기 서명을 했지. 
ㄴ. 누가 내 신(에) 여기 서명을 했지.  

(39)에서 보듯이 ‘나 신’과 ‘내 신’이 모두 가능하다. ‘나 신’의 경우 ‘나’는 ‘
신’의 보충어로 볼 수 있다. 이때 ‘ 신’ 뒤에 격조사 ‘에’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신’을 후치사 혹은 부사로 보기 어렵고 명사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신’ 
앞에 ‘일반명사+의’가 올 수 없는 것을 보아 ‘내 신’은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
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때 ‘내’는 ‘나’의 변이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덕분’
은 ‘ 신’과 마찬가지로 ‘나 덕분에’와 ‘내 덕분에’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 신’은 
부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에’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덕분’은 ‘에’를 생략할 
수 없다.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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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은 단독으로 쓰이기 어렵고 주로 관형절이나 관형사를 수식어로 취하여 부
사어로 기능한다. 또한 격조사 가운데 ‘에’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40) ㄱ. 그는 공부는 못하는 반면에 운동은 잘한다.
ㄴ. 손가락이 길고 날렵한 반면, 손가락 마디는 굵고 억세어 보였다.
ㄷ. 사람들은 여름은 더워서 싫다고 한다. 반면에, 뜨거운 햇볕이 정열적이라며 

여름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ㄹ.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한 애착이 강하고 반면 서구 사람들은 자동차에 

한 애착도가 높다. 

‘반면’은 (40ㄱ)과 같이 흔히 ‘반면에’ 꼴로, ‘-은, -는’ 관형사형 다음에 쓰인다. 그
러나 (40ㄴ)과 같이 ‘에’ 없이 부사어로 기능할 수도 있고, (40ㄷ)과 같이 관형사형 
없이 ‘반면에’ 꼴로 부사어로 기능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40ㄹ)에서처럼 ‘에’가 생
략되어 ‘반면’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기능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때 부사격 조사 ‘에’
의 결합이 수의적이고 ‘에’의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문장의 의미에 별 차이가 없다.  

부사성 명사 ‘ 신’과 ‘반면’은 명부 통용어 ‘한편’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부사어
로 쓰일 때 앞뒤가 모두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은 부사로서의 용법이 
이미 정착되었지만 ‘ 신’과 ‘반면’은 아직 부사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
다.16) 

4.3.2. 관형어 결합 불가형

관형어 결합 불가형은 주로 ‘에’/‘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지만 ‘에’/‘로’ 없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사성 명사로 본 것이다. 

16) 김성용(2002)에서는 ‘자립명사>부사성 의존명사’의 과정을 거친 예로 ‘반면, 밖에’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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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에/JKB 의/JKG 들/VV 우리/NP 일본/NNP
근래 269 156 32 10 5 3

NNG(회) 에/JKB 의/JKG 이/VCP 들어서/VV 술자/NNP
근자 40 31 3 1 1 1

(41) ㄱ. 근간(近間), 근래(近來), 근자(近者), 금시(今時), 불원간(不遠間), 일견(一
見), 일전(日前) 

ㄴ. 거짓, 건성, 겹겹, 판(大-), 무기한(無期限), 불철주야(不撤晝夜)
ㄷ. 내심(內心), 무진장(無盡藏), 사후(事後), 수차(數次), 애당초(-當初), 애초

(-初), 첫째, 최소(最少)

(41)의 예들은 부사어로 쓰일 때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41ㄱ)은 주로 ‘에’
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명사들이고 (41ㄴ)은 주로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명사들이다. (41ㄷ)은 ‘에’ 또는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용법도 가지고 있는 명사들이다. 

    4.3.2.1. ‘근간’, ‘근래’, ‘근자’

‘근간’과 ‘근래’, ‘근자’는 ≪표준≫, ≪연세≫, ≪고려≫에서 명사로 처리되고 있다. 

<표1>

<표2>

<표1>은 ‘근래’, <표2>는 ‘근자’의 후행요소를 보여준다. ‘근간(近間)’은 말뭉치
에서 동형어인 ‘근간(根幹)’과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빈도를 통계하기 어렵다. 
‘근래’와 ‘근자’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말뭉치에서 보여주듯이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더 우세하다. 

(42) ㄱ. 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은성이가 아직도 시골에 머물고 있는 것으
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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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에/JKB 로/JKB 초문/NNG 발복/NNG
금시 47 11 9 5 4

NNG(회) 에/JKB 을/JKO 이/VCP 불사/NNG
일전 97 42 19 3 3

NNG(회) 에/JKB
불원간 4 0

NNG(회) 에/JKB
일견 42 0

ㄴ. 근래(에)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남극 륙에 하여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
고 있어, 앞으로 개발이 기 된다. 

ㄷ. 근자(에) 많은 외국 문학 전공자들이 번역에 관심을 보인다. 

“요즈음”을 뜻하는 ‘근간’, ‘근래’, ‘근자’는 주로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지만 
(42)에서처럼 ‘에’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다. 

    4.3.2.2. ‘금시’, ‘일전’, ‘불원간’, ‘일견’

‘금시’와 ‘일전’, ‘일견’은 사전에서 모두 명사로 처리되고 있지만, ‘불원간’은 ≪표
준≫에서는 명사로, ≪연세≫와 ≪고려≫에서는 부사로 처리되고 있다. 

<표1>

<표2>

              <표3>                              <표4>

‘금시’와 ‘일전’, ‘불원간’, ‘일견’은 모두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약간
의 차이를 보인다. ‘금시’와 ‘일전’은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더 우세
한 반면, ‘불원간’와 ‘일견’은 ‘에’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더 우세하다. 

이 네 단어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3) ㄱ. 군사들의 잡담은 금시(에) 사라지고 긴장의 빛이 떠올랐다.
ㄴ. 일전(에) 김 군 편에 들은 김 형의 간곡하신 안부의 말씀에 지금껏 감사함

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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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으로/JKB
무기한 4 0

NNG(회) 으로/JKB 이/VCP
건성 ?179 140 13

NNG(회) 이/VCP 을/JKO 으로/JKB 이/JKS 무덤/NNG
거짓 585 99 58 40 26 24

NNG(회) 로/JKB
불철주야 11 1

ㄷ. 하숙비를 내지 않아 불원간(에) 하숙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
ㄹ. 일견(에)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4.3.2.3. ‘무기한’, ‘불철주야’

‘무기한’에 해서 ≪표준≫과 ≪연세≫에서는 명사로, ≪고려≫에서는 명부 통용
어로 처리하였으며, ‘불철주야’에 해서 세 사전에서는 모두 명사로 처리하였다. 

              <표1>                               <표2>

‘무기한’과 ‘불철주야’는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로’ 없이 단독
으로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다음은 ‘무기한’과 ‘불철주야’가 부사어로 쓰이는 예들이다. 

(44) ㄱ. 날씨 관계로 훈련은 무기한(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ㄴ. 오늘의 기쁨을 불철주야(로) 땀을 흘려 온 근로자 여러분께 돌리고 싶다. 

    4.3.2.4. ‘거짓’, ‘건성’, ‘겹겹’, ‘대판’

‘거짓’과 ‘건성’, ‘겹겹’은 ≪표준≫, ≪연세≫, ≪고려≫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고, 
‘ 판’은 ≪표준≫에 명부 통용어로, ≪연세≫와 ≪고려≫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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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으로/JKB 의/JKG
겹겹 19 9 6

NNG(회) 싸우/VV 시비/NNG 싸움/NNG 으로/JKB
판 20 5 4 4 2

NNG(회) 부터/JX 없/VA 그/MM 나/NP 에/JKB
애당초 164 8 5 5 5 4

NNG(회) 에/JKB 부터/JX 의/JKG 예상/NNG 계획/NNG
애초 482 189 142 39 9 4

<표3>

<표4>

위에 제시된 네 단어는 모두 ‘로’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거짓’과 
‘건성’, ‘겹겹’은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더 우세한 반면, ‘ 판’은 ‘로’ 
없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더 우세하다. 

네 단어가 부사어로 쓰이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5) ㄱ. 죽어도 거짓(으로) 죽는 것이니 아무 걱정 말라고 타일 다. 
ㄴ. 김 선생은 깊은 상념에 빠져 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건성(으로) 고

개만 끄덕거렸다. 
ㄷ. 이곳은 사시사철 겹겹(으로)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땅이죠. 
ㄹ. 석 서방이 들어오면 이제 싸움이 판(으로) 벌어질 것이다. 

    4.3.2.5. ‘사후’, ‘수차’, ‘애당초’, ‘애초’

‘사후’와 ‘수차’, ‘애당초’, ‘애초’는 사전에서 모두 명사로 처리되고 있다. 

<표1>

<표2>

‘사후(事後)’는 ‘사후(死後)’와, ‘수차(數次)’는 ‘수차(水車)’와 말뭉치에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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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회) /SP 는/JX 로/JKB 가/JKS 의/JKG
첫째 2066 663 484 177 56 47

NNG(회) 화/XSN 의/JKG 단위/NNG 로/JKB 3/SN
최소 474 260 27 21 14 14

NNG(회) 하/XSA 으로/JKB 이/VCP 의/JKG
무진장 13 7 3 2 1

NNG(회) 으로/JKB 을/JKO 의/JKG 기 /NNG 걱정/NNG
내심 215 32 15 7 6 6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빈도를 계산하기 어렵다. <표1>과 <표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애당초’는 ‘에’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더 우세한 반면, ‘애초’는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더 우세하다.  

(46) ㄱ. 검찰은 범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令狀)을 발부 받을 
수 있다.

ㄴ. 이번 문제로 내가 수차(로) 법원에 항의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ㄷ. 애당초(에) 그 말은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
ㄹ. 그는 애초(에)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했다.

    4.3.2.6. ‘첫째’, ‘최소’, ‘무진장’, ‘내심’ 

‘첫째’는 ≪표준≫과 ≪고려≫에 명사로, ≪연세≫에 명사, 부사로 등재되어 있으
며, ‘최소’와 ‘무진장’, ‘내심’은 세 사전에 모두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1>

<표2>

<표3>

<표4>

네 단어가 모두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 없이도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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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SF ㄴ/ETM /SP 한/XPN 의/JKG
겨울 2044 251 228 120 94 82

에/JKB 을/JKO 이/VCP 이/JKS 방학/NNG 의/JKG
겨울 371 149 144 143 111 106

(47) ㄱ. 농민을 위하려면 첫째(로) 소작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 
ㄴ. 시장 조사에서는 최소(로) 5퍼센트의 오차가 기 되는 것이 보통이다. 
ㄷ. 아저씨는 그가 지훈이란 걸 밝히자 껄껄 웃으며 무진장(으로) 반가워했다. 
ㄹ.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여자들은 내심(으로) 김이 빠졌다. 

4.3.3. 관형어 결합 필수형

관형어의 수식을 필수적으로 받는 부사성 명사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
지만 관형어의 도움이 없으면 실현되지 못한다. 이 부류 중 일부 명사가 참여한 명
사구에 해서 선행연구에서는 흔히 문법적 연어나 접속기능 명사구, 연결어미 상당
어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 왔다.17) 

관형어 결합 필수형은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명사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전 처리를 일일이 제시하지 않겠다. 

    4.3.3.1. ‘겨울’, ‘저녁’ 

<표1>

<표2>

17)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라는 통사적 결합체에 하여 채숙희(2002)에서는 연결어미 상
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우형식(1996)과 최운호(2005가,나)에서는 접속 기능 명사구로, 이
은경(2005)과 임근석(2009)에서는 문법적 연어 구성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유혜원(2007)에서
는 이러한 명사를 명사 연쇄 구성에서 경계표지의 역할을 하는 ‘경계성’ 명사류라고 하였고, 신
서인(2010)에서는 명사구가 부사어로 쓰일 때 이 명사구의 핵을 이루는 명사를 부사성 명사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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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SF 날/NNG 일/NNB 는/JX ㄴ/ETM
저녁 2979 434 168 141 111 105

에/JKB 을/JKO 식사/NNG 때/NNG 이/VCP 무렵/NNB
저녁 405 316 203 122 106 90

<표3>

<표4>

‘겨울’과 ‘저녁’은 의미적으로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이 부사성이 문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48) ㄱ. *겨울 강물이 얼 정도로 추웠다.
ㄴ. 그해 겨울(에) 강물이 얼 정도로 추웠다.
ㄷ. 겨울에 강물이 얼 정도로 추웠다. 

‘겨울’은 부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48ㄱ)과 같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부사성을 문장
에 나타내지 못한다. ‘그해’와 같은 한정어가 같이 쓰인 (48ㄴ)에서는 부사성을 문
장에 나타내어 ‘에’ 없이도 부사어로 쓰일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겨울’은 관형어 
결합 수의형의 시간명사보다 부사성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8ㄷ)은 ‘겨울’이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다.  

‘저녁’ 같은 시간명사도 ‘겨울’과 마찬가지로 관형어와 결합하여 명사구의 모습으
로 조사 없이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49) ㄱ. 저녁에 약속이 있다.
ㄴ. *저녁 방송국에서 방송을 마친 영구는 아버지에게 꾸벅 절을 하였다. 
ㄷ. 지난 저녁 방송국에서 방송을 마친 영구는 아버지에게 꾸벅 절을 하였다. 

(49ㄱ)은 ‘저녁’이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49ㄴ)과 같이 ‘저녁’
은 ‘에’ 없이 부사어로 쓰이지 못하지만 (49ㄷ)과 같이 그 앞에 수식어를 취하면 
‘에’ 없이도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녁’이 부사성을 가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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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는/ETM 년/NNB 그/MM 시간/NNG 기간/NNG
동안 9663 1823 1821 1404 374 361

에/JKB 의/JKG 은/JX 이나/JX 나/NP /SP
동안 897 576 261 242 225 177

수 있다. 그 부사성은 관형어에 의하여 통사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봄, 여름, 가을, 
아침, 밤’ 등의 시간명사도 ‘겨울’, ‘저녁’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정희정(2000:144)에서는 ‘4월’을 예로 들어 ‘오늘’과 비교하면서 ‘4월’이 조사와 
결합해야 하는 원인에 해 설명한 바 있다. 즉,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시간명사는 한정된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여야 하는데, ‘4월’은 지난 4월에 비해 비
한정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따라서 ‘에’가 쓰여야만 한정된 시간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4월에’의 모습으로 문장에 나타난 것이다.

    4.3.3.2. ‘동안’, ‘때’

<표1>

<표2>

‘동안’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표1>에서 보듯이 명사, 관형사, 관형절이 그 수
식어로 올 수 있다. 

(50) ㄱ. 며칠 동안을 두고 생각했다.
ㄴ. 우리는 기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흘 동안 밤을 새워서 몹시 피곤하다.
ㄷ. 내가 없는 동안 집을 잘 보아야 한다. 

(50ㄱ)은 ‘동안’이 ‘며칠’의 수식을 받아서 이루어진 명사구가 목적어로 쓰이는 예이
고, (50ㄴ)은 ‘동안’이 명사 관형어를 취하여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며, 
(50ㄷ)은 관형절을 취하여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다. ‘동안’은 (50ㄴ, ㄷ)
과 같이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 부사어로만 쓰이는데 그 뒤에 부사격 조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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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ㄹ/ETM 을/ETM 그/MM 이/MM ㄴ/ETM
때 48249 20982 11376 3828 1442 622

는/JX /SP 에/JKB 이/VCP 까지/JX 마다/JX
때 4839 3299 3095 2681 2396 2344

를 상정할 수 있다. 
‘동안’은 그 수식어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 경우가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동안’ 등이 그 예이다.  

<표1>

<표2>

‘때’는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지 못하고 그 앞에 관형어를 취하여야 부사어로 기
능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말뭉치에서 ‘때’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용례가 부분인데 특히 관형절을 취하는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51) ㄱ. 정문에 들어서자 때를 알리는 수업 종소리가 울렸다.
ㄴ. 그들은 전쟁 때 이별한 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
ㄷ. 이젠 증명서를 뗄 때 돈이 필요 없게 되었다.

(51ㄱ)은 ‘때’가 자립적으로 쓰여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이고 (51ㄴ, ㄷ)은 의존
적으로 쓰여 조사의 결합 없이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51ㄴ, ㄷ)의 예를 통
해서 ‘때’는 부사성을 띠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18) 

18) 다음은 ‘때’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시(時)’의 예이다. 
     (ㄱ) 투자 시, 승하차 시
     (ㄴ) 규칙을 어겼을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 
     (ㄷ) 승하차 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시’는 일부 명사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의미한다. 

(ㄱ)에서 ‘투자 시’는 ‘투자할 때’, ‘승하차 시’는 ‘승하차할 때’, (ㄴ)에서 ‘규칙을 어겼을 시’는 
‘규칙을 어겼을 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ㄷ)에서 보듯이 ‘시’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 128 -

NNG(회) ㄴ/ETM /SF 그/MM 는/JX 은/JX
다음 10379 2411 1404 1060 697 630

과/JKB 에/JKB 날/NNG 으로/JKB 은/JX /SP
다음 2145 1667 650 489 482 431

‘때’와 ‘로’가 결합하여 형성된 ‘때로’는 의미가 추상화되었다. 

(52) ㄱ. 때로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으니 모두들 조심하라. 
ㄴ. 때로 나는 내가 자라온 고향을 생각하곤 했다.

‘때로’는 (52ㄱ)에서 “경우에 따라서”의 의미, (52ㄴ)에서 “잦지 아니하게 이따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날’, ‘사이’, ‘도중’은 ‘때’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부사어
로 쓰이지 못하지만 앞에 관형어를 취하면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19) 

 
(53) ㄱ. 어느 날(에) 갑자기 1억이 생긴다면 그 돈으로 고기 한번 사먹고 그 로 

기부하겠어요.  
ㄴ. 딸이 잠깐 방을 나간 사이(에) 그 여자는 다급한 손짓으로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뒤적거렸다.
ㄷ. 회의 도중(에) 급한 연락이 왔다.

(53)의 ‘날’, ‘사이’, ‘도중’은 ‘에’와 결합하여 자립적으로 부사어로 쓰이기 어렵고 
그 앞에 관형어가 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관형어를 취하면 이 세 단어가 부
사성을 드러내어 ‘에’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4.3.3.3. ‘다음’, ‘직후’, ‘후’, ‘뒤’, ‘전’

<표1>

<표2>
19) 이선웅(2005:165)에서는 ‘-(으)ㄴ 도중’에서의 ‘도중’과 같은 비술어 명사가 부사구밖에 구성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도중’이 구성한 구를 명사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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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ㄴ/ETM 해방/NNG 사건/NNG 발표/NNG 취임/NNG
직후 782 218 70 22 19 18

이/VCP 에/JKB 의/JKG 부터/JX /SS /SP
직후 99 97 59 52 28 20

‘다음’은 부사어로 쓰일 때 주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다. 명사나 관형사가 수식
어로 오는 경우는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조사 없이 관형어로 쓰인다.  

(54) ㄱ. 다음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ㄴ. 다음으로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겠습니다.
ㄷ. 우리는 저 사람들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겠지?
ㄹ. 추석 다음 날도 공휴일이어서 여유 있게 성묘를 다녀왔다.
ㅁ. 먼저 남편 옷을 고른 다음 아내는 장갑 한 짝만 집어 들었다.

(54ㄱ, ㄴ)은 ‘다음’이 자립적으로 쓰이는 예로 (54ㄱ)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이고 
(54ㄴ)은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54ㄷ, ㄹ)은 ‘다음’이 명사의 
수식을 받는 예로 (54ㄷ)은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고 (54ㄹ)은 후
행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54ㅁ)에서 ‘다음’은 동사의 관형사
형 어미 ‘-ㄴ’ 뒤에 쓰여 그 부사성을 통사적으로 드러내게 되어 조사 없이 부사어
로 기능하고 있다. 

<표1>

<표2>

‘직후’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수식 성분을 동반해야 한다. 

(55) ㄱ. 사고 직후(에) 나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 
ㄴ. 그는 38선을 넘은 직후(에) 약 한 달 동안 경민의 집에 식객으로 기식했다.
ㄷ. 집을 떠난 것은 시험에 합격한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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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ㄴ/ETM 그/MM 은/ETM 잠시/NNG 년/NNB
후 9904 3182 1376 473 401 393

NNG(회) ㄴ/ETM 그/MM 은/ETM 의/JKG 등/NNG
뒤 13016 5182 1046 646 607 265

에/JKB 로/JKB 를/JKO 에서/JKB /SP 이/VCP
뒤 2866 1605 1072 573 433 433

‘직후’는 (55ㄱ)에서 명사의 수식, (55ㄴ)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아 이루어진 명사
구가 부사어로 쓰였다. 이때 ‘직후’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상정할 수 있다. (55ㄷ)
에서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은 ‘직후’가 계사 ‘이다’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표1>

<표2>

‘뒤’는 명사, 관형사,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주로 관형절의 수식을 받아 ‘~ㄴ 뒤’ 구성으로 나타난다. 

(56) ㄱ. 그 영화는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
ㄴ. 단원들은 천막 뒤 기소에 둘러서서 밤참들을 먹고 있었다.
ㄷ. 얼마 뒤 김태선은 극비리에 사직동에 있는 어떤 집으로 갔다.
ㄹ. 친구는 학 다니는 게 싫다고 중퇴를 한 뒤 농사를 하며 살고 있었다. 

(56ㄱ)은 ‘뒤’가 수식어 없이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이고 (56ㄴ)은 명사 뒤에 쓰여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56ㄷ, ㄹ)은 ‘뒤’가 관형어를 취하여 조사 없이 부사어
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신서인(2010:209-210)에서 지적했듯이 ‘뒤’는 장소를 나타
낼 때도 있고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는데, 그 쓰임이 조금 다르다. 앞에 장소를 나
타내는 명사가 오는 경우는 언제나 후행 명사를 수식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 경우는 관형어나 부사어로 기능한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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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JKB /SP 의/JKG 이/VCP 로/JKB 그/NP
후 2442 466 381 334 277 137

NNG(회) 기/ETN 년/NNB 얼마/NNG 오래/MAG 도/JX
전 12124 2976 2215 747 553 463

에/JKB 부터/JX 까지/JX 의/JKG 이/VCP /SP
전 5557 1068 718 543 490 270

<표2>

‘후’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고 관형어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 수식어로는 명사, 관형사, 관형절이 올 수 있다. 

(57) ㄱ. 후에 딴 말씀 하지 마십시오. 
ㄴ. 며칠 후에 다시 만납시다. 
ㄷ.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뚝배기가 탁자 위에 놓여졌다. 
ㄹ. 설탕을 넣은 후 수혜는 왼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다섯 번을 돌렸다. 

‘후’는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지 못하고 부사어로 쓰이려면 (57ㄱ, ㄴ)과 같이 ‘에’
와 결합하거나 (57ㄷ, ㄹ)과 같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 (57ㄷ, ㄹ)에서는 
‘후’ 뒤에 ‘에’를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후’ 명사구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
는 경우는 ‘에’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 ‘후(後)’는 고유어 ‘뒤’와 관련이 있지만, 그 쓰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뒤’는 장소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후(後)’는 시간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표1>

<표2>

‘전’은 조사 없이 쓰일 때, 관형사나 관형절, 명사+관형격 조사의 수식을 받는 경
우는 없었고 모두 명사적인 요소의 수식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숫자 
및 수사+의존명사 구성이 가장 많았고,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는 ‘얼마, 조금,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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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ㄴ/ETM 그/MM 의/JKG 조사/NNG 는/ETM
결과 7093 1649 904 709 511 494

등이 부분이었다(신서인 2010:218). 

(58) ㄱ. 그 사람을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다. 
ㄴ. 정부의 부패와 무능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ㄷ. 얼마 전 카운슬링을 원하는 청소년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   
ㄹ.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 나는 펠레를 섭외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다짐을 

두었다. 

‘전’은 (58ㄱ)에서처럼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후’와 같은 용법
을 보인다. 그러나 ‘후’는 자립적으로 쓰일 때 주로 ‘에’와 결합하는 반면, ‘전’은 (58
ㄴ)에서처럼 ‘에’ 이외의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도 있다. (58ㄷ)은 ‘전’이 명사, 
(58ㄹ)은 ‘-기’ 명사형 다음에 쓰여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다. 

‘전’은 ‘후’와 달리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59) ㄱ. 전 방송국 아나운서, 전 경찰청 형사과장
  ㄴ. 전 학기, 전 시 , 전 해

‘전’은 (59ㄱ)에서 직함이나 자격을 뜻하는 명사 앞에 쓰여 이전의 경력을 나타내
고, (59ㄴ)에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이전(以前)’ 또는 ‘앞’, ‘전반기’ 따위의 뜻을 
나타낸다.20)  

    4.3.3.4. ‘결과’, ‘나머지’, ‘이상’, ‘한’ 

<표1>
20) ≪표준≫에서는 ‘전’을 명사-관형사 통용어로, ‘후’를 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

와 ‘외’에 하여 의존명사로 쓰이는 것과 접두사로 쓰이는 것으로 나누고, ‘상’과 ‘하’에 하여 
명사로 쓰이는 것과 접미사로 쓰이는 것으로 나누어 표제어를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노명희
(2005)에서는 ‘전’을 관형사로 발달한 접두한자어로, ‘내’와 ‘외’를 의존명사로 발달한 접미한자
어로, ‘상’과 ‘하’를 부사성 접미한자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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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JKO 이/VCP 가/JKS 는/JX 에/JKB 적/XSN
결과 1392 575 561 553 416 352

NNG(회) ㄴ/ETM 고/EC /SP /SF 의/JKG
나머지 1658 433 275 188 142 55

는/JX 한/MM /SP 부분/NNG 두/MM 를/JKO
나머지 285 37 32 28 27 25

<표2>

‘결과’는 명사, 관형사,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60) ㄱ. 조그만 실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ㄴ. 이를 깨물고 공부한 결과 성희는 경쟁에 이겨서 미국 유학이 결정되었다.
ㄷ. 표 위원이 먼저 전 날 청와 로 전 통령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했다. 
ㄹ. 신체검사의 결과 군의 건강 상태가 단히 좋지 못하네.

‘결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긴 상태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생긴 상태나 현상”이다.21) (60ㄱ, ㄴ)은 첫 번째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60ㄷ, ㄹ)은 두 번째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60ㄱ, ㄷ)은 
‘결과’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격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60ㄴ, ㄹ)은 ‘결과’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60ㄴ)에서는 관형절을 취하여 “이를 깨물고 공부한 뒤에 그 때문
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선행요소는 원인을 나타내고 후행요소는 결말을 나타
낸다. (60ㄹ)에서는 명사구를 수식어로 취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난 뒤에 보니”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표1>

<표2>

21) ‘결과’의 원형의미는 “열매를 맺음. 또는 그 열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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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더/MAG /SW ㄴ/ETM 년/NNB /SF
이상 10447 2090 491 461 406 390

의/JKG 이/JKS 을/JKO 으로/JKB 이/VCP 적/XSN
이상 1935 656 556 528 376 341

‘나머지’는 말뭉치에서 ‘-ㄴ 나머지’와 ‘나머지는’ 구성으로 쓰이는 용례가 압도적
으로 많았다. 

(61) ㄱ. 사과 열 개 중 그가 일곱 개를 먹고 나머지를 내가 먹었다. 
ㄴ. 나머지 일들은 너에게 맡기마.
ㄷ. 그는 분개한 나머지 한참 동안 말을 잊은 것 같았다.

(61ㄱ, ㄴ)은 ‘나머지’가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이고 (61ㄷ)은 관형어를 취하여 조
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61ㄷ)에서 ‘나머지’는 ‘-ㄴ 나머지’ 명사구를 
형성하여 결과를 나타내는 후행문장을 꾸미는 부사성 명사로 쓰였다.  

<표1>

<표2>

‘이상’은 부사 ‘더’ 뒤에 쓰이는 경우 부정의 서술어와 어울려 ‘더 이상+아니다/없
다/못하다’와 같은 관용구성을 이루는데 ‘더는, 이제는, 다시는’과 같은 의미를 나타
낸다.

(62) ㄱ. 이상에서 살핀 바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ㄴ. 주 3회 이상 / 보통 이상의 관계 / 기 했던 이상
ㄷ.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야 한다.

(62ㄱ)은 ‘이상’이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이고 (62ㄴ, ㄷ)은 의존성을 지녀 선행성
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상’은 (62ㄴ)과 같이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의미할 때는 그 선행성분이 명사나 관형사, 관형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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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는/ETM ㄴ/ETM 들/XSN 한/XPN 그/MM
가운데 6909 841 709 589 465 322

서/JKB 하나/NR 에/JKB 는/JX 가장/MAG 한/MM
가운데 784 389 266 266 215 110

명사가 오는 경우 ‘이상’ 명사구가 조사의 결합 없이 관형어나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62ㄷ)과 같이 ‘-은’, ‘-는’ 뒤에 쓰여 “이미 그렇게 된 바에는”을 의미
할 때는 관형절을 취하여 부사어로만 쓰인다. 이때 ‘이상’이 이끈 절은 뒤에 오는 요
소와 단절되어 문장 부사어로 쓰인다. (62ㄷ)의 경우 어미 ‘-은’이 오면 선행절이 
기성사실이어야 하지만, 어미 ‘-는’이 오면 선행절이 주로 ‘있다’, ‘없다’ 선행절이나 
객관적 사실, 혹은 발생되지 않은 일이다.22) 

(63) ㄱ.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다.
ㄴ. 우승을 놓쳐서 억울하기가 한이 없다. 
ㄷ.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회담은 예정 로 진행될 것이다.

(63ㄱ, ㄴ)은 ‘한’이 자립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63ㄷ)은 의존적으로 쓰이는 것이
다. (63ㄱ)의 ‘한’은 주로 ‘없다’, ‘있다’와 함께 쓰여 “시간, 공간, 수량, 정도 따위의 
끝”을 나타내고 (63ㄴ)의 ‘한’은 ‘-기(가) 한이 없다’ 구성으로 쓰여 앞에 쓰인 형
용사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낸다. (63ㄷ)에서 ‘한’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여 
후행문장을 수식하고 있다. 이때 ‘한’은 명사나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낸다. 

    4.3.3.5. ‘가운데’, ‘경우’, ‘아래’

<표1>

<표2>

22) ‘이상(以上)’과 달리 ‘이하(以下)’는 관형절을 취하지 못하고 명사와 관형사만 선행요소로 취할 
수 있다. ‘이상’과 ‘이하’는 선행성분을 취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쓰일 경우 지시 기능을 수행한
다. 이때 ‘현재, 여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앞뒤의 순서나 위치, 또는 선후 내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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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의/JKG 는/ETM ㄹ/ETM ㄴ/ETM 을/ETM
경우 17018 5774 3683 2799 1859 905

에/JKB 가/JKS 는/JX 도/JX /SP 이/VCP
경우 3060 1798 1548 1339 831 648

‘가운데’는 격조사 중 ‘서’와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그 관형어로는 명사(구), 
관형사, 관형절이 올 수 있다. 

(64) ㄱ. 나는 학교 다닐 때, 언제나 가운데에 줄을 서는 버릇이 있었다.
ㄴ. 많은 꽃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코스모스이다.
ㄷ. 많은 사람들이 입회한 가운데(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가운데’는 (64ㄱ)에서처럼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64ㄴ, ㄷ)에서처럼 관형어를 취
하여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다. (64ㄴ, ㄷ)의 경우 ‘가운데’ 뒤에는 조사 
‘서’를 상정할 수 있다. ‘가운데’는 “범위의 안”을 의미하는데 (64ㄴ)과 같이 앞에 명
사가 오는 경우는 개 집합의 의미를 나타내고, (64ㄷ)과 같이 앞에 관형절이 오
는 경우는 과정이나 상황의 의미를 나타낸다. 

(64ㄴ, ㄷ)의 ‘가운데’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존명사로 볼 가능성
이 있다. 의존명사 ‘중’은 ‘가운데’와 유사한 의미와 용법을 갖는다.  

(65) ㄱ. 많은 꽃들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코스모스이다.
ㄴ. 그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65ㄱ)의 ‘중’은 ‘가운데’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며, ‘가운데’와 같이 조사 없이 부사
어로 쓰일 수 있다. (65ㄴ)의 ‘중’은 과정이나 상황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운데’와 
달리 시간의 의미에 더 가깝다.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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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그/MM /SF 하늘/NNG 저/MM 이름/NNG
아래 4277 136 119 85 75 71

로/JKB 서/JKB 에/JKB 에서/JKB 의/JKG 를/JKO
아래 652 436 275 233 119 115

‘경우’는 ‘명사+관형격 조사’, 관형사,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명사의 수
식은 받을 수 없다. 

(66) ㄱ. 이것과 저것은 경우가 다르다. 
ㄴ. 비가 올 경우에는 경기를 연기한다.
ㄷ. 부분의 농산물의 경우 값이 예년에 비해 조금 많이 오른다 싶으면 정부가 

즉시 수입해 값을 떨어뜨리므로 농민들은 손해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
ㄹ. 시중 은행들이 당좌 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현재 3개월마다 당좌 출 

금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내달 20일경이 된다. 

‘경우’는 흔히 관형어 뒤에 쓰이는데 (66ㄱ)과 같이 자립적으로 쓰이는 예는 매우 
드물다. (66ㄴ)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는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66ㄷ, ㄹ)은 ‘경우’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으로 (66ㄷ)은 
관형어로 ‘명사+관형격 조사’를 취하는 경우이고 (66ㄹ)은 관형어로 관형절을 취하
는 경우이다. (66ㄷ, ㄹ)과 같이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가 부사어로 
그 쓰임이 한정되는 점이 특이하다. 

<표1>

<표2>

말뭉치에서 보여주듯이 ‘아래’는 주로 명사와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  

(67) ㄱ. 합격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ㄴ. 그는 아직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
ㄷ. 그 일은 치 한 계획 아래(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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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ㄴ/ETM 는/ETM 상당/NNG 은/ETM 한/MM
부분 4735 788 546 238 210 193

을/JKO 이/JKS 은/JX 에/JKB 적/XSN 이/VCP
부분 712 560 471 455 440 339

(67ㄱ)은 ‘아래’가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이고 (67ㄴ, ㄷ)은 명사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문장성분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67ㄴ, ㄷ)의 ‘아래’는 추상명사 뒤에 쓰여 
“조건,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67ㄷ)은 ‘아래’가 조사 없
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뒤에 조사 ‘서’를 상정할 수도 있다.23) 
‘아래’가 부사성 명사로 쓰이는 것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4.3.3.6. ‘부분’, ‘정도’, ‘모양’

<표1>

<표2>

‘부분’은 명사, 관형사,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말뭉치에는 ‘-ㄴ/는/은 부
분’과 ‘상당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  

(68) ㄱ. 그의 진술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ㄴ. 책의 골격은 체로 초판 것을 유지하면서 내용은 상당 부분 새로 썼다.

‘부분’은 일반적으로 관형어를 취해야 온전한 의미를 표현하고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68ㄱ)에서 ‘부분’은 앞에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뒤에는 조사 ‘이’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으며, (68ㄴ)에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서 조사 없이 부사어
로 쓰이고 있다. ‘부분’이 부사어로 쓰일 경우 ‘상당 부분’ 구성에 한정된 셈이다. 

23)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아래’는 뒤에 격조사 ‘(에)서’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후치사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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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회) ㄹ/ETM 어느/MM 을/ETM 는/ETM 그/MM
정도 12235 2737 1563 1277 481 410

로/JKB 이/VCP 의/JKG 는/JX 가/JKS 를/JKO
정도 3039 2217 1561 591 480 392

NNG(회) ㄴ/ETM 는/ETM 던/ETM 은/ETM 의/JKG
모양 5273 1285 1119 426 278 192

이/VCP 으로/JKB 을/JKO 의/JKG 이/JKS 은/JX
모양 2907 502 470 450 274 97

<표1>

<표2>

‘정도’는 명사, 관형사,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말뭉치에는 ‘-ㄹ/을 정
도’와 ‘어느 정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신서인(2010:213)에서는 ‘상당한 정도, 일정
한 정도’ 이외에는 관형사형이 ‘정도’ 앞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명사로도 ‘절반 
정도, 상당 정도, 일정 정도’ 등 수량과 관련된 표현이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러나 <표1>에서 보듯이 관형사형이 ‘정도’ 앞에 오는 용례가 상당히 많다. 

(69) ㄱ. 참는 것도 정도가 있다. 
ㄴ. 수해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달리 지급된다.
ㄷ. 거기는 걸어서 한 시간 정도(로) 걸린다.
ㄹ. 그녀는 미스 코리아가 울고 갈 정도로 예쁘게 생겼다.

‘정도’는 (69ㄱ)에서처럼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알맞은 한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69ㄴ, ㄷ)에서처럼 명사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때는 “얼마만큼의 분량이나 수준”의 
의미를 나타내며 (69ㄹ)에서처럼 ‘~ 정도로’의 꼴로 쓰여 ‘-을 만큼’의 의미를 나타
낸다. (69ㄷ)과 같이 ‘정도’가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앞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뒤에 조사 ‘로’를 결합시켰을 때에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로’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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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앞에 명사나 관형사, 관형절 등의 
수식성분을 취해야만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70) ㄱ. 그들의 칼은 조선 칼처럼 육중하지도 않고 모양도 달랐다. 
ㄴ. 여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ㄷ. 강 변호사는 어린애를 위협하는 모양으로 눈을 흘긴다. 
ㄹ. 우산이 너무 작아 우리는 가련한 쥐새끼 모양 흠뻑 젖어 버렸다.  

(70ㄱ)에서 ‘모양’은 관형어의 수식 없이 주어로 쓰이고 있고, (70ㄴ)에서는 명사의 
수식을 받아 이루어진 명사구가 주어로 쓰이고 있다. (70ㄷ)에서는 관형절의 수식
을 받으면서 뒤에 조사 ‘으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70ㄹ)에서는 
‘~ 모양’의 꼴로 쓰여 “~와 같이, ~처럼”의 뜻을 나타낸다. (70ㄹ)의 경우 조사의 
결합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을 부사성 명사로 보는 근거가 된다. 

‘모양’은 다음과 같이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71) ㄱ. 어두운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ㄴ. 연적의 물도 다한 모양으로 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모양’은 의존명사로 쓰일 때 (71ㄱ)과 같이 ‘같다’, ‘이다’와 함께 쓰이거나 (71ㄴ)
과 같이 ‘모양으로’ 꼴로 쓰여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의존명사로 쓰이는 ‘모양’
은 자립명사 ‘모양’이 문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4.3.4. 기타

일부 접미사는 명사 뒤에 붙어, 명사+접미사 결합형이 흔히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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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ㄱ. -가량(假量): 10％가량, 한 시간가량, 30세가량 
ㄴ. -께: 이달 말게, 서울역께 
ㄷ. -간(間): 이틀간, 한 달간, 삼십 일간; 장간, 외양간
ㄹ. -당(當): 달러당, 주당, 시간당 얼마, 열 마리당, 40명당
ㅁ. -상(上): 관계상, 미관상, 사실상, 절차상; 인터넷상, 전설상, 통신상
ㅂ. -째: 그릇째, 뿌리째, 껍질째, 통째, 밭째
ㅅ. -째: 몇째, 사흘째, 며칠째, 두 잔째, 다섯 달째, 둘째
ㅇ. -차(次): 연구차, 인사차, 사업차
ㅈ. -하(下): 식민지하, 원칙하, 지도하, 지배하

(72)의 명사파생 접미사들이 명사에 붙어 형성된 명사가 부사성을 지녀 조사가 붙
지 않고도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72ㄱ)의 ‘가량’은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정도’의 뜻을 더하고,24) (72ㄴ)의 ‘-께’는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
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때 또는 장소에서 가까운 범위’의 뜻을 더한다. (72
ㄷ)의 ‘-간’은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거나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장소’의 뜻을 더하고,25) (72ㄹ)의 ‘-당’은 수 또는 단위를 나타내
는 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마다’의 뜻을 더한다. (72ㅁ)의 ‘-상’은 일
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거나 ‘추상

24) 아래는 ‘가량’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ㄱ) 밑천에서 몇 배의 이익을 남길 가량으로 가게를 샀다.
     (ㄴ) 아픈 아이에게 약이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 가량도 없는 형편이다.
   ‘가량’은 명사로 쓰일 때 “어떤 일에 하여 확실한 계산은 아니나 얼마쯤이나 정도가 되리라고 

짐작하여 봄”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25) ‘간’은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ㄱ)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ㄷ)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간’은 (ㄱ)에서 “한 상에서 다른 상까지의 사이”를 뜻하고, (ㄴ)에서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를 뜻한다. (ㄷ)에서는 ‘-고 -고 간에’, ‘-거나 -거나 간에’, ‘-든지 -든지 간에’ 구성으
로 쓰여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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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고, (72ㅂ)의 ‘-째’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며 (72ㅅ)의 ‘-째’는 수량,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와 수사 뒤에 붙어 ‘차례’의 뜻을 더한다. (72ㅇ)의 ‘-차’는 일부 명
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고26) (72ㅈ)의 ‘-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
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한다.27) 

‘상(上)’이 명사에 붙어 형성한 명사가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3) ㄱ. Wearing이라는 말의 행위자를 소유격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의미
상 차이가 난다. 

     ㄴ. 지연이는 나에겐 언니가 되지만 글 쓰는 편의상 지연이라 하겠다. 

아래 (74)의 ‘-쯤’, ‘-씩’, ‘-끼리’도 (72)에 제시된 접미사와 비슷한 성격을 보
인다. 

(74) ㄱ. -쯤: 내일쯤, 이쯤, 얼마쯤, 중간쯤, 그런 사정쯤, 12월 20일쯤 
ㄴ. -씩: 조금씩, 며칠씩, 하나씩, 두 사람씩, 열 그릇씩, 한 번씩 
ㄷ. -끼리: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집안끼리,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74)의 ‘-쯤’과 ‘-씩’, ‘-끼리’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이루어진 결합형이 
문장에서 조사의 결합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쯤’은 ‘정도’의 뜻을 더하고, 

26) ‘차’는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ㄱ) 그들은 선생님 을 수십 차 방문했다. 
     (ㄴ) 잠이 막 들려던 차에 전화가 왔다. 
     (ㄷ)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차’는 한자어 수 뒤에 쓰여 ‘번’, ‘차례’의 뜻을 나타내거나(ㄱ), ‘-던 차에’, ‘-던 차이다’ 구성

으로 쓰여 어떠한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을 나타내거나(ㄴ),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
에 쓰여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낸다(ㄷ). 

27) 채희락(2007)에서는 ‘짜리, 쯤, 생, 내, 간’을 통사적으로 단어인 접어로 분석하였고, 김창섭
(2007)에서는 ‘때문, 시(時), 상, 관계, 중심, 출신, 아래’를 부접명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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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은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며, ‘-끼리’는 ‘그 부류
만이 서로 함께’의 뜻을 더한다. 사전에서는 ‘끼리’, ‘씩’에 접미사라는 범주를 부여
하고 있고, 임홍빈(1989)에서는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로 보고 있다. 김창섭
(2011:54)에서는 ‘끼리’는 무표지 명사구에 직접 결합하여 부사어를 만들므로(예. 
늦게 온 사람들은 저쪽에 [[늦게 온 사람]NP [끼리]?]ADVP 앉으세요) 조사뿐만 아니
라 부사(부접 부사)로 분석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한 바 있다.  

4.4. 소결
이 장에서는 부사성 명사에 해서 살펴보았다. 문장에서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

일 수 있는 명사를 부사성 명사로 보았다. 부사성 명사에는 의미적으로 시간, 분량
이나 정도, 행위의 양식, 양태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시간을 나타
내는 명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사성 명사는 관형어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서 관형어의 수식이 수의적인 경
우, 불가능한 경우, 필수적인 경우로 나뉜다. 이 세 부류에 하여 각각 관형어 결합 
수의형, 관형어 결합 불가형, 관형어 결합 필수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관형어 
결합 수의형은 명부 통용어와 달리 부사어로 쓰일 때 일반적으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뒤에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관형어 결합 불가형은 주로 ‘에’나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명사가 ‘에’, ‘로’가 실현되지 않아도 부사어로 쓰
일 수 있는 경우이다. 이 부류는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등의 명부 통용
어와 구별해야 한다. 관형어 결합 필수형은 부사성 의존명사와 구별되는데 자립명사
의 용법도 가지고 있으며 관형어의 수식이 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
을 제공해 줄 뿐이다. 또한 부사성 의존명사와 달리 관형사형 어미나 조사 결합에 
있어서 제약이 별로 없다. 

관형어 결합 수의형은 부사어로 쓰일 때 관형어의 수식을 수의적으로 받는 경우
와, 그 자체가 관형어와 명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더 이상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 나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후자를 관형어 결합 불가형과 구별
하기 위하여 전자와 같이 모두 관형어 결합 수의형으로 보았다. 또 한 가지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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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것은 관형어 결합 필수형 중에 일부 명사는 부사성 명사로 쓰일 때 의존성
을 지니기 때문에 의존명사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명사는 명사와 관형사를 관
형어로 취하지 못하고 관형절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어미 상당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동안, 때, 다음, 직후, 뒤, 후, 전, 가운데, 경우, 아래’ 등은 전자
에 해당하고 ‘(-ㄴ) 결과, 나머지, 이상, 한’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명사성 정도와 부사성 정도에 있어서 부사성 명사는 부분이 명부 통용어보다 
명사성이 강하고 부사성이 약하다. 명사성이 강한 것은 격조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별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며, 부사성이 약한 것은 부사어로 쓰일 때 부분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사성 명사마다 명사성과 부사성에
서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정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형어 결합 수의형은 관형어 결합 필수형보다 부사성이 강하다.  

(75) ㄱ. 오늘 왔다. 
ㄴ. 올해 겨울 왔다. 

(75ㄱ)의 관형어 결합 수의형인 ‘오늘’은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75ㄴ)
의 관형어 결합 필수형인 ‘겨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
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겨울’보다 부사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사어로 쓰일 때 뒤에 조사 ‘에’나 ‘로’를 상정할 수 있는 부사성 명사는 
‘에’, ‘로’를 상정할 수 없는 것보다 부사성이 약하다. 

(76) ㄱ. 지금(*에) 눈앞에 있다. 
ㄴ. 순간(에) 그들은 조용해졌다.

(76ㄱ)의 ‘지금’은 ‘에’와 결합할 수 없지만 (76ㄴ)의 ‘순간’은 ‘에’와 결합할 수 있
는 것은 부사성의 정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지금’은 부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순간’은 부사성이 상 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에’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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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사성 부사

5.1. 명사성 부사의 판별 및 목록
5.1.1. 명사성 부사의 판별 기준

전형적인 부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계사 ‘이다’와의 결합을 허용하
지 않는다. 관형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전형적인 분포적 특성이며 ‘이다’는 명사 
뒤에 오는 것이 전형적인 분포적 특성이다. 그러나 일부 부사는 관형어의 수식 또는 
‘이다’의 결합 등 명사적인 용법을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부사를 명사성 부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남수경(2010)에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부사에 하여 논의한 바 있
다. ‘번번이’는 그 표적인 예이다. 

(1) ㄱ. 재료를 힘들게 하나하나 구했는데 제작하는 번번이 실패를 맛보니 솔직히 
작품에 정이 떨어지더라.

ㄴ. 하긴 내가 언제 ‘정오의 음악캠프’에 당첨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신청
하는 번번이 떨어지기만 했지.      -남수경(2010:81)

격조사와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사로만 간주되어 왔던 ‘번번이’는 (1)과 
같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 것은 이 부사들이 명사
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남수경(2010)에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부사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2) 번번이, 짬짬이, 틈틈이, 간간이, 내내, 줄곧, 양껏, 힘껏, 곧바로, 그 로, 건건
 이(件件이), 즉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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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단어들은 관형사절의 수식이 기본적인 것으로 보이며, 지시관형사나 체언의 
수식은 제한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인다(남수경 2010:87).

김창섭(2011)에서는 부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를 보충어라 하여 
‘마음껏’, ‘혼자’, ‘몰래’를 무표지 보충어를 가지는 ‘부접부사’로 논의하였다.1) 

(3) ㄱ.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껏] 놀았니?
ㄴ.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껏] 놀았니?
ㄷ. *너희들은 [너희들 정말 마음껏] 놀았니?
ㄹ. [너희들 [마음껏]ADV]ADVP

(4) ㄱ. 철수는 그것을 (그 애) 혼자 했니?
ㄴ. *그 애{의/로} 혼자 / *그 애 오로지 혼자
ㄷ. [[그 애]NP [혼자]ADV]ADVP

(5) ㄱ. 철수는 (누나) 몰래 돌을 던졌다. 
ㄴ. *누나가 몰래 / *누나 전혀 몰래
ㄷ. [[누나]NP [몰래]ADV]ADVP (김창섭 2011:53-54)

‘너희들’에는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할 수 없고(3ㄴ), ‘마음껏’만을 수식하는 어떤 
부사가 선행할 수도 없다(3ㄷ). 그래서 김창섭(2011)에서는 부사 ‘마음껏’이 자신의 
보충어와 결합하여 만든 ‘너희들 마음껏’을 (3ㄹ)과 같이 분석하여 부접 구성으로 
인정하였다. ‘혼자’와 ‘몰래’도 각각의 (ㄴ)의 검증으로 부접부사로 판별되었다. 이 

1) 김창섭(2007)에서는 반드시 무표지 명사구를 보충어로 요구하여 그에 직접 결합하는 명사를 
‘부접명사’라고 하였다. 아래의 ‘출신’은 부접명사의 예이다. 

     (ㄱ) 철수는 국문과 출신이다. 
     (ㄴ) *철수는 국문과의 출신이다.
     (ㄷ) *국문과 여러 출신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김창섭(2011)에서는 부접어의 개념을 부사, 동사에도 적용하여 부접부사와 부접동사를 설정하

였다. 다음은 부접동사 ‘같다’의 예이다. 
     (ㄱ) 저는 할아버지가 오늘 당번 같으신데요.
     (ㄴ) *저는 할아버지가 오늘 당번과 같으신데요.
     (ㄷ) *저는 할아버지가 오늘 당번 꼭 같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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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 말하는 ‘부접부사’는 자신만의 수식어를 가지지 못하며 보충어가 격조사를 
가지지 못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부사 앞에 오는 명사에 해 이규호(2011)에서는 부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보
았다. 부사가 요구하는 체언 관형어는 부사의 논항으로 해석되는데, 그것은 부사가 
서술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동사 ‘모르-’에서 온 
부사 ‘몰래’가 서술성을 지니지만 명사에서 파생된 부사 ‘번번이’, ‘마음껏’은 명사성
을 지닌다고 본다. 부사가 서술성을 지니든 명사성을 지니든 그 앞에 오는 성분이 
모두 부사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부사의 관형어는 관형절, 관형사, 명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말뭉치에서 추출된 
명사성 부사를 관형어의 유형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6) ㄱ. 고로, 그 로, 이 로, 겨우내, 여름내, 내내, 짬짬이, 틈틈이, 힘껏, 지금껏, 
즉시

ㄴ. 그 로, 틈틈이, 겨우내, 여름내, 모로, 고로, 즉시, 먼저
ㄷ. 마음껏, 로, 멋 로, 마음 로, 뜻 로, 그 로, 내내, 앞서, 짬짬이, 골

골이, 곳곳이, 즉시

(6ㄱ)은 관형절을 취할 수 있는 부사들이고 (6ㄴ)은 관형사를 취할 수 있는 부사들
이며 (6ㄷ)은 명사를 취할 수 있는 부사들이다. 

다음 (7)과 같은 부사도 명사성을 갖는다고 본다. 

(7) ㄱ. (나) 혼자 할 때도 이제 빨리 해야겠다.  
ㄴ. (두 사람) 모두 키가 작았다. 

(7ㄱ)은 명부 통용어인 ‘혼자’의 부사적 용법을 보여주고 (7ㄴ)은 명부 통용어인 
‘모두’의 부사적 용법을 보여준다. (7)에서 보듯이 ‘혼자’와 ‘모두’가 부사로 기능할 
때 그 앞에 명사가 올 수 있다. 즉, 두 단어가 명부 통용어이면서 부사로 쓰일 때는 
명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7ㄱ)에서 ‘나’는 ‘혼자’와 같은 상을 가리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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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이/VCP 비율 후행요소(1위) 후행요소 빈도
그만 2347 398 16.96% 다/EF 81

일부러 679 4 0.59% 라도/EC 2

자’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완해 주는 것이고, (7ㄴ)에서 ‘두 사람’은 
‘모두’와 같은 상을 가리켜 ‘모두’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와 ‘모두’ 앞에 오는 명사는 관형어로 보기 어렵고 보충어로 보
아야 한다. (6)에 제시된 부사도 ‘혼자’, ‘모두’와 마찬가지로 관형어를 취한다기보다
는 보충어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제 계사 ‘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부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8) ㄱ. 널 만나는 것도 이것으로 그만이다.
ㄴ. 일부러라도 부딪혀 보세요. 

(8)은 ‘그만’과 ‘일부러’가 ‘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만’은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가 매우 높지만 ‘일부러’
는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가 매우 낮다. ‘그만’이 ‘이다’와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법이지만 ‘일부러’가 ‘이다’와 결합하는 것은 임시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2) 
본고에서는 (8ㄱ)의 ‘그만’ 같은 부사만 명사성 부사로 본다. 

부사가 보조사로 쓰이는 ‘이/가’, ‘을/를’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부사는 ‘의’와 결합할 수도 있다.  

MAG(회) 이/VCP 비율 후행요소(1위) 후행요소 빈도
이나마 17 4 23.53% 라도/EC 4
금방 1099 139 12.65% 라도/EC 129
행여 140 13 9.29% 라도/EC 13
혹시 832 62 7.45% 라도/EC 60

억지로 459 12 2.61% 라도/EC 12
금세 304 6 1.97% 라도/EC 6

2) ‘라도’는 보조사로서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 연결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자
유롭게 붙을 수 있다. 따라서 부사가 ‘라도’와 결합하는 경우는 ‘이다’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조사 ‘라도’와 빈번하게 결합할 수 있는 부사로는 ‘이나마’, ‘금방’, ‘행여’, ‘혹시’, ‘억지
로’, ‘금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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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그만큼(을) 먹으라고? 
ㄴ. 전문적인 것을 다루려면 그만큼의 포장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9ㄱ)의 ‘그만큼’은 ‘먹다’의 논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 ‘을’과 결합하는 부사로 
판정된다. (9ㄴ)에서 ‘그만큼’은 ‘의’와 결합하고 있다. 이때 ‘의’는 격조사인지 보조
사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부사 ‘그만큼’이 명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와 
결합하는 것으로 본다. 즉, ‘그만큼’ 같은 부사도 명사성 부사로 처리한다. 

5.1.2. 명사성 부사의 목록 

명사성 부사로 판별할 수 있는 단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0) ㄱ. 겨우내, 여름내, 내내, 짬짬이, 틈틈이, 골골이, 곳곳이, 로(代代-), 고
로(故-), 모로, 그 로, 이 로, 지금껏(只今-), 마음껏, 힘껏, 마음 로, 멋

로, 뜻 로, 앞서, 먼저, 즉시(卽時), 혼자, 홀로, 스스로, 모두, 다, 각각
(各各), 각자(各自) 

ㄴ. 고만, 고작, 그 로, 그만, 깜깜, 다, 되도록, 먼저, 맘 로, 멋 로, 물론(勿
論), 어째서, 오래, 왜, 이 로, 제멋 로, 제법, 하필(何必), 한창

ㄷ. 가급적, 정작, 온통, 이만저만, 당분간, 모처럼, 충, 그만큼, 조금, 저마다, 
제각각, 제각기, 좌우간, 거의 

(10)의 명사성 부사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부사를 분석하여 얻은 것이다. 이 단어들
에 해서 사전에서는 부사 또는 명부 통용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모두 
명사성 부사로 본다. (10ㄱ)은 보충어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10ㄴ)은 ‘이다’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며 (10ㄷ)은 제한적인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편의상 
(10ㄱ)을 보충어 결합 가능형, (10ㄴ)을 ‘이다’ 결합 가능형, (10ㄷ)을 조사 결합 
가능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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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명사성 부사의 의미적 분류
부사에 하여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하위 분류한 논의가 많지만 연구에 따라 

분류 체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손남익(1995)에서는 의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1) 
서법성 부사와 접속성 부사, (2) 시간성 부사와 공간성 부사, (3) 양태성 부사와 정
도성 부사, (4) 상징성 부사, (5) 부정 부사 따위로 구분하였다. 서정수(2005)에서
는 부사류어가 지니는 의미적 공통성에 따라 부사류어를 시간, 과정, 양태, 수량, 부
정, 정도로 범주 구분을 하였다. 

명사성 부사 부류에는 거의 모든 부사 분류에 속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명사성 부사로 볼 수 있는 부사는 극소수의 부사뿐인데 체 어떠한 
의미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하도록 한다. 

5.2.1. 시간이나 공간

다음 (11)은 보충어 결합 가능형 중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11) ㄱ. 겨우내, 여름내, 내내
ㄴ. 지금껏(只今-), 로(代代-)
ㄷ. 짬짬이, 틈틈이 
ㄹ. 앞서, 먼저 
ㅁ. 즉시(卽時) 

(11ㄱ, ㄴ)은 지속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11ㄷ)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11ㄹ)은 시간의 선후(先後)를 나타내는 것이고 (11ㅁ)은 순간적인 시간을 나타내
는 것이다. (11)의 예들은 시간부사이기 때문에 조사 ‘에’, ‘부터’, ‘까지’와 결합하지 
못한다. 다만 ‘즉시’의 경우 ‘에’와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은 한자어 부사 ‘즉시’를 차
용할 때 ‘에’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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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ㄱ)의 ‘겨우내’와 ‘여름내’는 현재 분석적 관점에서 시간명사 ‘겨울’, ‘여름’에 
접미사 ‘-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로 볼 수 있다. ‘-내’는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겨우
내’는 “겨울 내내”의 뜻, ‘여름내’는 “여름 내내”의 뜻을 나타낸다. ‘겨우내’, ‘여름내’ 
이외에 ‘봄내’, ‘가으내’, ‘저녁내’ 등도 있지만 말뭉치에서 그들 앞에는 보충어를 취
하는 용례가 보이지 않았다.3) 접미사 ‘-내’는 ‘마침내, 끝내’에서처럼 때를 나타내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때까지’의 뜻을 더하기도 한다. 또한 ‘내내’는 부사 ‘내’의 
반복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를 의미하는데, ‘겨울 내내’, ‘여름 내내’에서
처럼 그 앞에 보충어를 취할 수 있다. 

(11ㄴ)의 ‘지금껏’은 ‘지금’에 접미사 ‘-껏’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이다. ‘-
껏’은 때를 나타내는 몇몇 부사 뒤에 붙어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
므로 ‘지금껏’의 구성요소인 ‘지금’을 부사로 판정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미 4
장에서 논의했듯이 ‘지금’은 부사가 아니라 부사성을 지닌 명사이다. ‘지금껏’이 보충
어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명사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이외에 ‘-껏’ 파생어
에는 ‘아직껏, 여태껏, 이제껏’ 등이 있다. 한편, ‘ 로’는 ‘ ’에 ‘로’가 결합하여 
형성된 부사이다. ‘로’는 부사격 조사인지 부사파생 접미사인지 단언하기 쉽지 않지
만 공시적인 관점에서는 부사파생 접미사로 볼 수 있다. 

(11ㄷ)의 ‘짬짬이’와 ‘틈틈이’는 1음절 명사 ‘짬’, ‘틈’의 반복형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들이다. ‘짬짬이’는 “짬이 나는 로 그때그때”의 뜻, ‘틈틈
이’는 “틈이 난 곳마다”, “겨를이 있을 때마다”의 뜻을 나타낸다. ‘짬짬이’는 시간의 
의미만 나타내지만 ‘틈틈이’는 시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11ㄹ)의 ‘앞서’는 명사 ‘앞’과 조사 ‘서’가 결합하여 형성된 부사이고, ‘먼저’는 단
일어이다. (11ㅁ)의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데 시간
점을 나타낸다.  

3) 가와사키 케이고(河崎啓剛 2010:38-40)에서는 ‘겨내’, ‘녀름내’에 해서 ‘[겨 나]-이’, 
‘[녀름 나]-이’와 같이 분석하여,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는 ‘(거상) 三年을 내 울-’의 ‘三年을 내’
와 같은 표현이 재분석되어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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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2)도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성 부사들이다. 

(12) ㄱ. 먼저, 오래, 한창
ㄴ. 당분간

(12ㄱ)은 ‘이다’ 결합 가능형이고, (12ㄴ)은 조사 결합 가능형이다. 시간적 선후
를 나타내는 ‘먼저’는 보충어 결합 가능형이며 ‘이다’ 결합 가능형이다. ‘오래’는 기
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한창’은 시간의 점을 나타낸다. (12ㄴ)의 ‘당분간’은 기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보충어 결합 가능형에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13) 골골이, 곳곳이

(13)의 ‘골골이’와 ‘곳곳이’는 ‘골’, ‘곳’의 반복형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들인데 ‘골골이’는 ‘골짜기마다’, ‘곳곳이’는 ‘곳곳마다’를 뜻한다. 이 두 단어
가 시간 의미의 ‘짬짬이’, ‘틈틈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짬짬’, ‘틈틈’, ‘골골’이 존재하지 않지만 ‘곳곳’은 명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문
장성분으로 기능하는 ‘곳곳이’는 부사 ‘곳곳이’인지 명사 ‘곳곳’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 

(14) ㄱ. 진달래가 동산 곳곳이 피어 있다. 
ㄴ. 명절이면 고향에 가는 사람들로 도로 곳곳이 막힌다. 

(14ㄱ)의 ‘곳곳이’는 ‘피다’의 주어가 되지 못하고 부사어로 기능하기 때문에 부사로 
판단되며, (14ㄴ)의 ‘곳곳이’는 ‘막히다’의 주어이기 때문에 명사 ‘곳곳’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사어로 쓰이는 ‘곳곳이’는 생략이 가능한 반면, 주
어로 쓰이는 ‘곳곳이’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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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분량이나 정도

다음 (15)는 보충어 결합 가능형 중 분량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15) ㄱ. 모두, 다
ㄴ. 각각(各各), 각자(各自)

(15ㄱ)은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15ㄴ)은 개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15ㄴ)의 ‘각
각’과 ‘각자’는 행위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모두’와 
‘각각’, ‘각자’에 해서 3장에서는 명부 통용어로 처리한 바 있다. 이 세 단어는 명
부 통용어이지만 부사로 쓰일 때 명사성을 띠기 때문에 명사성 부사이기도 한다.

다음은 정도나 분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다’ 결합 가능형이다.  

(16) ㄱ. 고만, 그만
ㄴ. 다

(16ㄱ)의 ‘고만’과 ‘그만’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다’와 함께 쓰이면 “고것
으로 끝임”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음”을 의미한다. 분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16ㄴ)
의 ‘다’는 ‘모두’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모두’와 달리 
부사로만 쓰인다. 

조사 결합 가능형에는 분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7)은 조사 결합 가능형의 예들이다. 

(17) ㄱ. 온통, 조금
ㄴ. 저마다, 제각각, 제각기
ㄷ. 거의, 그만큼, 충, 이만저만

(17ㄱ)의 ‘온통’은 분량의 의미를 나타내고, ‘조금’은 분량이나 정도의 의미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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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17ㄴ)은 분량 또는 행위의 양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17ㄷ)은 정도의 의
미를 나타낸다.  

5.2.3. 행위의 양식

다음은 행위의 양식을 나타내는 보충어 결합 가능형의 예들이다. 

(18) ㄱ. 마음껏, 힘껏
ㄴ. 그 로, 이 로, 마음 로, 멋 로, 뜻 로
ㄷ. 홀로, 스스로, 혼자
ㄹ. 모로

(18ㄱ)의 ‘마음껏’과 ‘힘껏’은 명사 ‘마음’, ‘힘’에 접미사 ‘-껏’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껏’은 ‘아직껏, 여태껏’에서처럼 때를 나타내는 몇몇 
부사 뒤에 붙어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더하여 부사를 만들 수 있다. (18ㄱ)의 ‘-
껏’은 ‘그것이 닿는 데까지’의 뜻을 더하여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마음껏’은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에 흡족하도록”을 의미하고 ‘힘껏’은 “있는 힘을 다
하여. 또는 힘이 닿는 데까지”를 의미한다. 

(18ㄴ)의 ‘그 로’, ‘이 로’는 명사인 ‘그’, ‘이’에 ‘ 로’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
이다. ‘ 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그 로’와 ‘이 로’는 명사 ‘그’, ‘이’가 조사 ‘ 로’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사구가 
부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음 로’와 ‘멋 로’, ‘뜻 로’는 명사 ‘마음’, ‘멋’, 
‘뜻’에 보조사 ‘ 로’가 결합하여 부사로 굳어진 것이다. 

(18ㄷ)의 ‘홀로’와 ‘스스로’, ‘혼자’는 “단 하나”라는 공통적인 의미 특성을 지닌다. 
‘홀로’와 ‘스스로’는 ‘로’형 결합어이지만 현  한국어에서는 더 이상 분석하기 어려
운 단일어로 볼 수 있다. ‘스스로’와 ‘혼자’에 해서 3장에서는 명부 통용어로 처리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명사로서의 용법과 부사로서의 용법을 모두 가지
고 있으며, 부사로 쓰일 때는 그 앞에 보충어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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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취하는 경우 명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것은 뒤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18ㄹ)의 ‘모로’는 ‘로’형 결합어로 볼 수 있는데 “비껴서. 또는 각선으로”, “옆

쪽으로”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은 행위의 양식을 나타내는 ‘이다’ 결합 가능형의 예들이다.  

(19) ㄱ. 그 로, 이 로, 맘 로, 멋 로, 제멋 로
ㄴ. 깜깜, 제법

(19ㄱ)은 명사성을 지닌 부사들인데 보충어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다’와 
결합할 수도 있다. (19ㄴ)의 ‘깜깜’은 “어떤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잊은 모양”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다’와 결합할 수 있으며, ‘제법’은 수준이나 솜씨가 어느 정도에 
이르 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5.2.4. 양태

보충어 결합 가능형에는 양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고로’뿐이다. 

(20) 고로(故-)

‘고로’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선행절의 수식을 받아서 쓰였는데 그 후 선행절 
없이 자립적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양태를 나타내는 ‘이다’ 결합 가능형의 예들이다. 

(21) ㄱ. 고작, 되도록
ㄴ. 물론(勿論), 하필(何必)
ㄷ. 어째서, 왜

(21ㄱ)의 ‘고작’은 ‘이다’와 결합할 때 “아무리 좋고 크게 평가하려 하여도 별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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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의미하고, ‘되도록’은 “될 수 있는 로”를 의미한다. (21ㄴ)의 ‘물론’은 “말할 
것도 없음”의 의미, ‘하필’은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꼭”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당위성을 지닌 부사이다. (19ㄷ)의 ‘어째서’와 ‘왜’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다음 (22)의 예들은 양태를 나타내는 조사 결합 가능형이다.   

(22) 가급적, 모처럼, 정작, 좌우간
 

이상으로 보충어 결합 가능형 가운데 부분은 명사에서 파생된 부사이고 일부는 
명부 통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4) 명사 파생 부사는 어근이 명사이기 때문에 파생 
부사가 명사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 명부 통용어는 명사적 용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부사로 쓰일 때에도 명사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보충어 결합 가능형은 바로 이
러한 명사성 때문에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심재기(1982:404-409)에서는 명사로부터 부사를 형성하는 통사적 기제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
다. 첫째는 영변화 파생으로서 어휘형태 자체가 아무런 형태상의 변화없이 그 로 부사에 전용
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반복법 파생으로서 어간형태를 반복하여 부사로 전용하는 경우이며, 셋
째는 접미법 파생으로 접미형태소에 의해 파생부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명
사로부터 접미법에 의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 부사화소에는 다음 몇 가지를 더 포함시켰다. 

     (ㄱ) -껏:　마음껏, 정성껏, 힘껏
     (ㄴ) -소: 몸소, 손수
     (ㄷ) -내: 가으내, 겨우내, 봄내, 여름내, 마침내, 끝내
     (ㄹ) -은: 실은, 딴은, 혹은
     (ㅁ) -이: 곳곳이, 샅샅이, 당최, 새로이, 느즈막이
     (ㅂ) - 로:　그 로, 이 로, 마음 로, 제 로, 멋 로
     이 논의에서는 격조사 ‘에’, ‘로’도 선행명사를 부사화하는 부사화소로 보고 있다.  
     (ㄱ) ‘-에’: 여태, 보매, 불시에, 단숨에, 제물에, 세상에... 
     (ㄴ) ‘-로’: 고래로, 공으로, 날로, 단적으로, 로, 때때로, 억지로, 절 로, 주로, 실로, 

       진실로, 스스로
     이 외에도 ‘-마저’, ‘-같이’, ‘-까지’, ‘-부터’ 등 후치사는 선행명사와 결합하여 부사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사는 체로 아직 어휘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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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ㄴ/ETM 그/MM 이/MM 올/MM NNG 온/MM
겨우내 73 3 1 1
여름내 18 1 1 1

MAG(회) 년/NNB 여름/NNG 동안/NNG 시간/NNG 는/ETM
내내 705 102 25 24 22 20

5.3. 사전과 말뭉치 기반 개별적 검토
5.3.1. 보충어 결합 가능형

일반적으로 부사가 명사 보충어를 취하려면 조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23) ㄱ. 일요일에 그는 아내와 같이 등산을 가곤 했다.
ㄴ. 하루는 고사하고 이틀에도 끝낼 수 없다. 
ㄷ. 경찰은 나로 하여금 사실을 말하게 하였다. 

(23)에서 부사 ‘같이’, ‘고사하고’, ‘하여금’은 각각 조사 ‘와’, ‘는’, ‘로’의 도움을 받
아 보충어를 취하고 있다. 명사성 부사의 경우는 별도의 조사 없이 무표지 보충어를 
취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명사성 부사는 일반 부사의 용법도 가지며, 명사성 부사로서 보충어를 취할 
때는 핵이 되고, 보충어의 생략이 가능하다. 

    5.3.1.1. ‘겨우내’, ‘여름내’, ‘내내’

<표1>

<표2>

말뭉치에서 보듯이 ‘겨우내’와 ‘여름내’는 관형절 또는 관형사, 명사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지만 ‘내내’는 주로 명사 또는 관형절을 보충어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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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는/ETM 업무/NNG 공부/NNG 그런/MM 그/MM
틈틈이 117 13 1 1 1 1

먼저 ‘겨우내’와 ‘여름내’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4) ㄱ. 긴 겨우내 단 하루도 그냥 집에 들어오는 날 없이 술을 마시고, 여러 개의 
친목회를 만들었다. 

ㄴ. 그 겨우내 배추가 얼지 않고 제 로 자라도록 갖은 정성을 쏟았다. 
(25) ㄱ. 지난 여름내 해바라기와 칸나, 장미가 지나간 자리엔 이제 이태리채송화와 

향긋한 허브가 가을바람에 날리고 있다.
 ㄴ. 온 여름내 폐를 끼치고도 서울 올라오셨는데 가도 안 보면 되겠니……

(24)와 (25)는 ‘겨우내’와 ‘여름내’가 관형절과 관형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것을 보
여준다. 관형사를 취하는 경우 말뭉치에서 ‘그 겨우내’, ‘이 겨우내’, ‘온 여름내’가 
나타났다. 사실 ‘겨우내’와 ‘여름내’의 보충어는 의미적으로 ‘겨울’, ‘여름’을 한정한다
고 할 수 있다. ‘겨우내’, ‘여름내’와 조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봄내’와 ‘가
으내’는 잘 쓰이지 않는다. 

다음 (26)은 ‘내내’의 예이다. 

(26) ㄱ. 그녀는 초상화가 그려지는 내내 특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ㄴ. 교수들은 한 학기 내내 휴강을 자주 하였다. 

(26ㄱ)은 ‘내내’가 관형어를 보충어로 취하는 것이고 (26ㄴ)은 명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것이다. ‘내내’는 관형절과 명사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지만 관형사를 취하지 
못한다. 명사가 오는 경우는 (26ㄴ)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를 요
구한다. 

    5.3.1.2. ‘틈틈이’, ‘짬짬이’, ‘골골이’, ‘곳곳이’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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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는/ETM 그동안/NNG 연주/NNG 평소/NNG
짬짬이 18 2 1 1 1

MAG(회) 전시관/NNG
골골이 2
곳곳이 3 1

<표2>

말뭉치에서 볼 수 있듯이 ‘틈틈이’와 ‘짬짬이’는 보충어를 취할 때 약간 다른 양상
을 보인다. 

(27) ㄱ. 세탁일을 하는 틈틈이 헌 옷가지나 신발, 책 등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그이는 요즘 색다른 고민이 생겼다.

ㄴ. 끊임없이 투덜 면서도 어쨌거나 가족을 부양하였고 그런 틈틈이 겸연쩍어 
하면서도 모르는 척 자질구레한 죄를 저질 다.  

(28) ㄱ. 아이를 돌보는 짬짬이 책을 읽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ㄴ. 그는 연주 짬짬이 작곡에 매달려 ‘모음곡 제1번’[76년], ‘무반주 바이올린 

독주곡 집’[79년], ‘5음 음계적 즉흥곡’[85년]을 차례로 출판하였다. 

(27ㄱ)은 ‘틈틈이’가 관형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것이고 (27ㄴ)은 관형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것이다. 그 관형사로는 ‘그’, ‘그런’이 올 수 있다. (28ㄱ)은 ‘짬짬이’가 관형
절을 취하는 것이고 (28ㄴ)은 명사를 취하는 것이다. 

(29) ㄱ. 그는 산간 지방 골골이 안 다녀 본 데가 없다.  
ㄴ. 그는 골골이 안 다녀 본 데가 없다.  
ㄷ. *그는 산간 지방의 골골이 안 다녀 본 데가 없다. 

(30) ㄱ. 진달래가 동산 곳곳이 피어 있다. 
ㄴ. 진달래가 곳곳이 피어 있다. 
ㄷ. *진달래가 동산의 곳곳이 피어 있다.
ㄹ. 진달래가 동산의 곳곳에 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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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는/ETM ㄴ/ETM 의/JKG 제/NP 이후/NNG
마음껏 282 2
힘껏 310 18 2 1

지금껏 224 1 1

‘골골이’와 ‘곳곳이’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 (29ㄱ)에서
는 ‘산간 지방’이 ‘골골이’의 의미를 보완해 주고, (30ㄱ)에서는 ‘동산’이 ‘곳곳이’의 
의미를 보완해 준다. (29ㄴ), (30ㄴ)에서처럼 명사 보충어가 생략되어도 비문이 되
지 않는다. 그러나 (29ㄷ), (30ㄷ)에서 보여주듯이 보충어와 ‘골골이’/‘곳곳이’ 사이
에 ‘의’의 삽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30ㄹ)은 ‘곳곳’이 명사로 쓰일 때 ‘명사+의’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5)  

    5.3.1.3. ‘마음껏’, ‘힘껏’, ‘지금껏’

(31) ㄱ.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껏 놀았니? (김창섭 2011:53)
ㄴ. 사무실 문을 (있는) 힘껏 닫고는 그냥 뛰쳐나오고 말았다. 
ㄷ.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이 가까운) 지금껏 일본이 정부의 조사 진척 상황 

발표나 그 동안 발견된 정신  명단 등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서 
그들의 변함없는 기본 입장이 확인된다. 

 
(31ㄱ)은 ‘마음껏’이 명사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31ㄴ)은 
‘힘껏’이 관형절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31ㄷ)은 ‘지금껏’이 관형절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사구를 취하는 경우 ‘마음껏’과 ‘힘껏’은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구를 요구하며, ‘지금껏’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를 요구한다. ‘힘껏’

5) ‘구구절절이’와 ‘곳곳이’에 하여 남수경(2010:84)에서는 ‘구구절절’, ‘곳곳’을 명사로 해석해 그
것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예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아래의 
(ㄱ)은 ‘구구절절이’의 예이며, (ㄴ)은 ‘곳곳이’의 예이다. 

     (ㄱ) 작가가 얘기하는 구구절절이 모두 내 얘기만 같습니다.
     (ㄴ) 고개를 돌리고 시선이 마주하는 곳곳이 저에겐 감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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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는/ETM 말/NNG 문자/NNG 모습/NNG 글자/NNG
그 로 4604 202 182 85 66 65

MAG(회) 던/ETM 경제/NNG 교과서/NNG 자판/NNG
이 로 231 1 1 1 1

은 관형절 보충어로 ‘있는’만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31)에서 보듯이 
‘마음껏’과 ‘힘껏’, ‘지금껏’의 보충어가 생략될 수 있다.  

김창섭(2011:54)에서는 ‘너희들 마음껏’, ‘네 눈치껏’, ‘너희들 힘껏’, ‘그 애들 성
의껏’ 등의 ‘N+껏’형 부사들을 부접부사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N+껏’형 부사들
의 보충어는 N의 소유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껏’형 부사를 
명사성 부사로 본다. 

    5.3.1.4. ‘그대로’, ‘이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뜻대로’

 

<표1>

<표2>

‘이 로’에 비하면 ‘그 로’가 보충어를 가지는 용례는 훨씬 많다. 

(32) ㄱ. 그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ㄴ. 가족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사회에서의 상호 관계가 모두 바뀌어 가

는 상황에서 사제 관계만 옛 그 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ㄷ. 어린이는 이름 그 로 어린이일 뿐입니다. 

(33) 2벌식 자판 이 로 좋은가? 

(32)는 ‘그 로’가 관형절 또는 관형사, 명사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ㄱ, ㄴ)에서는 보충어가 생략될 수 있지만 (32ㄷ)에서는 보충어인 ‘이름’이 생략
되어 ‘그 로’만 쓰이면 비문이 된다. (33)의 ‘이 로’는 보충어를 취하는 경우가 매
우 드문데 말뭉치에서 명사를 취하는 예만 몇 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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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의/JKG 당신/NP 자기/NP
마음 로 5876) 84 1 24
멋 로 156 20 10
뜻 로 113 41 12 8

(34) ㄱ. 딸의 적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머니 마음 로 기 하고 실망하기
도 한다. 

ㄴ. 나의 마음 로 적어본다. 
ㄷ. 누구 마음 로 가? 

(35) ㄱ. 그 멋 로 한다. 
ㄴ. 난 나의 멋 로 할 것이다.  
ㄷ. 집밖에 나가서도 자기 멋 로 행동하는 어린이도 적지 않다. 

(36) ㄱ. 아버님 뜻 로 하십시오. 
ㄴ. 그것이 나의 뜻 로 되지 않았다. 
ㄷ. 당신이 당신 뜻 로 어디서든 이 소설 읽기를 마감해 버릴 수 있다.

‘마음 로’와 ‘멋 로’, ‘뜻 로’는 관형절과 관형사를 보충어로 취하지 못하고 주로 
명사, 명사, ‘명사+관형격 조사’를 취한다. 보충어로 취하는 경우는 그 보충어가 
‘마음’, ‘멋’, ‘뜻’의 소유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마음 로’와 ‘멋 로’는 명사나 명사를 보충어로 취할 때 관형격 조사 ‘의’가 생
략된 것으로 보고 [N(의) 마음/멋][ 로]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
나 ‘마음 로’, ‘멋 로’는 이미 한 단어로 굳어져 버려서 ‘의’가 삽입되면 오히려 어
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음 로’, ‘멋 로’에 하여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명사성 부사로 볼 수 있다. ‘뜻 로’는 약간 다르다. 선행명사와 ‘뜻 로’ 사
이에 ‘의’가 삽입되면 아주 자연스러운데 이는 ‘뜻 로’의 어휘화 정도가 상 적으로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뜻 로’가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이상 본고에서는 
‘N 뜻 로’와 ‘N의 뜻 로’가 서로 다른 통사구조를 가진다고 보고, ‘뜻 로’를 ‘마음

로’, ‘멋 로’와 같이 명사성 부사로 처리하기로 한다. 

6) 말뭉치에서는 ‘마음 로’를 ‘마음/NNG 로/JKB’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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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조상/NNG 자손/NNG
로 96 16 6

MAG(회) 여러/MM 어느/MM
모로 84 12 5

MAG(회) 는/ETM ㄴ/ETM 그런/MM 던/ETM
고로 31 7 4 2 2

    5.3.1.5. ‘대대로’, ‘모로’, ‘고로’ 

                    <표1>

                    <표2>

                              <표3>

(37) ㄱ. 우리 집은 조상 로 고기를 잡아 왔다.
ㄴ. 근자에도 오로지 도리에 어긋나는 못된 짓만 저지른 자가 평생 동안 잘 살

고 자손 로 부귀를 누리는 일이 있다. 
(38) ㄱ. 신체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신체에 여러 모로 위화 상태를 나타내는 막

연한 증세들이다. 
ㄴ. 어느 모로 보나 그 애에게는 좋은 자리이에요. 

(39) ㄱ. 우리 민간에서는 횟배앓이를 할 때 담배를 피우면 회가 그 담배 연기 때문
에 기를 쓰지 못하는 고로 담배를 횟배약으로 알고 있다. 

ㄴ. 그런 고로 나는 우리 기독교가 정신력이 이렇게 박약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37)은 ‘ 로’가 명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예이다. 그 명사로는 ‘조상, 자손, 후손, 
선조, 가문’이 올 수 있다. (38)은 ‘모로’가 관형사 ‘여러’, ‘어느’를 보충어로 취하는 
예이다. ‘모로’가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모로’의 ‘모’가 명사이기 때문이다. 
(39)는 ‘고로’가 관형절이나 관형사 ‘그런’을 보충어로 취하는 예이다. ‘그런’은 ‘그러
+-+-ㄴ’이라는 관형사형 구조이기 때문에 ‘고로’가 관형절 보충어만 취한다고 
할 수도 있다.7) ‘고로(故로)’에 하여 장소원(2008)에서는 그 앞에 관형어 ‘그런’
7) 언어자료에서 보면, [-ㄴ/ 故로/고로]는 선행에 반드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절의 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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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MAG(회) 맨/MM 하루/NNG
먼저 N+AD AD AD+N 5287 81 2
앞서 AD AD AD 642 1 4

이 결합된 ‘그런 고로’의 구성에서 비롯된 부사어인데 현 국어 사전에 ‘그러므로’의 
의미로 풀이되는 부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덕분에’, ‘나름 로’는 아직 부사로 처리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부분을 생
략하고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8) 이들도 ‘고로’와 같이 부사로 단어화할 가능성이 
있다.9) 안주호(2001:106-109)에서는 의존명사에 조사 ‘-에, - 로’가 결합된 ‘때
문에, 딴은, 나름 로’는 모두 의존명사로서 선행의 수식을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 요
소에서 자립적인 부사로 전화된 역문법화 현상의 예로 보았다.10) ‘때문에’, ‘덕분에’, 
‘나름 로’가 부사로 굳어지면 앞에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명사성 부사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5.3.1.6. ‘먼저’, ‘앞서’, ‘즉시’

표에서 보듯이 ‘먼저’에 한 처리가 사전마다 다르다. 본고에서는 ‘먼저’를 부사
받아서 쓰였는데, 동시 의 자료에서 선행의 문장과 분리되어 ‘고로’는 선행절의 수식을 받지 않
아도 자립적으로 쓰인 예를 다수 찾을 수 있다(안주호 2001:106-109).

8) ‘때문에’, ‘덕분에’, ‘나름 로’가 보충어 없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ㄱ) 보란 듯이 명문 를 나온 자식들을 하나씩 그에 걸맞는 집안과 결혼시켜 사돈 관계를 맺

는 일이 그의 앞에 남겨진 인생의 숙제였다. 때문에 그는 자식들을 보다 좋은 학에 보
내기 위해선 돈을 물쓰듯 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ㄴ)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ㄷ) 나름 로 노력은 해 봤지만 연락할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말뭉치에서 ‘때문에’, ‘덕분에’, ‘나름 로’가 문두에 쓰이는 빈도는 ‘/SF 때문/NNB 에/JKB’ 

380회, ‘/SF 덕분/NNG 에/JKB’ 85회, ‘나름/NNB 로/JKB’ 27회이다. 
9) 이규호(2011)에서는 ‘동시에, 마찬가지로’를 ‘체언+조사’의 구성이 부사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 안주호(2001)의 논의에 의하면 체로 ‘때문에’는 현 국어 시기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

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명사 뒤에서 이유를 나타내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절의 수식을 
받아서 쓰인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선행의 요소가 있고, 그것에 의존적으로만 쓰이던 ‘때문에’
가 최근 들어서는 문장의 앞에서 자립적으로 쓰이는 예를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가 선
행의 수식어 없이도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ㄴ/ 故로/
고로]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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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는/ETM 그/MM 도착/NNG ㄴ/ETM 발생/NNG
즉시 547 45 27 10 9 4

로 보고, ‘먼저’가 제한적인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부사 ‘먼저’의 명사성으로 
설명한다.  

(40) ㄱ. 맨 먼저 주택은행의 청약 부금 통장에 가입하였다. 
ㄴ. 8호가 하루 먼저 입항하였다. 

(41) ㄱ. 학생은 맨 앞서 뛰어나왔다. 
ㄴ. 밝은 곳에 있던 놈은 이보다 하루 앞서 3일 만에 죽었다. 

(40)의 ‘먼저’와 (41)의 ‘앞서’는 관형사와 명사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 관형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경우는 관형사 ‘맨’만 올 수 있고, 명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먼저’는 다음과 같이 쓰일 수도 있다. 

(42) ㄱ. 나 먼저 갈게. 
ㄱ′. 내가 먼저 갈게. 
ㄴ. 나 너 먼저 만나고 싶다. 
ㄴ′. 너 너를 먼저 만나고 싶다. 

한국어 구어에서 격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흔한 현상이기 때문에 (42ㄱ)은 ‘나’ 뒤에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고, (42ㄴ)은 ‘너’ 뒤에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42ㄱ′, ㄴ′)과 같이 주격/목적격 조사가 결합되면 (42ㄱ, ㄴ)과 
뜻이 약간 다른데 강조하는 의미가 드러난다. 또한 ‘나 먼저’와 ‘너 먼저’는 하나의 
운율단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와 ‘너’를 부사 ‘먼저’의 보충어로 보는 것이 더 타
당해 보인다. 

‘즉시’에 한 처리는 사전마다 다르다. ≪표준≫에서는 명사로, ≪고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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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MAG(회) 우리/NP 사람/NNG
모두 N+AD AD+ AD+N 9391 88 53

부사-명사 통용어로, ≪연세≫에서는 품사를 부사로 처리하되 명사적으로 쓰이는 
용법을 항목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43) ㄱ.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도록!
ㄴ. 소문은 즉시에 온 동네로 퍼졌다. 
ㄷ. 봇물을 남모르게 자기 논에 끌어들이면 발견 즉시 곤장 오십 로 벌한다.
ㄹ. 분개한 심슨은 그 즉시 집을 나서 두 시간 동안 독주를 들이켰다. 
ㅁ. 그는 귀 하는 즉시 파월 지원 신청서를 내고 윤광호에게 편지를 썼다. 

(43ㄱ)은 ‘즉시’가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고 (43ㄴ)은 조사 ‘에’와 결합
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며, (43ㄷ~ㅁ)은 보충어를 취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
우이다. 사전에서 ‘즉시’를 명사로 처리하는 것도 ‘즉시’가 ‘에’와 결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에’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명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어사전≫에서는 ‘즉시’와 ‘즉시예(즉시에)’를 모두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 예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4) ㄱ. 즉시 건디니 (太平1:4)
ㄴ. 됴  낸  卽時예 나오시니 (月印上39)

15세기에는 ‘卽時예’만 보였는데 16세기 중기(中期)부터는 ‘예’가 탈락된 ‘卽時’가 
보이게 되었다. 17세기부터는 ‘卽時’가 활발하게 쓰이게 되고 ‘卽時예’는 점점 사라
졌다. ‘즉시에’는 한자어 부사 ‘즉시’를 차용할 때 부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에’를 
붙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즉시’를 명사성 부사로 본다. 

    5.3.1.7. ‘모두’, ‘다’, ‘스스로’, ‘혼자’, ‘홀로’, ‘각각’, ‘각자’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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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자기/NP 우리/NP 나/NP 그/MM 내/NP
스스로 3102 55 37 22 21 19
혼자 202 4 12
홀로 515 2 20 1

≪표준≫ ≪연세≫ ≪고려≫ MAG(회) 둘/NR 사람/NNG
다 AD+N AD+ AD+N 11548 270 38

<표2>

3장에서는 ‘모두’를 명부 통용어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가 부사로 쓰일 
때는 명사성 부사의 용법도 갖는다. 또한 ‘다’는 사전에 명사로 등재된 것은 ‘이다’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다’가 ‘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명사성 때문이다. 

(45) ㄱ. 두 사람 모두 키가 작았다. 
ㄴ. 두 사람이 모두 키가 작았다. 

(46) ㄱ. 두 사람 다 과거에 급급해서 미래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다. 
ㄴ. 두 사람이 다 과거에 급급해서 미래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다. 

(45ㄱ)의 ‘모두’와 (46ㄱ)의 ‘다’는 복수 명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부사이지 관형어
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아니다. ‘모두’와 ‘다’는 선행한 명사 보충어와 긴 한 의미적 
관련성을 지닌다. 이때 선행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45ㄴ), 
(46ㄴ)과 같이 ‘모두’나 ‘다’에 주격 조사가 결합되면 문장이 여전히 성립된다. 

‘스스로’와 ‘혼자’에 하여 앞에서 명부 통용어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둘 다 
부사로 쓰일 때 명사성 부사의 용법을 갖는다. 

(47) ㄱ. 미흡하게 제시된 실명제 연기의 보완책은 정부 스스로 그 맹점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ㄴ. 너 스스로 몸을 수양해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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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좌우/NNG 남녀/NNG
각각 2122 3 3
각자 340

(48) ㄱ. 곧 아버지 혼자 집짓기를 주장하신 것이다. 
ㄴ. 나 혼자 할 때도 이제 빨리 해야겠다. 

(49) ㄱ. 농민 홀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 
ㄴ. 학생부실은 우연찮게 나 홀로 남아 있는 행운을 준다.

‘스스로’와 ‘혼자’, ‘홀로’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홀로’는 ‘스스로’, ‘혼자’
와 달리 부사로만 쓰인다. (47)의 ‘스스로’, (48)의 ‘혼자’, (49)의 ‘홀로’는 모두 그 
보충어로 명사 또는 명사를 취할 수 있다. 이들이 취하는 명사나 명사 보충어는 
행위의 주체나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각각’과 ‘각자’는 명사성 부사의 용법을 갖는다. 즉, 부사로 
쓰일 때 보충어를 취할 수 있다. 

(50) ㄱ.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각각 1통으로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ㄴ. 벌어질 때도 처음에는 좌우 각각 조금씩 벌어진다. 

(51) ㄱ. 학생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그들 각자 책임진 주제에 해 토론했다.
 ㄴ. *그들이 각자 / *그들의 각자

‘각각’은 (50ㄱ)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충어로 취하고 (50ㄴ)에서 ‘좌우’를 
보충어로 취한다. (51)에서 ‘각자’는 ‘그들’을 보충어로 취하고 있다. ‘각각’과 ‘각자’
는 복수 명사만 보충어로 취함을 알 수 있다. 

5.3.2. ‘이다’ 결합 가능형

여기에서는 ‘이다’ 결합 가능형 가운데 사전마다 처리가 다른 것만 상세하게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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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다 AD+N AD+ AD+N *307 11548 *11548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고작 N+AD AD+ AD+N 92 402 494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비율
고작 90+113 41.09%

볼 것이다. 논의를 진행할 때는 해당 부사의 사전 처리, 말뭉치에서의 사용빈도, 격
조사 또는 계사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 ‘이다’의 결합이 부사적 용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제시하도록 한다.  

    5.3.2.1. ‘고작’

<표1>

<표2>

‘고작’은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계사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고
작’을 부사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52) ㄱ.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 봤자 입에 풀칠하는 게 고작이다.
ㄴ. 그 기업의 연간 수출액은 고작 몇 십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52ㄱ)은 부사 ‘고작’이 명사적으로 쓰이는 예로 “기껏 한 것의 전부. 또는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나 정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52ㄴ)은 ‘고작’이 부사
어로 쓰이는 예로 “기껏 따져 보거나 헤아려 보아야”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고
작’ 뒤에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작해야’로 체 가능하다.  

    5.3.2.2. ‘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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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물론 N+AD N, AD AD+N 1230 7310 8540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비율
물론 861 10.08%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비율
다 35 ?

<표2>

‘다’가 ‘이다’, ‘(가) 아니다’와 결합하는 것은 명사성을 지닌 부사가 명사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3) ㄱ. 올 사람은 다 왔다.
ㄴ. 시간이 다 되었으니 돈을 내놓아야지요. 
ㄷ. 듣자 듣자 하니 별소리를 다 하네. 
ㄹ. 비 때문에 놀러가기는 다 갔네. 
ㅁ.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이다. 
ㅂ. 돈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53ㄱ~ㄹ)은 ‘다’가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고 (53ㅁ, ㅂ)은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
어로 쓰이는 것이다. ‘다’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53ㄱ)에서처럼 “남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두”, (53ㄴ)에서처럼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에 이르 음”, (53
ㄷ)에서처럼 “일이 뜻밖의 지경에 미침”의 뜻을 나타낸다. (53ㄹ)의 ‘다’는 실현할 
수 없게 된 앞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명사적으로 
쓰이는 ‘다’는 (53ㅁ)에서처럼 “남거나 빠짐없는 모든 것”, (53ㅂ)에서처럼 “더할 나
위 없는 최상의 것”의 뜻을 나타낸다. 

    5.3.2.3. ‘물론’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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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약호) 예
문장부사 구문(A형) ‘물론+S’ 구문(A형) 물론 철수는 일본어를 모른다. 

주어+
서술어 
구문

‘주어+물론
이다’ 구문

(B형)

‘NP+조사+물론이다’ 구문
(B1형)

철수는 영어를 모른다. 일본어는 물
론이다. 

‘S+조사+물론이다’ 구문
(B2형) 철수는 일본어를 모름은 물론이다. 

‘주어+물론
이고’ 구문

(C형)

‘NP+조사+물론이다’ 구문
(C1형)

철수가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모른다. 

‘S+조사+물론이고’ 구문
(C2형)

철수가 일본어를 모름은 물론이고 
영어도 모른다.

‘주어+물론’ 
구문

(D형)

‘NP+조사+물론’ 구문
(D1형)

철수가 일본어는 물론 영어도 모른
다. 

‘S+조사+물론’ 구문
(D2형)

철수가 일본어를 모름은 물론 영어
도 모른다.

<표2>에서 보듯이 ‘물론’은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계사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물론’을 ‘이다’ 결합 가능형인 명사성 부사로 본다.11) 

(54) ㄱ. 상용이는 물론이고, 갑례도 영칠이도 절로 걸음이 빨라졌다.
ㄴ. 물론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물론’은 (54ㄱ)에서처럼 ‘…은 물론이다’ 구성으로 쓰여 “말할 것도 없음”을 뜻하고 
(54ㄴ)에서처럼 부사어로 쓰일 때 “말할 것도 없이”를 뜻한다. ‘무론’은 ‘물론’과 비
슷한 말인데 현  한국어에서 거의 안 쓰이게 되었다. 

배주채(2003)에서는 ‘물론’의 품사와 구문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품사를 부사로 
보고, ‘물론’이 쓰인 구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배주채 2003:65).

11) 이규호(2011)에서는 ‘가까이(남짓이, 족히), 계속, 물론’ 등을 서술어의 부사화로 보았다. 용언 
활용형의 부사와 ‘하다’ 생략형의 부사가 서술성을 갖게 된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부사절 속의 
서술어였기 때문에 부사로 바뀐 뒤에도 그 서술성을 얼마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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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문
(E형)

‘물론이다’ 단독 구문 
(E1형) 너 일본어 모르니? -물론이지.

‘물론’ 단독 구문
(E2형) 너 일본어 모르니? -물론.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먼저 N+AD AD AD+N 148 5287 5435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비율
먼저 1 5 1 80 1.47%

 
    5.3.2.4. ‘먼저’

<표1>

<표2>

‘먼저’는 ‘이다’뿐만 아니라 격조사 ‘의’와 결합할 수도 있는 것을 보아 명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먼저’의 명사적 용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먼저’를 명사성 부사로 보기로 한다.  

(55) ㄱ. 도착하면 제일 먼저 전화부터 해라.
ㄴ.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먼저’는 (55ㄱ)과 같이 부사어로 쓰일 때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55ㄴ)과 같이 ‘이다’와 결합하여 쓰일 때 “시간이나 순서에 있어
서 앞”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먼저’는 ≪고어사전≫에 명사,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56) ㄱ. 嘉祥이 몬졔시니: 爰先嘉祥 (龍歌7章) 
ㄴ. 筋骨 몬져 고샤: 迺先勞筋骨 (龍歌114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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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오래 AD N, AD AD, N 7 2274 2281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비율
오래 4+81 3.73%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비율
제법 5+13 2.51%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제법 AD AD+ AD+N 9 709 718

    5.3.2.5. ‘오래’

<표1>

<표2>

‘오래’는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계사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오래’를 명사성 부사로 처리할 수 있다. 

(57) ㄱ.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ㄴ. 그녀는 그를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라고 말했다. 

(57ㄱ)에서 ‘오래’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57ㄴ)에서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는 ‘오래’는 명사가 아니라 여전히 부사이다. 

    5.3.2.6. ‘제법’

<표1>

<표2>

‘제법’은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성 
부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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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한창 N+AD N+ AD+N 216 419 635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비율
한창 1 198 91.67%

(58) ㄱ. 날씨가 제법 춥다.
ㄴ. 어린아이치곤 일솜씨가 제법이다.

(58ㄱ)은 ‘제법’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다. 부사로 쓰이는 ‘제법’은 (58ㄴ)과 같이 
‘이다’와 결합하여 쓰일 수도 있다. 이것은 부사 ‘제법’이 명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5.3.2.7. ‘한창’

<표1>

<표2>

‘한창’은 명사적으로 쓰일 때 거의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성 부사
로 판정된다. 

(59) ㄱ. 학가엔 축제가 한창이다.
ㄴ. 나무에 한창 물이 오르고 있다.

‘한창’은 (59ㄱ)에서처럼 ‘이다’와 결합하여 명사적으로 쓰이면 “어떤 일이 가장 활
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를 의미하고, (59ㄴ)에서처럼 부사어로 쓰이면 “가장 
왕성하고 활기 있게”를 의미한다. 즉,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
고, 부사적으로 쓰일 때는 행위의 양식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사전마다 처리가 다른 ‘이다’ 결합 가능형을 살펴보았다. 나머지 ‘이다’ 
결합 가능형은 ≪표준≫, ≪연세≫, ≪고려≫에 모두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 부사
들의 말뭉치 사용빈도,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 ‘이다’의 결합이 차지하는 비율, ‘X+
이다’의 후행요소(1위)와 그 빈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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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회) 이다 비율 후행요소(1위) 후행요소 빈도
하필 336 115 34.23% 면/EC 115
깜깜 16 4 25% 었/EP 2

되도록 101 21 20.79% 면/EC 21
그만 2347 398 16.96% 다/EF 81
고만 43 5 11.63% X X

제멋 로 193 17 8.81% ㄴ/ETM 6
그 로 4604 241 5.23% 었/EP 102
맘 로 60 3 5% 었/EP 2
이 로 231 9 3.9% 라면/EC 8
멋 로 156 5 3.21% ㄴ/ETM 3

왜 8018 171 2.13% 냐/EC 38
어째서 496 9 1.81% ㄴ가/EF 4

이 부사들은 ‘부사+이다’ 구성의 1위 후행요소에 따라 다음 (60)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60) ㄱ. -면/-라면: 하필이면, 되도록이면, 이 로라면
ㄴ. -었-/-다: 깜깜이었-, 그만이다, 그 로였-, 맘 로였-
ㄷ. -냐/-ㄴ가: 왜냐, 어째서인가
ㄹ. -ㄴ: 제멋 로인, 멋 로인

5.3.3. 조사 결합 가능형

명사적으로 쓰일 때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
는 것도 아닌 명사성 부사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명사성 부사는 명사가 아니지만 
제한적인 격(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조사 결합 가능형이라고 부르
기로 하였다. 조사 결합 가능형에 속하는 단어마다 격(보)조사와 결합하는 양상이 
매우 다른데 이제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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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가급적 N+AD N, AD AD+N 17 172 189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가급적 17 이/VCP

    5.3.3.1. ‘가급적’, ‘정작’, ‘온통’

<표1>

<표2>

‘가급적’은 말뭉치에서 명사로서의 쓰임이 17회 나타났는데 모두 ‘-이면’과 결합
한 것이었고, ‘가급적이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이면’과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보아 ‘가급적’을 명사성 부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
적’은 ‘이면’뿐만 아니라 ‘으로’와 결합할 수도 있다. 

(61) ㄱ. 가급적이면 빨리 가도록 해라. 
ㄴ. 그 일에 해서 가급적으로 상세히 알려 주시오.
ㄷ.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끝내도록 해라. 

‘가급적’은 명사적으로 쓰일 때 주로 ‘가급적이면’(61ㄱ), ‘가급적으로’(61ㄴ) 꼴로 
쓰인다. ‘이면’과 ‘으로’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과 결합하는 ‘이면’, ‘으로’는 잉여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면’ 또는 ‘으로’
와 결합할 수 있는 ‘가급적’을 명사로 보지 않는다. ‘가급적’이 ‘이면’, ‘으로’와 결합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의 명사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2ㄷ)은 ‘가급적’이 단독
으로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다.12)

12) ‘可及’은 현  중국어에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말 뒤에 붙어 쓰여야 한다. 예를 들어 ‘遥不可及’(멀어서 미칠 수 없다. 가망 없
다.), ‘愚不可及’(매우 어리석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触手可及’(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다. 거
리가 매우 가깝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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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정작 N+AD AD+ AD+N 486 153 639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정작 5 으로/JKB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온통 N+AD AD AD+N 5 843 848

<표1>

<표2>
 
‘정작’은 ‘가급적’과 마찬가지로 ‘이다’, ‘으로’와 결합할 수 있다. 

(62) ㄱ. 아니 이 사람 보게나. 그게 정작이야. 그게 알맹이란 말이야.
ㄴ. 정작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아직 해답이 나타나질 않고 있었다. 
ㄷ. 정작 할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돌아왔다.
ㄹ. 설마 했는데, 정작 이야기를 듣고 보니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다.

 
(62ㄱ)에서 ‘이다’와 결합하는 ‘정작’은 “요긴하거나 진짜인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
내고, (62ㄴ)에서 ‘정작으로’는 ‘진짜로’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어로 쓰이는 
‘정작’은 (62ㄷ)에서처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 하거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의 뜻, (62ㄹ)에서처럼 “어떤 일에 실제로 이르러”의 뜻을 나타낸다. ‘이다’, ‘으로’와
만 결합할 수 있는 ‘정작’은 ‘가급적’과 마찬가지로 명사성을 띠는 부사로 볼 가능성
이 있다. 

‘온통’은 부사로 쓰이지만 말뭉치에서 ‘으로’와 결합하는 예가 드물게 나타난다.13)

13) ‘온통’은 19세기에 나타난 것이다.
     (ㄱ) 사이 호고 오직  벌 큰 옷시 잇니 온통으로 거시라 (1894훈아진언34b)
     (ㄴ) 이 못된 풍쇽을 온통 곳쳐 권력은 유무간에 공평고 (1896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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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이만저만 N+AD AD+ N+AD 50 47 97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이만저만 이/JKC

(63) ㄱ. 정임은 그동안 그로부터 받은 편지를 온통으로 모아서 돌려보냈다.
ㄴ. 남편은 야유회에 수박을 온통으로 가져와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다.
ㄷ. 하늘은 온통 검은 구름에 휩싸였다. 

‘온통’은 (63ㄱ)에서처럼 “있는 전부”, (63ㄴ)에서처럼 “쪼개거나 나누지 아니한 덩
어리. 또는 온전한 것”을 뜻하고,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는 (63ㄷ)에서처럼 “전부 
다”를 뜻한다. 의미적으로 ‘온통’은 하나의 덩어리 전체를 강조한다. 

    5.3.3.2. ‘이만저만’

<표1>

<표2>

‘이만저만’은 격조사 또는 계사 ‘이다’와 결합할 수 없지만 보격 조사 ‘이’와 결합
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는 ‘이만저만’이 보격 조사 ‘이’와 결합하는 빈도가 42회로 
높게 나타났는데 모두 ‘이만저만이 아니-’의 형태였다.  

(64) 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ㄴ. 문제가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

(64ㄱ)은 ‘이만저만’이 ‘~이 아니다’와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아니
다’는 ‘이다’의 부정(否定) 형태로서, ‘이다’와만 결합하는 부사를 명사성 부사로 볼 
수 있듯이 ‘~이 아니다’와만 결합하는 부사도 명사성 부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4ㄱ)의 ‘이만저만’은 명사성 부사로 판정된다. (64ㄴ)은 ‘이만저만’이 부사어로 쓰
이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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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당분간 N+AD AD+ AD+N 2 342 344

    5.3.3.3. ‘당분간’, ‘모처럼’, ‘대충’

드물지만 ‘당분간’이 격조사 ‘의’와 결합하는 예는 보인다. 

(65) ㄱ. 그 문제는 당분간 보류되었다. 
ㄴ. 그 집은 당분간의 숙소로 적당했다.

(65ㄱ)은 ‘당분간’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고, (65ㄴ)은 ‘의’와 결합하여 쓰이는 예
이다. 격조사는 명사에만 붙는 분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격조사 ‘의’와 결합할 수 
있는 ‘당분간’을 명사로 처리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당분간’이 ‘의’와 결합하는 예
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용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부사인 ‘당분간’이 임시적으로 
명사로 전용(轉用)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이 ‘의’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
가 명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4) 

본고의 이러한 주장은 목정수(2009ㄴ)과 맥을 같이한다. 목정수(2009ㄴ:26)에서
는 명사와 부사로 분할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 격조사 ‘의’하고만 결합하는 것은 그 
자체를 부사로 보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어휘가 서술어
의 논항 자리에 쓰일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조사 ‘의’는 명사하고만 결합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와도 결합이 허용되는 비격조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본래’를 제시하였다. 

(66) ㄱ. 본래
ㄴ. 본래의 성격
ㄷ. *본래에, *본래로

14) ‘장차’는 ‘당분간’과 마찬가지로 부사로서 격조사 ‘의’와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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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MAG(회) 의/JKG 비율
모처럼 AD AD+ AD 392 45 11.48%

충 AD N, AD AD+N 41915) 2 0.48%

최근에 중국어에서도 일부 시간부사가 명사를 한정하는 예가 보인다.  

(67) ㄱ.  曾经    的    罪过
céngjīng  de   zuìguò

         이전에   의    죄행
ㄴ.  永远      的    疤痕

yǒngyuǎn  de   bāhén
 영원히    의   상처

(67ㄱ)의 ‘曾经’과 (67ㄴ)의 ‘永远’은 시간부사로서 명사 앞에서 한정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周丽颖(2007)에서는 시간부사가 시간적으로 피수식어를 한정
하여 피수식어의 시간적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처럼’과 ‘ 충’도 ‘당분간’과 마찬가지로 격조사 ‘의’와 결합할 수 있다.16) 

(68) ㄱ. 나는 봄을 맞이하여 모처럼 새 옷을 장만했다. 
ㄴ. 어느 날 모처럼의 동기회가 모 호텔에서 열리게 되었을 때였다. 

(69) ㄱ.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충 짐작이 간다. 
ㄴ. 경복궁 재건에 한 충의 윤곽이 짜여졌다. 

(68ㄱ)은 ‘모처럼’, (69ㄱ)은 ‘ 충’의 부사어 쓰임을 보여주고, (68ㄴ)과 (69ㄴ)은 
두 단어가 ‘의’와 결합하는 것을 보여준다. (68ㄴ)과 (69ㄴ)에 하여 본고에서는 
명사성을 지닌 부사 ‘모처럼’과 ‘ 충’이 임시적으로 명사로 전용될 뿐, 그들의 품사

15) 충/NNG 8회, 충/MAG 411회.
16) ‘하등(何等)’은 ‘의’와 결합할 수 있고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명사성 부사가 아니다.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이는 것은 ‘하등’의 주요 문법 기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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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그만큼 AD+N AD N+AD 3 1260 1263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그만큼 1 2 의/JKG

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5.3.3.4. ‘그만큼’, ‘조금’

<표1>

<표2>

(70) ㄱ. 그만큼 공부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ㄴ. 그만큼을 먹으라고? 
ㄷ.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강도로 그곳에 

추락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70ㄱ)은 ‘그만큼’이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다. (70ㄴ)에서는 ‘그만큼’에 결합된 ‘을’
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로 판정된다. ‘그만큼’
은 (70ㄷ)에서 보듯이 ‘의’와 결합할 수도 있으므로 명사성 부사로 볼 수 있다. ‘이
만큼’도 ‘그만큼’과 마찬가지다.17)  
17) ‘이만큼’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이쯤’은 명사성 부사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우리들의 화는 이쯤에서 끝내자. 
     (ㄴ) 이쯤 말했으니 너도 이해하겠지? 
   ‘에서’가 부사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ㄱ)에서처럼 ‘에서’와 결합하는 ‘이쯤’은 명사임이 분명

하다. 그리고 (ㄴ)에서처럼 ‘이쯤’은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쯤’을 명부 통용어로 처
리하는 것이 더 낫다. 

     ‘저만큼’과 ‘저만치’는 정도의 의미 이외에 “저쯤 떨어진 곳”이라는 장소의 의미도 나타내기 때
문에 명부 통용어로 볼 수 있다. 

     (ㄱ) 나도 술을 저만큼/저만치 마실 수 있다. 
     (ㄴ) 저에게도 저만큼을/저만치를 주세요. 
     (ㄷ) 저만큼/저만치에서 아이가 오는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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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조금 N+AD N, AD AD+N 2807 2628 5435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조금 1 2 44 1 1 313 도/JX 

<표1>

<표2>

‘조금’은 조사 ‘도’와 결합하는 빈도가 785회로 가장 높다. 

(71) ㄱ.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어 먹어라. 
ㄴ. 그 곳은 조금 전에 목욕을 했던 그 개울가였다. 
ㄷ. 조금 기다려 주세요. 
ㄹ. 요즘은 조금을 먹어도 배가 부른다. 
ㅁ. 그는 급한 성격에 조금을 못 기다리고 가 버렸다. 
ㅂ. 계집아이는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었다. 

‘조금’은 적은 정도나 분량(71ㄱ, 71ㄹ, 71ㅂ)뿐만 아리라 짧은 시간(71ㄴ, 71ㄷ, 
71ㅁ)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수식받는 말은 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71ㄹ~ㅂ)은 부사 ‘조금’의 명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어사전≫에서는 ‘조금(죠곰)’을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72) ㄱ.  죠곰 믈에  먹고 누론 믈을 토면 (辟新11)
ㄴ. 죠곰도 어긔로며 거스리디 말올니라:毋或違逆 (警民7)

‘조금(죠곰)’은 17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쓰이게 되었는데 조사 ‘도’, ‘이나’와 결합하
는 예는 많이 보였다. 

   (ㄴ)의 ‘저만큼’과 ‘저만치’를 부사로 볼 수 있어도 (ㄷ)의 ‘저만큼’과 ‘저만치’는 명사로 볼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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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저마다 AD+N AD+ AD+N 16 373 389
제각기 N+AD AD AD 9 249 258
제각각 N+AD AD+ AD 28 38 66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저마다 2 12 의/JKG
제각기 7 2 의/JKG
제각각 5 1 20 이/VCP

    5.3.3.5. ‘저마다’, ‘제각각’, ‘제각기’

<표1>

<표2>

<표2>에서 보듯이 ‘저마다’와 ‘제각기’는 ‘의’와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고 ‘제각
각’은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73) ㄱ. 꽃은 저마다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 
ㄴ.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ㄷ. 봄의 거리에는 저마다 한껏 멋을 낸 아가씨들이 넘친다.

(74) ㄱ. 자정도 넘어서 식구들이 제각기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무렵…. 
ㄴ. 직업이 제각기 다르다.

(75) ㄱ.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 꼬막 맛도 제각각이었다.
ㄴ. 우리 집 식구는 제각각 입맛이 다르다.

‘저마다’와 ‘제각기’, ‘제각각’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모두 “각각의 사람이나 사
물(마다), 저마다 각기, 모두 각각”을 의미한다. (73ㄱ, ㄴ)의 ‘저마다’, (74ㄱ)의 
‘제각기’, (75ㄱ)의 ‘제각각’은 명사보다는 명사성을 지닌 부사로 기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고어사전≫에서는 ‘저마다’와 ‘제각각’을 부사로 등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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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좌우간 N AD+ AD 23 19 42

≪표준≫ ≪연세≫ ≪고려≫ NNG(회) MAG(회) 총계
거의 N+AD AD AD+N 148 5287 5435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1위
거의 147 가/JKS

(76) ㄱ. 저마다  살옴 마자 (月釋10:29)
ㄴ. 졔각각 님금의 위이니 (三譯2:6) 

    5.3.3.6. ‘좌우간’

‘좌우간’은 부사이지만 ‘에’와 결합하는 예가 드물게 나타난다.  

(77) ㄱ. 좌우간 그렇게 지레 염려하실 게 아니라 잠자코 기다려 봅시다.
ㄴ. 좌우간에 술이나 한잔 더 드세요. 

‘좌우간’은 일반적으로 (77ㄱ)과 같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기능한다. 그러나 (77ㄴ)
과 같이 ‘에’와 결합하여 쓰이는 예가 있는데 이때 ‘좌우간’에 붙는 ‘에’는 잉여적인 
것으로 보인다. ‘에’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좌우간’은 약간의 명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3.3.7. ‘거의’

<표1>

<표2>

‘거의’에 하여 사전에서는 주로 ‘거의가’, ‘거의를’ 꼴로 쓰인다고 해석하고 있지
만 말뭉치에서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는 예만 확인되었다. 그 ‘가’는 과연 격조사
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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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ㄱ. 일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 
ㄴ. 바쁘게 살다 보니 거의 1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 
ㄷ. 저녁때가 거의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ㄹ. 회원들은 거의가 왔다. 
ㄹ′. 회원들은 거의 다 왔다. 

‘거의’는 (78ㄱ)과 같이 동사뿐만 아니라 (78ㄴ)과 같이 명사, (78ㄷ)과 같이 부사
를 수식할 수도 있다. ‘아주’, ‘매우’ 같은 정도부사와 같은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전
형적인 부사로 보아야 한다. (78ㄹ)에서 ‘거의’는 ‘가’와 결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사와 결합하는 보조사가 생략될 수 있는데 문제는 (78ㄹ)에서 ‘가’가 없으면 문장
이 어색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78ㄹ′)과 같이 부사 ‘다’를 삽입하면 문장이 자연
스러운데 (78ㄹ)과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다’ 앞에 오는 ‘거의’는 부사임이 
분명하며, (78ㄹ)의 ‘거의’에 해서는 부사의 명사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는 (78ㄱ~ㄷ)에서 각각 서술어, 명사 중심어, 부사어 등 후행성분을 수식하
지만 (78ㄹ)에서 주어에 관여한다. ‘거의’의 후행요소를 빈도순 로 배열하면 ‘없
/VA 671회, 모든/MM 307회, 다/MAG 181회, 불/XPN 115회, 같/VA 104회, 부
분/NNG 86회, 비슷/XR 69회, 동시/NNG 58회, 한/MM 57회, 매일/MAG 56회, 모두
/MAG 45회, 유일/NNG 40회, 모두/NNG 36회’ 등이다. 

‘거의’는 ≪고어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79)는 ‘거’가 후행성분을 수식
하는 부사로 쓰이는 예이다.  

(79) ㄱ. 너비 濟渡호 거 면 (釋譜11:10)
ㄴ. 生死ㅅ  술위 거 停寢야 (法華2:132)

부사가 격조사와 결합하여 명사처럼 쓰이는 것은 ‘앞으로, 앞에’가 격조사와 결합
하여 명사처럼 쓰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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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ㄱ. 올슨은 앞으로가 기 되는 차세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이다. 
ㄴ. 브레이크 라이닝이 원래 앞에가 더 빨리 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81) ㄱ. 부산에서가 더 재미있어. 
ㄴ. 이 칼로가 안 잘리네. 

(80ㄱ)의 ‘앞으로’는 명사 ‘앞’에 조사 ‘으로’가 붙은 것으로, (80ㄴ)의 ‘앞에’는 명사 
‘앞’에 조사 ‘에’가 붙은 것으로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80)에서처럼 그 뒤에 모두 ‘가’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이때 ‘가’의 생략이 불가
능하다. 그러나 (81)과 같이 보조사로 쓰이는 ‘가’의 생략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80)의 ‘가’는 주격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즉 (80)은 ‘앞으로’와 ‘앞에’ 조사구가 
임시적으로 명사의 지위를 얻어 주격 조사와 결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5.4. 소결
5장에서는 명사성 부사에 해서 살펴보았다. 보충어를 취할 수 있거나 ‘이다’ 혹

은 제한적인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일부 부사를 명사성 부사로 보았다. 명사성 부
사에는 의미적으로 시간, 분량이나 정도, 행위의 양식, 양태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명사성 부사는 결합할 수 있는 요소에 따라서 보충어 결합 가능형, ‘이다’ 결합 
가능형, 조사 결합 가능형으로 나뉜다. 보충어 결합 가능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
나는 명사와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일부 부사이고 다른 하나는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일부 단어이다. 전자의 경우 보충어는 의미적으로 부사의 어근인 명사를 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즉, 명부 통용어로 처리된 단어들은 명사로서의 
용법과 부사로서의 용법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부사로 쓰일 때는 보충어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보충어를 취할 때 그 품사가 명사가 아닌 
부사라는 것이다. 

‘이다’ 결합 가능형은 ‘이다’와 결합하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다’와 결합하
여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다’와 결합할 수 있으나 결합하
는 빈도가 매우 낮아서 임시적인 용법으로만 볼 수 있는 부사는 명사성 부사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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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이다’ 결합 가능형 중 일부는 보충어를 취할 수도 있다. 즉 일부 명사성 
부사는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동시에 ‘이다’와 결합할 수도 있다. 

조사 결합 가능형은 하나 혹은 두 개의 격(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부사이다. 
보조사 ‘이/가’, ‘을/를’과 결합할 수 있는 부사가 많은데 그때는 ‘이/가’, ‘을/를’을 생
략할 수 있다. 부사도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사를 명사성 부사
로 볼 수 없다. 본고에서 다루는 조사 결합 가능형은 ‘이/가’, ‘을/를’뿐만 아니라 
‘의’, ‘에’, ‘으로’, ‘이다’ 중 하나 또는 두 개와 결합할 수도 있다. 조사 결합 가능형
을 조사의 생략 가능 여부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2) ㄱ. 가급적(이면, 으로), 온통(으로), 좌우간(에)
ㄴ. 정작(이다, 으로), 그만큼(을, 의), 조금(을, 의, 이다), 저마다(가, 의)
ㄷ.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분간(의), 모처럼(의), 충(의), 제각각(의, 이다), 

제각기(의), 거의(가, 를)

(82ㄱ)은 조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이고, (82ㄴ)은 ‘으로’, ‘가’, ‘을’이면 생략이 가
능하며 ‘의’, ‘이다’이면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82ㄷ)은 조사의 생략이 불가능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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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요약
본고에서는 명사성과 부사성을 모두 가지는 명부 중복 범주를 명부 통용어, 부사

성 명사, 명사성 부사로 구분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명사와 부사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사전과 말뭉치에 기반하여 논의하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의미적으
로 시간, 분량이나 정도, 행위의 양식, 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통사적으로는 단어
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명사성과 부사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정도 차이를 
보인다. 

2장에서는 품사 간의 중복, 명사와 부사의 전형성, 명사의 부사화 등 기본적 논의
를 하였다. 명사와 부사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명부 중복 범주가 생긴다는 것이 이 
논의의 입장이다. 또한 전형적인 명사와 전형적인 부사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봄으로
써 명사와 부사의 판별 기준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격조사의 결합, 관형어의 수식, 
‘이다’의 결합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 기준에 따라서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하
는 단어들이 명사 전형성과 부사 전형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지, 명사인지 부사인지
를 분석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명사로서의 쓰임과 부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가지는 명사-부사 통용어
에 해 살펴보았다. 명부 통용어들은 명사 전형성과 부사 전형성에서 차이가 난다. 
결합 가능한 격조사의 수, ‘이다’의 결합 가능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명부 통
용어를 명사성이 강한 것, 부사성이 강한 것, 명사성과 부사성이 거의 등한 것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명사적 용법에 있어서 격조사가 두루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
성이 강하고 제한된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성이 약하다고 보았다. 한편, 
명부 통용어는 기원이 명사인지 부사인지에 따라 부사에서 명사로 용법이 확 된 
것과, 명사에서 부사로 확 된 것으로 나뉘었다. 

4장에서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부사성 명사에 해서 살펴보았다. 
부사성 명사는 조사 없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일 때 관형어의 결합 가능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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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통용어
명부 
중복 
범주

관형어 결합 수의형
부사성 명사 관형어 결합 불가형

관형어 결합 필수형
명사성 부사 보충어 결합 가능형

‘이다’ 결합 가능형
조사 결합 가능형

따라 관형어의 수식이 수의적인 경우, 불가능한 경우, 필수적인 경우로 구분되었다. 
명사성과 부사성에 있어서 부사성 명사는 명부 통용어보다 부사성이 약하며, 부사성 
명사마다 정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관형어의 수식이 수의적인 부사성 명사는 
필수적인 것보다 부사성이 강하고, 뒤에 조사 ‘에’나 ‘로’를 상정할 수 없는 부사성 
명사는 ‘에’, ‘로’를 상정할 수 있는 것보다 부사성이 강하다.  

5장에서는 보충어를 취할 수 있거나 계사 ‘이다’ 혹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성 부사에 해서 살펴보았다. 보충어를 취하는 부사는 명사에 접미사가 결합하
여 형성된 부사와,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부사로 나뉜다. 보충어에는 관형사, 명사, 
관형절이 포함되는데 명사성 부사마다 취하는 보충어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일부 명사성 부사는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동시에 ‘이다’와 결합할 수도 있다. 
조사 결합 가능형은 ‘이/가’, ‘을/를’, ‘의’, ‘에’, ‘으로’, ‘이다’ 중 하나 또는 두 개와 
결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명부 중복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의는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하는 명사와 

부사들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봄으로써 명사와 부사의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둘째, 명사 범주와 부사 범주의 경계에 있거나 두 범주의 성격을 모두 보이
는 예들에 해 두 범주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범주 전형성의 정도를 측정하여,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에 문제가 되어 왔던 예들에 

해 사전과 말뭉치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사전에서 
명부 통용어로 처리된 단어들에 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본고의 품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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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사전의 처리를 부록에서 조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넷째, 명부 중복 범주에 
한 연구는 품사의 구분, 단어의 사용 양상, 언어의 규범화에 큰 의의가 있다. 

6.2. 남은 문제
본고는 명부 중복 범주의 의미적 ․ 통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말뭉치 자료 중에는 단어의 품사에 해 잘못 처리한 경우
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검토하지 못하고 거의 그 로 이용한 점이 아쉽다.   

둘째, 본고에서는 ≪고어사전≫의 품사 처리를 참고하였지만 통시적 자료를 검토
하지 못했다. 통시적 자료를 살펴볼 수 있으면 명부 중복 법주에 해 보다 정 하
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명부 통용어 중에 한자어와 고유어가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이에 해 
한문과 통시적 자료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다루었지만 체
계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 주제로 남겨둔다. 

넷째, 언어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명부 중복 범주를 세분화
하였지만 애매한 단어는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일부 명사가 부사
로, 혹은 일부 부사가 명사로 용법이 확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범주에 속하는 단
어가 빠져 나갈 수 있고, 새로운 단어가 이 범주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에 한 연
구를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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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표준국어 사전≫에 실린 명사-부사 통용어
방(방언), 옛(옛말), 잘못, 북(북한어)

가가호호
가급적
가까이
가깜이(방)
가닥가닥
가로1
가루2(잘못)
가일층
각각1
각기2
각설2
각자2
각히(잘못)
간혹
갈피갈피
개개
거개2
거반2
거의1
거지반
건건사사
걸음걸음

결국
계속4
고 1(북)
고만치
고만큼
고작
고젓긔(옛)
고쯤
곤두(북)
골골샅샅
구구절절
구절구절
군 군 (잘못)
군데군데
굽이굽이
그끄러께
그끄저께
그끄제
그날그날
그때그때
그러께
그르헤(방)

그만치
그만큼
그재(방)
그저긃픠(방)
그저께
그젓긔(옛)
그제1
그지1(방)
그쯤
근본
기실3
기연미연
기왕
꼬꼬
꼼꼼이(잘못)
낫밤(옛)
내알(방)
내일
내일모레
낼
낼모레
냠냠

년년(북)
누년
누도2
누차1
누회
니알(방)
(옛)
다3
다년간
다소1
다소간
단통
단파방(잘못)
단판2
당금3
당분간

가랑(방)
강2
개3
거3
걸룽(방)

략
부분
수(방)
처(방)
체2
테2(방)
판
폭1

데차(방)
뎨일(옛)
도막도막
도통3
돈3
돈쓰
뛰뛰빵빵
루년(북)
륙속(북)
륙장1(북)
만만2
만분
만지(방)
매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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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2
매기8
매끼3
매나니(북)
매년
매달
매명1
매방
매번
매보1
매분
매사1
매삭
매석1
매시1
매시간
매야
매월
매인
매일
매일매일
매장1
매절1
매조2
매주1
매차
매초1
매해

매호1
매호2
매회
맨채(방)
맨침(방)
맴맴
맹탕
머녀(방)
머여(방)
먼여(방)
먼저
먼전2(방)
먼제(방)
먼지2(방)
먼첨(방)
먼침(방)
멀톄(옛)
멍여(방)
멍이1(방)
모냐(방)
모녀1(방)
모두1
모레
모춤모춤(북)
목금2
목하
몬자(방)
몬재(방)

몬져(옛)
몬지2(방)
몬채(방)
몬첨(방)
무더기무더기
무등
무론
무작정
무장(방)
무조건
무중1(북)
물론1
바로2
밤나(잘못)
밤낮
방금1
방울방울
방장6
방재1
백날
백판2
베랑(방)
별단1
별반1
별양
보통
본디
본래

본시
불원1
붙임붙임(북)
비교적
빈년
빼빼1
사사건건
사수19
사실4
사실상
상그르해(방)
상호4
생래
생전
생판
서로1
서로서로
서리5(방)
세로
소폭1
쇠통(방)
순간순간
스사로(방)
스스로
시방3
시종2
식일
실상1

실제2
실지5
실총3
십상
쓰1
샹(옛)
아까
아깨(방)
아래께(방)
아래끼(방)
안달복달
앗가(옛)
애나(방)
야야1
약간
약혹
얌냠(잘못)
어드록(옛)
어리가리1(북)
어저(방)
어저께
어저(옛)
어제1
어제오늘
얼낌덜낌(북)
엊그저께
엊그제
연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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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연일연야
영구장천
오늘
오매불망
오분껏(방)
오분해(방)
오올(방)
오(옛)
옥신각신
옥진각진(잘못)
온종일
온채2(방)
온통
올3(방)
옴니암니
옴막(방)
옴씨락(방)
왕왕
요마침(잘못)
요만조만
요만치
요만큼
요쯤
우왕좌왕
원래
원시
원체1

원판1
육장1
이만저만
이만치
이만큼
이양1(방)
이왕2
이자1(방)
이제1
이지1(방)
이진2(방)
이쯤
인자1(방)
인전1(방)
인제1
일간4
일삽시
일시1
일쑤
일약
일양1
일일2
일일년년(북)
일일시시
일체1
자래끼(방)
자연1
잘못

잠간1(북)
잠깐
잠시
잠시간
장깜(잘못)
장밤(북)
재도3
재비4(방)
재비로(방)
재차
재처1(잘못)
저그저께(방)
저마다
저만치
저만큼
저먼제(방)
저바로(북)
저아래(방)
저아리(방)
저제1
저즈막(잘못)
저즘(잘못)
저즘께(잘못)
저쯤
전데(방)
전부5
전탕1(북)
전통3

절 5
점차
접때
정말1
정작1
제각각
제각기
제씨1(방)
제일
젠젠넨(방)
젤
조각조각
조곰(잘못)
조금1
조깐(방)
조끔
조만치
조만큼
조목조목
조조모모
조쯤
종래
종야
종일
종종4
좌왕우왕
죄곰(방)
주장4(북)

즉금
즉통
지가끔(방)
지금3
지썩(방)
직접
진개1
진딧(옛)
진종일
진짜
진창만창(북)
집적2(방)
쪼각쪼각(북)
쪼금
쪼깐(방)
쪼깨(방)
쪼끔
쪼박쪼박(북)
쬐금(잘못)
쬐끔(잘못)
간(옛)
참1
참말
천만1
천방지축
천생1
천연1
첩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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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
초초분분
최 한
최소한
축삭
축야
축일3
축일4
축차
토막토막

통상2
팔결
팔팔결
편시1
편시간
필연1
하나하나
하너께(방)
하루하루
한기신

한때
한바탕
한번
한소디(방)
한손1(북)
한솟(방)
한일모
한종신
한종일
한참

한창1
한천명
한편
항시1
헝겁
현재2
호꼼(방)
호상간(북)
호쌀(방)
호호4

혹자1
혼자
혼저(방)
혼차(방)
홈자(방)
홈차(방)

부록 2. ≪연세한국어사전≫

ㄱ. 명사+[부사적으로 쓰이어]
각기(各其) 
각자(各自)
감지덕지(感之德之)
갑절
개당(個當)
거리거리
거짓
건성1
결과(結果)
겹겹
곤드레만드레
골목골목
공개(公開)

공동1(共同)
구석구석
그간(―間)
근간2(近間)
근래(近來)
근자(近者)
금명간(今明間)
금시(今時)
금일(今日)
금후(今後)
기중1(其中)
기진맥진(氣盡脈盡)
기후2(其後)

긴급(緊急)
내심(內心)
내일(來日)
누차(累次˙屢次)
다량(多量)
당시(當時)

략(大略)
부분(大部分)
성통곡(大聲痛哭)
신2(代身)
판(大―)
폭1(大幅)

마디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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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莫無可奈)
만판
매사(每事)
명목상(名目上)
모레
목하(目下)
무기한(無期限)
무심중(無心中)
무언중(無言中)
무작정(無酌定)
무제한(無制限)
무조건(無條件)
무진장(無盡藏)
무한(無限)
무한정(無限定)
묵묵부답(默默不答)
미관상(美觀上)
반면(反面)
반반(半半)
방방곡곡(坊坊曲曲)
불철주야(不撤晝夜)
사방1(四方)
사이사이
사철(四―)
사후2(事後)
살아생전(―生前)
삼시(三時)
상시(常時)

상호1(相互)
생후(生後)
소폭(小幅)
수시(隨時)
수차(數次)
시방(時方)
십상1
십중팔구(十中八九)
애걸복걸(哀乞伏乞)
애당초(―當初)
애시당초(―當初)
애초
양단간(兩端間)
양일간(兩日間)
어제
어젯밤
언감생심(焉敢生心)
엊그저께
엊저녁
연중(年中)
오늘
오늘날
오랫동안
온종일(―終日)
올해
요사이
요새2
유야무야

이것저것
이역만리(異域萬里) 
이왕(已往)
이왕지사(已往之事)
이적1
일견(一見)
일맥(一脈)
일면(一面)
일변(一邊)
일보1(一步)
일부1(一部)
일생(一生)
일순(一瞬)
일순간(一瞬間)
일시2(一時)
일쑤
일전2
일차(一次)
일편2(一便)
일편단심(一片丹心)
일평생(一平生)
자동(自動)
자자손손(子子孫孫)
작금(昨今)
장래(將來)
장시간(長時間)
전격1(電擊)
전면1(全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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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4(全數)
전폭(全幅)
종신(終身)
종횡무진(縱橫無盡)
중언부언(重言復言)
진정1(眞正)
진종일(盡終日)
진짜(眞―)
천방지축(天方地軸)
최근(最近)
최 한(最大限)
최소2(最少)

최소한(最小限)
최소한도(最小限度)
최장(最長)
최저(最低)
최하(最下)
통상1(通常)
통칭(通稱)
평상시(平常時)
평생(平生)
피차(彼此)
필경(畢竟)
한데1

한바탕
한방1(―房)
한번1(―番)
한참1
한창
향후(向後)
현재(現在)
현하(現下)
호상4(互相)
혼비백산(魂飛魄散)
횡설수설(橫說竪說)

ㄴ. 부사+[명사적으로 쓰이어]
고작 
깜깜
다2 
당분간(當分間) 
매년(每年) 
매월(每月) 

매일(每日) 
매주1(每週) 
멀리 
모처럼 
밤낮 
사사건건(事事件件)

사시사철(四時四―)
이만저만
저마다
정작
제각각(―各各)
제법

조각조각
좌우간(左右間)
즉시(卽時)
진작2
진즉(趁卽)

ㄷ. 명사+부사 
가급적(可及的) 
가까이 
가닥가닥
가로
각각(各各)

결국(結局)
계속(繼續)
군데군데
기왕(旣往)
꼬꼬

꿈쩍
끄떡
나중
다소(多少)
다소간(多少間)

당장(當場)
강(大綱)
개(大槪) 
충

더 이상(―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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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 단어 ≪표준≫ ≪연세≫ ≪고려≫

명부 통용어

이제 N+AD N, AD N+AD
인제 N+AD N, AD AD+N
방금 N+AD AD AD
아까 N+AD N, AD AD+N
기왕 N+AD N, AD N+AD
이왕 N+AD N+ AD+N
생전 N+AD N, AD N+AD
종래 N+AD N, AD N+AD
본래 N+AD N, AD N+AD
원래 N+AD N, AD N+AD

돌연1(突然)
만약1(萬若)
만일(萬一)
모두
물론(勿論)
보통(普通)
본디
본래(本來)
본시(本是)
사실(事實)
생전(生前)
서로
서로서로
순간(瞬間)
스스로
시종(始終)
실제(實際)

실상1(實狀)
실지(實地)
아까
약간(若干)
여기저기
연일(連日)
오래
요모조모
요즈음
요즘
원래(元來˙原來)
원판(元―)
으스름
이모저모
이제
이즈음
이즘

이쯤
인제
잘못
잠깐
잠시(暫時)
장차(將次)
전부(全部)
절 (絶對)
접때
정말(正―)
조금
좀
종래(從來)
지금(只今)
직접(直接)
쪼끔
쬐금

참
참말
처음
천만(千萬)
천생(天生)
첨
첫째
하나
하나하나
하등
하루하루
한번(―番)
한참
한편(―便)
혼자

부록 3. 본고의 품사 처리와 사전의 품사 처리와의 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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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통용어

잠깐 N+AD N, AD AD+N
잠시 N+AD N, AD AD+N
밤낮 N+AD AD+ N+AD
매일 N+AD AD+ AD+N

하루하루 N+AD N, AD N+AD
전부 N+AD N, AD N+AD
일체 N+AD N+(관) N+AD

개 N+AD N, AD AD+N
강 N+AD N, AD AD+N
략 N+AD N+ AD+N
체 N+AD AD N, AD

다소 N+AD N, AD AD+N
약간 N+AD N, AD AD+N

폭 N+AD N+ AD+N
소폭 N+AD N+ N+AD

최 한 N+AD N+ N
최소한 N+AD N+ N
비교적 AD+관․N AD AD+관+N 
제일 N+AD 수+ AD+N+수
보통 N+AD N, AD N+AD
참 N+AD N, AD AD, N

참말 N+AD N, AD N
가까이 AD+N N, AD N+AD
계속 N+AD N, AD AD+N
직접 N+AD N, AD AD+N

무작정 N+AD N+ AD+N
무조건 N+AD N+ AD+N
잘못 N+AD N, AD AD+N
일쑤 N+AD N+ N+AD

하나하나 N+AD N, AD AD+N
자연 N+AD N, AD N+AD
천연 N+AD N N+AD
필연 N+AD N N+AD
각기 N+AD N+ AD+N
상호 N+AD N+ N+AD
서로 N+AD N, AD AD+N
정말 N+AD+감 N, AD, 감 N+AD+감
진짜 N+AD N+ AD+N
사실 N+AD N, AD N+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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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통용어

실제 N+AD N, AD N
실상 N+AD N, AD AD+N

사실상 N+AD N+AD
절 N+AD N, AD N+AD
결국 N+AD N, AD AD+N
한편 N+AD N, AD N+AD
만약 N N, AD AD+N
만일 N N, AD AD+N

명부 통용어
명사성 부사

모두 N+AD N, AD AD+N
각각 N+AD N, AD AD+N
각자 N+AD N+ N+AD

스스로 N+AD N, AD AD+N
혼자 N+AD N, AD N+AD

부사성 명사

오늘 N+AD N+ N
내일 N+AD N+ N
어제 N+AD N+ N
지금 N+AD N, AD N+AD
현재 N+AD N+ N+AD
종일 N+AD N N

온종일 N+AD N+ N
한참 N+AD N+, AD N+AD
일시 N+AD N+ N+AD
한때 N+AD N N
처음 N N, AD N
당시 N N+ N
순간 N N, AD N
이후 N N N
한번 N+AD N+, AD N+AD

한바탕 N+AD N+ AD+N
부분 N+AD N+ N

매사 N+AD N+ N+AD
신 N N+ N

반면 N N+ N
불원간 N AD AD
무기한 N N+ N+AD

판 N+AD N+ N
첫째 N N, AD N

명사성 부사 먼저 N+AD AD AD+N
앞서 AD AD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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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성 부사

즉시 N AD+ AD+N
다 AD+N AD+ AD+N

고작 N+AD AD+ AD+N
물론 N+AD N, AD AD+N
먼저 N+AD AD AD+N
오래 AD N, AD AD, N
제법 AD AD+ AD+N
한창 N+AD N+ AD+N

가급적 N+AD N, AD AD+N
정작 N+AD AD+ AD+N
온통 N+AD AD AD+N

이만저만 N+AD AD+ N+AD
당분간 N+AD AD+ AD+N
모처럼 AD AD+ AD

충 AD N, AD AD+N
그만큼 AD+N AD N+AD
조금 N+AD N, AD AD+N

저마다 AD+N AD+ AD+N
제각기 N+AD AD AD
제각각 N+AD AD+ AD
좌우간 N AD+ AD
거의 N+AD AD A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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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verlapping Category of Nouns and Adverbs 
in Korean Language

Liu, Rongr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divided the noun-adverb overlapping category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both noun and adverb into noun-adverb tongyonge, adverbial 
noun, and nominal adverb, and also discussed the semantic/syntactic 
characteristics of each category based on dictionaries and corpus. The words 
belonging to this category show the meanings of time, quantity or degree, 
behavior pattern, and manner. Syntactically, each word shows very different 
aspect, and also shows nominal and adverbial features together despite of some 
differences in degree. 

Chapter2 conducted the basic discussion about overlapping between word 
classes, the typicality of noun and adverb, and the adverbalization of noun.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nouns and adverbs, the discriminant 
criteria between nouns and adverbs was set up. Such criteria made it possible 
to discriminate how much nominal and adverbial features would be shown from 
the words belonging to the noun-adverb category, and also which one would be 
noun or adverb.    

Chapter3 examined the noun-adverb tongyonge which could be used as both 
noun and adverb. Such noun-adverb tongyonges hav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nominal typicality and adverbial typicality. Using the number of cas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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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n be combined, and the combination possibility of 'ida' as essential 
criteria, the noun-adverb tongyonge can be divided into something with more 
nominal-feature, something with more adverbial-feature, and something 
showing almost same nominal-feature and adverbial-feature. Regarding the 
nominal use, when the case particle can be widely combined, it is considered as 
showing more nominal-feature. When the limited case particle can be combined, 
its nominal-feature seems to be less. Also depending on if the origin is noun 
or adverb, it can be divided into the expansion of its use from adverb to noun, 
and the expansion of its use from noun to adverb. 

Chapter4 examined the adverbial noun that could be used as adverbial phrase 
without particle. When the adverbial noun is used as adverbial phrase without 
particle, it can be divided into the case that the modification of an adnominal 
phrase is voluntary, and the impossible case, and the essential case. The 
adverbial noun shows less adverbial-feature than the noun-adverb tongyonge 
while each adverbial noun shows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nominal-feature 
and adverbial-feature. For example, the adverbial noun whose modification of 
adnominal phrase is voluntary, shows more adverbial-feature than the essential 
case. The adverbial noun that cannot add the particle 'e' or 'ro' to the end 
shows more adverbial-feature than the case that can add. 

Chapter5 examined the nominal adverb that could take supplement or that 
could be combined with copula 'ida' or (case) particle. The adverbs taking 
supplement are divided into adverbs formed when a suffix combines with a 
noun, and adverbs used as noun-adverb tongyonge. As supplement includes 
determiner, noun, and adnominal clause, each nominal adverb shows different 
aspect of supplement taken. Some nominal adverbs can take supplement, and 
also can be combined with 'ida' at the same time. 

Chapter6 summarized the discussion as its conclusion, and also suggested the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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