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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의 주요 문장 유형 가운데 하나인 명령문의 본질과 범
위를 밝히고, 세부 유형별 특징과 다른 문법 범주와의 상관관계, 지시 화
행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의 명령문 전반에 대한 정밀한 고
찰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 서법(mood), 문장 유형, 문장종결법 등 여러 관점에서 기술
되어 온 명령문의 지위를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의 관습적인 연관
성으로 규정되는 문장 유형의 하나로서 정립하였다. 형식과 화행이 관습
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이 문장 유형이라는 정의에도 불구하고, 명령형 종
결어미와 지시 화행이 명령문 범주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확인
하고 고전적인 범주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명령문 범주는
본질적으로 범주 경계가 불명확하고, 구성원들 간의 지위도 동등하지 않
다는 점에서 원형적 관점에서 명령문의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
였다. 이에 따라 명령문은 ‘그 원형적 기능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며 형태 ․
통사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 문장 유형’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명령문의 정의는 본 연구의 여러 장에 걸쳐 면밀히 검토되었
다. 먼저 명령문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명령형 종결어미 전체 목록을 확인
하고, 명령형 전용의 종결어미, 통용 종결어미, 명령 기능을 가지는 유사
어미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사적인 특징으로 주
어의 출현 여부, 주어 인칭과 의미역, 시제와 상, 결합 술어 제약 등의 문
제를 다룸으로써 명령문을 하나의 구분되는 문장 유형으로 성립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어 명령문의 특징이 유형론적
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명령법
의 주어 인칭이 2인칭으로부터 3인칭이나 1인칭 복수, 1인칭 단수 순으로
전형성이 떨어지는 위계를 형성한다는 유형론적 연구는 한국어의 청유문
을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 준다.
이어서 명령문의 원형적 기능인 지시 화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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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명령문이라는 문장 유형의 원형적 기능이 지시 화행의 수행이라는
것은 비원형적 기능, 즉 비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의 존재를 시인하
는 것이다. 그간 비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명령문의 존재는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지
시 화행의 개념과 범위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에 지시 화행의 개념을 ‘청자에게 행위의 이
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하위 화행을 검토함
으로써 지시 화행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명령문이 수
행하는 화행의 범위가 대체로 지시 화행의 범위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명령문의 화행은 지시 화행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도 모두 동일한 지시의 강도를 가지지 않는
다는 점이 명령문 범주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적 관점에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령문의 발화는 각
기 다른 지시의 강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명령문 발화가 가지는 지
시의 강도를 ‘지시의 힘’이라 명명한다. 그리고 Takahashi(2012)의 방법
을 원용해 여러 명령문에 대한 지시의 힘을 산술적으로 계량하여 비교하
였다. 이를 통해 명령문 범주가 지시의 힘이 강한 원형적 명령문으로부터
지시의 힘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비원형적 명령문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명령문의 특징은 ‘-지 말-’로 형성되는 한국어의 부정 명령문
을 대상으로 검토되었다. 부정 명령문은 금지문이라고도 불려왔는데, 금지
문보다는 부정 명령문이라는 술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부정 명령문에서 사용되는 부정소 ‘말-’이 비현실법(irrealis)과
관련된 형태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부정 명령문 범주가 흥미로운 것은
문장의 의미와 다른 문법 범주와의 상호 관계 등에서 긍정문과는 상당 부
분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때문인데,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부정 명령문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지는 지시의 힘을 평가하였다. 부정 명
령문 역시 지시의 힘이 강한 것으로부터 약한 것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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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으며, 금지, 제안, 충고, 권고, 기원, 양보, 허락 등의 다양한 화행
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명령문의 비지시 용법을 살펴보았다. 지시의 힘이 약하거나 거
의 없는 부류로는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조건 명령문, 인사나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명령문, 진술이나 질문 등의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이 포함된다. 명령문이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범
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고는 한국어 조건 명령문의 유형을 분
석하고 명령에서 조건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사나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명령문은 언어 생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많
은 경우에 언어 간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간접 화행을 수행
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문은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그 빈도가 현저히 낮은데, 이는 명령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면위협행위로서의 성격이 간접 화행을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와 어
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요어: 명령문, 문장 유형, 원형 이론, 지시 화행, 부정 명령문, 조건 명
령문
학번: 2012-30707

- iii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1.2. 연구 대상 ···································································· 4
1.3. 기존 논의 ···································································· 5
1.4. 논의의 구성 ································································ 8

2. 기본적 논의 ······································································ 10
2.1. 문장 유형과 명령문 ·················································· 11
2.1.1. 서법, 문장종결법, 문장 유형 ································· 14
2.1.2. 명령형 종결어미 ························································ 20
2.1.2.1. 명령형 전용의 종결어미 ································ 25
2.1.2.2. 통용 종결어미 ·················································· 29
2.1.2.3. 명령 기능을 가지는 유사 어미 ···················· 32
2.1.3. 불완전문과 그 외 특이 용법 ·································· 39

2.2. 명령문 범주화에 대한 원형이론적 접근 ·············· 47
2.2.1. 고전적 범주화와 원형 범주화 ································ 48
2.2.2. 원형의 속성과 명령문의 범위 ································ 59
2.2.3. 명령문과 지시 화행의 관계 ···································· 62

2.3. 명령문의 하위 유형 ·················································· 72
2.3.1. 청유 ·············································································· 73
2.3.2. 기원 ·············································································· 81
2.3.3. 허락 ·············································································· 84

- iv -

3.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과 지시 화행 ··············· 88
3.1.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 ································· 88
3.1.1. 주어의 문제 ································································ 89
3.1.1.1. 주어의 출현 여부 ············································ 90
3.1.1.2. 주어의 인칭 ······················································ 94
3.1.1.3. 주어의 행위주성 ·············································· 103
3.1.2. 술어의 문제 ································································ 105
3.1.2.1. 시제와 상 ·························································· 105
3.1.2.2. 술어 제약 ·························································· 112
3.1.3. 비단언적 속성 ···························································· 118

3.2. 명령문과 지시 화행 ················································ 119
3.2.1. ‘지시의 힘’과 명령문의 원형성 ····························· 120
3.2.2. ‘지시의 힘’에 입각한 화행의 분류 ······················· 127

4. 부정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과 지시 화행 ····· 130
4.1. 부정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 ··························· 130
4.1.1. 부정 명령문과 금지문 ·············································· 130
4.1.2. 부정 명령문의 부정소 ‘말-’ ································ 141
4.1.3. 부정 명령문의 비대칭성 ·········································· 147
4.1.3.1. 결합 제약의 차이 ············································ 147
4.1.3.2.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 ·································· 152

4.2. 부정 명령문과 지시 화행 ········································ 154
4.2.1. 부정 명령문의 지시의 힘 ········································ 154
4.2.2. 금지와 경계 화행 ······················································ 161

5. 명령문의 비지시적 용법 ················································ 169
5.1. 조건 명령문 ································································ 169
5.1.1. 조건 명령문의 유형 ·················································· 170

- v -

5.1.2. 조건 명령문의 기원과 발달 ···································· 178

5.2. 인사와 담화표지 ························································ 180
5.2.1. 인사의 본질과 기능 ·················································· 181
5.2.2. 명령문의 담화표지화 ················································ 185

5.3. 명령문의 진술, 질문, 응대 화행 ··························· 186
5.3.1. 명령문의 간접 화행 ·················································· 186
5.3.2. 명령문의 응대 화행 ·················································· 188

6. 결론 ···················································································· 192

참고문헌 ················································································· 198
Abstract ·················································································· 212

- vi -

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vii -

차

그 림

목 차

- viii -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한국어의 주요 문장 유형 가운데 하나인 명령문의 본질과 범
위를 밝히고, 세부 유형별 특징과 다른 문법 범주와의 상관관계, 지시 화
행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의 명령문 전반에 대한 정밀한 고
찰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명령문은 범언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장 유형 중 하나이지만, 하나
의 문장으로서는 비통사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특
이하다. 명령문이 비통사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들에 근거한 것이다. 우선 대부분의 언어에서 명령문은 평서
문과 의문문에 풍부하게 나타나는 시제, 상, 양태 등의 형식적 표지를 대
개 가지지 않는다. 명령문에서 주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되는데, 명시적으로
주어가 나타나는 경우는 추가적인 함축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
어에서 명령문은 가장 짧고 간결한 형식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서문에서는 술어의 제약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명령문의 경우에는 주로
전형적인 타동사와 일부 자동사만이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목적
어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화행 참여자인 화자-청자 관계가 중심이라는
점, 진리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명령문의 특징들이다.
명령문이 하나의 문장으로서 비통사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명령문은 평서문, 의문문과 함께 한국어의 주요 문장 유
형의 하나로 기능해 왔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명령문의 위상을 전면적으
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바와 그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령문의 형태 ․ 통사 · 의미적 특성을 살펴본다. 그간 명령문에 대
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고, 축적된 연구 성과도 상당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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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점과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령문 범주
의 전반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종합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 ․ 검토하고 보완함으
로써 명령문을 하나의 구분되는 문장 유형으로서 성립하게 하는 근거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특히 한국어의 명령형 어미 목록을 검토할 것이며,
시제나 상, 양태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주어 인칭을 표시하는 명령문
나름의 방식을 탐구한다. 또한 명령문의 주어나 서술어가 가지는 의미 특
성들을 정밀하게 고찰할 것이다.
둘째, 지시 화행의 개념을 엄밀히 하고 명령문의 범위를 명령형 종결어
미와 지시 화행과의 관계로 구명한다.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시 화행의 개념과 범위가 분명
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문과 지시 화행의 관계 또한 논란이 되어
왔다. 따라서 지시 화행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어 명령문이 수행하는 지
시 화행의 범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그간 서법(mood), 문장 유형, 문
장종결법 등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온 명령문의 지위를 문장 유형의 하나
로 정립함으로써 기존 문법론의 해결 과제 중 하나인 서법과 문장종결법,
화행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명령문은 그 범주 경계가 불명확하고, 구
성원들 간의 지위도 동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명령문의 범주화는 원형 이
론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 여러 명령문에 대한 전형성 정도를 검토
한다. 명령문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많은
유사 명령문들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그간의 논의는 사실상 많은 문
장들에 대한 유형 분류를 유보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
몇몇 예들은 다수의 명령문 연구에서 비-명령문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들
을 다른 어떤 문장 유형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제시되지 못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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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그 친구가 옛날에 잘 됐어 봐라.
나. 그럴 거면 집에 가든지.
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라. 계속 그렇게 떠들어라.

본 연구를 통해 문장 유형 간 경계에서 그 지위가 불분명했던 여러 문장
들 중 비원형적 명령문으로 볼 수 있는 유형들을 명령문 범주로 포괄하
고, 이를 통해 명령문 범주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와 함
께 한국어의 문장 유형 체계에서 기원문과 허락문, 청유문 등을 명령문으
로부터 독립시킬 것인지, 아니면 모두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 볼 것인지
의 문제도 범주화에 대한 원형적 접근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어 명령문의 특성이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예컨대 명령문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는 1인칭과 3인칭
명령문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어에서 1인칭에 대한 명령
을 청유문이라는 별도의 문장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할 때 이와 유사한 현
상이 범언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지, 1인칭 명령에 2인칭과는 다른 종
결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이 유형적인 척도상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어 특징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정보 등은 기존의 논의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장을 이끌어 내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근래에 국어학의
여러 연구 주제에 걸쳐 유형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범언어적인
현상에 비추어 한국어를 해석하는 논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명령문에
관한 한 유형론에 대한 고려가 수반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타 연
구 주제와 마찬가지로 명령문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는 한국어 명령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다섯째,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서 부정 명령문과 조건 명령문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어 명령문이라는 범주가 이들 유형을 어느 정도까지 포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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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의 명령문 연구가 주로 2인칭 긍정 명령
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원형적인 명령문에 대해서는 상당
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 명
령문은 긍정문과는 사용 기제가 다르며, 문장의 의미와 다른 문법 범주와
의 상호 관계 등에서 상당 부분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조건 의
미를 가지는 명령문에 대해서는 명령문 범주에서 제외하고 관련 논의에서
다루지 않아 왔고, 문장 유형과는 별개로 조건 명령문만을 다룬 국내 논
의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들 주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
다고 할 수 있다. 부정 명령문과 조건 명령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한
국어 명령문 범주에서 연구 부문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국어 명령문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1.2. 연구 대상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의 명령문 범주이다. 명령문 범주에는 원형
적 명령문과 비원형적 명령문이 포함된다. 이는 문장 유형상 명령문 범주
에 속하는 문장들이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전형성 측면에서
위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그간
엄격한 기준하에 비-명령문으로 분류되었던 문장들이 명령문 범주에 포
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원형적이거나 또는 비원형적이거나 그것이 명령문
범주의 구성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다. 어떤 문장을 명령
문이라는 범주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최우선적으로 명령형
종결어미와의 결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에서 문장의 유형은 대개 종결어미라는 형태적 특징
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명령형 종결
어미는 일차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명령형 어미로 등재된 표제어를
기준으로 전형성을 검토하고, 이차적으로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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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형 종결어미화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어미를 확인하여 목록을 확정
한다. 한국어의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비원형
적 명령문들이 포함될 수 있다.
(2) 가. 빨리 좀 갑시다.
나. 제발 살아 있어라.
다. 가고 싶으면 가려무나.
(3) 가. 땅을 파 봐라, 백 원 한 장 나오나.
나. 선장들이여, 책임을 지라.
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 너희 계속 그렇게 싸워 봐라.

(2)와 (3)은 명령문이 가지는 여러 속성 중 일부가 결핍되어 비원형적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들 중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2)는 청유
문, 기원문과 허락으로 해석되는 명령문의 예를 든 것으로, 이들은 각각
주어의 인칭, 술어의 종류, 지시 화행 측면에서 비원형적이다. (2)의 예들
이 자주 명령문과 인접한 문장 유형으로 논의되어 온 것들이라면, (3)의
예들은 별개의 문장 유형은 아니지만 명령문 범주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이라 할 수 있다. (3가)는 지시 화행을 수행하지 않고 조건
의미를 가지는 조건 명령문, (3나)는 문장 주어가 청자 집합과 동일하지
않은 명령문, (3다)는 문장 주어의 행위주성이 약한 명령문, (3라)는 반
어적 의미를 가지는 명령문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예들을 포함해서 명
령문 범주로 다룰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장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1.3. 기존 논의
명령문에 대한 이른 시기의 관심은 주로 그것이 가지는 형태적 특징에
대한 것이었다. Ridel(1881), Underwood(1890) 등 선교사들에 의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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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에는 상대경어법이 발달한 한국어에서 명령형 종결어미가 경어법 체
계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
게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자 실질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꼭 필요한 내용
이었을 것이다. 이들에 영향을 받은 兪吉濬(1897-1904, 1909), 金奎植
(1909) 등과 김두봉(1916), 洪起文(1927), 정렬모(1948) 등으로 이어지
는 전통문법의 문법서들은 점차 종결어미 목록과 분류가 엄밀해지긴 했지
만 그 관심이 형태적인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후 구조주의 문법론이 도입되면서 보다 정교한 형태 분석이 시도되고,
각 어미의 의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영근(1974,
1976)에서는 한국어 문체법의 체계를 세우고, 문체법과 존비법을 중심으
로 종결어미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태룡(1985)는
해라체의 명령형 어미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형태소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된 형태소의 의미로 종결어미 간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1)
언어학에서 변형 문법이 새로운 사조로 등장하면서는 명령문에 대한 연
구에도 변형생성문법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활발
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변형 문법을 적용한 이홍배(1971), 송병
학(1975) 등은 명령문의 기저에 ‘명령하다’ 등의 수행 동사를 가지는 수
행문(performative sentence)을 설정하고 이것이 규칙에 의해 표면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문 분석은 인구
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내 논의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화행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
다. 양인석(1976), 채영희(1985), 朴永濬(1987), 박금자(1987), 조성훈
(1988) 등의 연구는 다양한 명령문 및 명령 형식의 의미 기능과 화용적
특징들을 밝혀내었다. 이전까지 형태 ․ 통사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던 명령
문 연구는 이들 화용론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것으로
1) ‘-어라’, ‘-거라’, ‘-너라’에서 선어말어미를 분석하고 남은 명령형 ‘-으라’를 다시 동명
사 {-을}과 정동사 {-아}로 분석하였다. 이때 동명사 {-을}은 [-旣定], [-決定]의 의
미를 갖는 것으로 명령의 기능을 갖는 ‘-을 것’, ‘-으렴’, ‘-으려무나’, ‘-구려’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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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그러나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형태
에는 소홀하였기 때문에 전체 문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 일면도 없
지 않다.2)
명령문을 문장 유형의 하나로서 독립된 범주로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그 본질을 밝히고자 한 연구로는 박영준(1994)과 고성환(2003)이 대표
적이다. 박영준(1994)은 고대국어에서부터 현대국어에 이르는 명령문 종
결어미의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핀 점이 특징이다. 고성환
(2003)은 이전에 미처 다루어지지 않았던 명령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
상들에 대해서 의미 · 화용론적인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명령문을 규정하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통사
적인 특징까지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명령문이라는 범주의 본질에 더욱
근접한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명령문과 지시 화행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
었고, 본 주제에 대해 상당 부분은 구명되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측면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어
명령문의 전모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원형적 관점에서 한국어 명령문의 범주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논의에서 명령문에 대한 범주화와
규칙화를 시도했지만 명령문과 관련된 현상들이 모두 만족스럽게 설명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범주 간 경
계가 불분명한 문장 유형에 대해 고전적인 범주화 관점으로 접근한 필연
적인 결과이다.
둘째, 지시 화행은 명령문의 원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속성으로, 지
시 화행의 측면에서 명령문 범주가 형성하는 계층 구조(scale)를 확인한
다. 그간 명령문이라는 문장 유형이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는 점은 막연하

2) 제안문과 명령문의 화행을 논의한 양인석(1976)은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을까
(요)?’를 제안문에, ‘음’, ‘(았)을라’, ‘을래?, 겠어?’, ‘(았)것다’ 등을 명령문에 포함하여
다루었다. 박금자(1987)과 조성훈(1988)은 명령 표현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박금자
(1987)에서는 ‘-도록’, ‘-ㄹ 것’을, 조성훈(1988)에서는 그 외에 ‘-니까’, ‘-고’, 명사단
독형, 부사단독형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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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논의되어 왔으나, 각 명령문이 가지는 다양한 지시의 힘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말뭉치에 기반한 예문을 대상으
로 지시의 힘을 객관적으로 산출함으로써 한국어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어 명령문의 특성이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근래에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설
명하려는 논의가 다수 있어 왔지만, 명령문이라는 범주에 관한 한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범언어적인 특성에 비추어 한국어 명령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현상을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도 검토하
고자 한다.
넷째, 명령문의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 명령문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금지, 또
는 만류하는 발화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부정 명령문의 통사
․ 의미 · 화용적 특징들을 밝히고, 긍정 명령문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시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 명령문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기능과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비지시적 용법을 가지는 명령문은 문장 유
형에 원형이론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비로소 포착되는 부류이다. 이들
에 대한 탐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지만 한국어 명령문 범주의 전
체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데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1.4. 논의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명령문의 범주 설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를 다룬다. 그간
서법이나 문장종결법 등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온 명령문의 지위를 문장
유형의 하나로 정립하고, 명령문을 규정하는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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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각각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일반적인 2인칭 주어 외
에 1인칭과 3인칭 주어를 가지는 명령문의 성립을 검토하고, 명령문의 인
접 범주, 또는 하위 범주로 다룰 수 있는 문장 유형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명령문의 형태 · 통사 · 의미적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명령문이라는 범주의
성격을 구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핀다. 우선
지시 화행을 명령문의 필요충분조건과 같이 다루어 온 견해의 문제를 지
적하고, 지시 화행을 명령문 원형이 가지는 핵심 속성의 하나로 규정한다.
개별 발화가 가지는 지시 화행의 강도는 ‘지시의 힘’이라 칭하고, 이를 측
정하기 위해 명령 개념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매개변수를 도입한다. 각
명령문은 매개변수에 의해 측정된 지시의 힘에 의해 전형성이 평가된다.
이를 통해 명령문 범주 내 다양한 문장이 지시의 힘 측면에서 형성하는
위계를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어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 범위를 알
아보고, 각 화행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섯 가지 매개변수를 통해 구명
할 것이다.
제4장은 부정 명령문과 금지문을 다룬다. ‘-지 말-’에 명령형 종결어미
가 결합한 문장을 부정 명령문으로 규정하고, 금지문의 개념은 부정 명령
문을 포함해 금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 부류에 대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
다. 또한 종종 부정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어져 왔던 한국어 경계
문의 지위와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 명령문이 긍정 명령문
과 시제 및 결합 제약 측면에서 가지는 비대칭성을 논의한다. 끝으로 부
정 명령문에 대해서도 제3장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이 가지는 지시
의 힘을 평가하고, 전형성 위계를 확인한다.
제5장은 명령으로 해석되지 않는 명령문에 대해 논의한다. 비원형적인
명령문 중에서 일부는 전혀 지시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데, 조건이나 가정
의 의미를 가지는 조건 명령문, 인사와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명령문, 관습
적으로 진술이나 질문 화행을 나타내는 명령문 등이 그 예이다. 이들 각
부류의 성격과 발달 과정,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6장은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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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본 장은 ‘한국어 명령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다. 명령문은 평서문, 의문문과 함께 언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장
유형의 하나로서, 일반 언중에게 친숙한 개념이면서도 학문적으로는 엄밀
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명령(command)’이라는 말은 언어학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
히

사용된다.

그렇지만

이

일상적인

쓰임은

언어학에서의

명령문

(imperative)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혼란을 겪게 한다. 우리는 ‘명령’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명령문’을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흔한 예로, ‘소금 좀 줄래?’를 명령문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령문을 규정하는 데에는 특정한 형태 · 통사적인 특징이 요구
된다.
한국어에서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형태적인 표지는 일반적으로 종결어
미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이것 역시 명령문을 규정하기에 충분하지는 않
다. 우리는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밥 먹어’의 문장 유형을 구분할 수
없으며, ‘원자탄이 떨어져 봐’와 같이 명령형 어미와 결합했지만 가정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체로 지금까지 명령문은 ‘지시 화행’과 ‘명령형 종
결어미’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런데
지시 화행과 명령형 종결어미의 교집합으로 명령문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
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점을 낳는다. 첫째, 한국어 명령형 종결어
미의 전체 목록은 무엇인가? 둘째, 지시 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셋
째, 두 조건의 교집합에 속하지 않으면서, 평서문이나 의문문 등 다른 어
떤 문장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문장들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기존에 명령문을 규정하는 데 있어 핵
심적인 조건으로 논의되어 온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의 두 가지 조
건을 보다 엄밀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다다르면 명
령문의 범주화에 대한 이 같은 방식이 갖는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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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의 교집합을 찾는 방식은 전형적인 명령문만을
선별하기 때문에, 그 외에 문장 유형을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문장을 양
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전체 문장 유형 체계를 고려할 때 결
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원형적인 관점에서 명령문의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 언어에는 다양한 비원형적인 명령문이 존재하며, 명령문
범주 내 문장들은 명령문이라는 지위에서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는
다. 이 장에서는 원형적 관점에서 한국어 명령문의 본질과 조건, 명령문의
범위 등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2.1.에
서는 명령문을 어떤 문법 범주로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명령문의 핵
심적 속성인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명령형 종결
어미를 취하지 않으면서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표현들도 명령문
의 범주 문제와 관련해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2.에서는 원형적 관점에
서 명령문의 범주화를 시도할 것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고전적 범주화 방
법이 갖는 문제를 확인하고 명령문 범주가 갖는 원형적 속성을 확인한다.
2.3.에서는 명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청유, 기원,
허락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각이 명령문 범주 내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2.1. 문장 유형과 명령문
명령문은 ‘요청을 나타내는 통사적 표현으로서 그 고유 의미는 청자에
게 어떤 것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고성환 2003: 25)이라거나,3) 또는 ‘동
사의 종결어미에 의하여 명령, 요청, 금지 등을 표현하는 형식’(박영준
1994: 26)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들 정의는
공통적으로 문장의 ‘형식’과 화행이라는 ‘기능’ 사이에 일대일의 대응관계
3) 이것은 Jespersen(1954)의 정의를 따른 것이다. "The specific expression for a
request is the imperative, the proper meaning of which is a request (brutal or
humble) to the hearer(s) to do something."(Jespersen 1954: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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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식과 기능 사이
에 상관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문장 유형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장 유형은 통상 ‘특정한 문법적 형식과 화행이 관습적인 연관성을 가
지는 것’(Sadock and Zwicky 1985: 155-6)으로 정의된다.4) 그러나 실
제로 형식과 기능사이의 짝짓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가령 다음의 문
장들은 명령문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장 유형으
로 분류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다.
(1) 가. 10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일 것.
나. 그럴 거면 집에 가든지.
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라. 그딴 소리 다시 했단 봐라.
마. 교육생들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완벽히 숙지하도록 한다.
바. 전 부대원은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기존 논의에서 (1가, 나)는 종종 지시 화행을 가지지만 종결어미의 조건
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문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5) (1다, 라)는
반대로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지지만 지시 화행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
4) 개별 언어에는 문법적 형식에 의해 구별되며 서로 대응되는 문장 집합이 존재하며, 각
문장은 상호 배타적이어서 하나의 문장이 동시에 두 가지 문장 유형으로 해석될 수 없
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에 대응되는 문장의 집
합을 수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들 각각의 문장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문장 유형으
로 해석되지 않는다(Sadock and Zwicky 1985: 158-9).
(1) a. You caught the speckled geese.
b. Did you catch the speckled geese?
c. Catch the speckled geese!
5) (1가)의 ‘-ㄹ 것’을 명령형 어미로 볼 것인지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고성환
(2003: 136)에서는 ‘-ㄹ 것’이 독립된 하나의 종결어미, 즉 명령형 어미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영희(1983: 182)에서는 ‘지각 하지 말 것’과 같은 경우 ‘-지
말-’에 의해 명령의 의미를 가진 것이지 ‘-ㄹ 것’이 행동을 요구하는 서법적 기능을 지
녔다고 보기에는 많은 화용적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나)의 ‘-든지’의 경우는 고
비비(2013) 등에서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종결어미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으나, 명령문 연구에서 (1나)와 같은 문장이 논의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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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명령문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6) 반면에
(1마, 바)는 그것이 가지는 지시 화행에 주목하여 특수한 명령문으로 분
류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7)
(1)의 예문과 같이 분명한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지지 않거나 비지시 화
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명령문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문
장 부류의 존재는 문장 유형으로서 명령문의 개념과 범위를 모호하게 만
드는 역할을 해 왔다. 문장 유형 분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논의에
서는 (1)과 같은 문장 부류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장
유형 체계가 한 언어에서 유의미한 문법 범주이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
서 실현된 모든 문장은 특정한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 유형을 분류할 수 없는 문장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분류 가능한 문
장들로만 세운 체계가 그 언어를 온전히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1)과 같은 예문이 명령문의 개념 및 범위 구명에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명령문과 비-명령문은 항상 분명히
구분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장 유형이란 형식과 기능 사
이 관습적인 연관성으로 형성되는 개념이므로 본질적으로 유형간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명령문(imperative)을 ‘그
6) (1다)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취한 인사말의 예인데, 이와 같은 예는 명령문 연구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사말 연구에서도 이들을 어떤 문장 유형으로 다루
어야 하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1라)와 같이 조건 의미를 갖는 명령문도 사정
은 비슷하다. 기존 명령문 연구에서 조건 명령문은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조건 명령
문과 가장 근접한 쓰임으로, 위협의 의미를 가지면서 반어적으로 쓰이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장은 명령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성환(2003: 27)
에서는 위협이나 협박의 의미를 가지는 ‘자꾸 장난쳐라’와 같은 예는 화자가 제안된 행
동이 수행되기를 원한다는 적정 조건과 상치되기 때문에 명령문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며, 김병건(2014: 112)에서도 이러한 예는 성실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명령문
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7) 지금까지 (1마, 바)와 같은 예들은 대개 평서문이 간접적으로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것
으로 논의되어 왔다(박금자 1987, 이필영 2003, 김병건 2014, 박재연 2015). 그러나
화행적인 측면에서 지시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 부류를 명령문으로 분류한 박영준
(1987)이나 채영희(1993)의 논의에 따르면 의사 명령문이나 유사 시킴월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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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적 기능이 지시 화행(directive speech act)을 수행하며 형태 · 통사적
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 문장 유형(sentence type)’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정의는 Jary and Kissine(2014: 14)에서 찾을 수 있
다. 이 논의에서는 명령문을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형태 ․ 통사적으로 구
분되는 문장 유형(a sentence type with distinctive morpho-syntactic
properties whose function is the performance of directive speech act)’
으로 정의한다. 본고에서 명령형 종결어미를 정의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
고 Jary and Kissine(2014)의 정의와 유사하게 ‘형태 · 통사적으로 구분되
는 특성’이라고 기술한 것은, 한국어에서 종결어미라는 형태적인 표지가
핵심적인 속성으로 기능하지만 그것이 명령문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본고의 정의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
펴본다. 우선적으로, 2.1.1.에서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는 서법과 문장종결
법, 문장 유형의 개념을 구분하고 명령문을 문장 유형으로서 파악하는 것
이 바람직함을 논의할 것이다. 2.1.2.에서는 명령문의 가장 주요한 형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의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서 본고가 추구하는 것은 한국어의 명령형 종결어미라는 확정된 목
록을 구하는 데 있지 않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것은 엄밀히 말해 가능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명령문을 형성할 수 있는 한국어의 종결어미
가 모두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2.1.3.에서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취하지 않으면서 명령의 기능을 수
행하는 다양한 형식들에 대해서 명령문의 범주화와 관련하여 검토할 것이
다.

2.1.1. 서법, 문장종결법, 문장 유형
문장 유형으로서의 명령문을 나타내는 술어 imperative는 동사 굴절 범
주를 말하는 서법(mood)에서도 명령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8) 많
8) 영어에서 명령법과 명령문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imperative senten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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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어에서 명령법을 비롯한 동사의 서법이 문장 유형과 밀접하게 관련
되기 때문에 서법을 문장 유형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서법과 문장 유형은 두 개념 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크
기 때문에 양자는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한국
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서법의 전통적인 개념은 Jespersen(1924: 313)에서 시작된다. 이 논의
에서 서법은 ‘문장 내용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certain attitudes of
the mind of the speaker towards the contents of the sentence)가 일정
한 활용형으로 실현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직설법(indicative), 접속법
(subjunctive), 명령법(imperative)의 체계를 가진다. 이후에 서법의 개념
과 체계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가장 주된 변화는
화행이 주동사의 굴절형으로 문법화되는 것을 서법의 범주에 포함시킴으
로써 화자의 의사소통적 태도(communicative attitude)를 나타내는 범주
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Lyons(1968: 307-309)에서 서법을 ‘화자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
한 태도’라고 정의하고, 의도 · 바람, 필연 · 의무, 가능성 · 확실성 등의 의
미를 나타내는 범주와 평서법, 명령법, 의문법 등의 화행을 나타내는 범주
를 모두 포괄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고, Foley and van Valin(1984),
Bybee(1985) 등에서도 그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서법을 화행과 관
련된 것으로 보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국내 논의에서도 서법의 개념과 영역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었
다. 고영근(1986: 386)에서는 서법을 ‘화자가 사태와 대결함으로써 나타
나는 부수적 의미가 일정한 동사의 형태로 구현되는 문법범주이고, 양태
는 서법범주나 기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의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범주’라고 하여 의미범주인 양태에 대응하는 문법범주로 파
악하였다. 고영근(1986)이 서법 범주로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원칙법,
imperative mood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두 경우 모두에 imperative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ikhenvald(2010)에서 imperative는 문맥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
고,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 논의에서 imperative는 직
설법(indicative)과 계열을 이루기도 하고 평서문(declarative)과 계열을 이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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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법, 감동법 등을 설정하고 이들 범주는 선어말어미에 의하여 실현된
다고 한 것은 서법을 동사 굴절과 관련된 것으로 본 Jespersen(1924)와
유사한 견해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좁은 의미의
서법이라고 한다면, 화행을 나타내는 범주까지 서법에 포함하는 것은 넓
은 의미의 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수(1996: 297)은 서법을 ‘말할이
가 문장의 내용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로 규
정하고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문법범주를 모두 서법의 영역
에 포함하고 있어, Lyons(1968)과 같이 넓은 의미의 서법 개념을 취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홍배(1971: 56)에서는 문장의 기저구조를 ‘S→
NP VP Mood’로 설정하고 진술, 의문, 명령, 제안 등 문장 유형을 결정하
는 종결어미를 서법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임홍빈 ․ 장소원(1995: 352),
장경희(1985, 1998b) 등도 문장 유형 범주를 가리키는 데 ‘서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법의 영역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와 체계도 구분
된다.

유럽어에서

좁은

의미의

서법은

직설법(indicative),

접속법

(subjunctive), 명령법(imperative) 등의 체계를 가지는 반면, 넓은 의미
의

서법은

평서법(declarative),

의문법(interrogative),

명령법

(imperative)으로 이루어지는 문장 유형과 같은 체계를 같이 가지게 된
다. 넓은 의미의 서법 개념을 취하는 Bybee(1985: 169-170)에서도 서
법을 화행의 유형을 나타내는 표지와 단언의 진리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
을 나타내는 표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서법과 화행이라는 두 부류가 과연 하나의 상위 항
목으로 묶일 수 있는 성격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
Lyons(1977: 747)에서는 평서문과 의문문의 차이를 서법의 문제라고 하
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다시 서법을 전통적인 제한된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Lyons(1968)의 주장을 수정하였다. 고영근(2004:
33)에서는 문장 유형의 범주를 서법이라 부르는 일이 한국어 서법 연구
에서 드러나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박진호(2011: 317)에서도
서법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서 청자를 문제삼지 않으나 문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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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발화를 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자뿐 아니라 청자도 핵심 관련항이 된다고 하여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
서법에 화행의 개념이 함께 묶이게 된 것은 직설법, 접속법, 명령법 등
의 체계가 평서문, 명령문 등 화행 및 문장 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보통 명령법은 지시 화행과 관련되고, 라틴어의 접속법은 소망
이나 간청 화행을 나타낸다고 한다(Foley and van Valin 1984: 213). 의
문문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비단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박
진호 2011: 317) 직설법과 대립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직설법, 접속법,
명령법의 세 개 항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는 한국어의 경계문, 약속문, 감
탄문 등의 문장 유형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한국어의 서법 체계를 주로 비유럽어에서 구분되는 현실법(realis)과 비
현실법(irrealis)9)으로 세우는 경우는 화행과의 관련성을 더욱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10) 국내 논의 가운데 현실/비현실 서법 체계를 따르면
서 문장 유형을 서법에 포함시키는 견해를 보면, ‘평서문, 의문문’과 함께
‘-ㄴ, -ㅁ’이 현실법으로 분류되고, ‘명령문, 청유문’과 함께 ‘-ㄹ, -기’
가 비현실법으로 분류된다(임동훈 2008, 2011). 서법의 두 가지 하위 분
류가 상당히 이질적인 셈이다. 또한 임동훈(2011)에서는 경계문과 약속문
을 평서문의 하위 유형으로 보았는데, 경계문 · 약속문은 비현실법에, 평서
문은 현실법에 속하므로 서법의 측면에서는 서로 대립되게 된다.
사실 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평서
문, 의문문, 명령문 등을 문장 유형으로 다루어 왔다. 명령문만을 한정해
서 살펴보면, 아래의 정의는 모두 문장 유형을 구성하는 ‘문법적 형식’과
‘화행’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11)
9) realis와 irrealis의 번역어로 현실법/비현실법 대신 서실법(敍實法)/서상법(敍想法)이라
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서실법/서상법은 김민수(1969)에서 Jespersen(1924)의 fact
mood와 thought mood를 번역한 용어로 사용된 바 있다.
10) 이선웅(2012: 379)에서는 현실법/비현실법과 문장 유형이 모두 ‘화자가 문장을 서술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묶일 수 있지만, 화자가 문장을 서술하는 방법이란 실로 막연
한 개념으로서 문법적 개념으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논의한 바 있다.
11) 문장 유형을 서법으로 포괄해 다루는 견해에서는 명령문이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17 -

(2) 가. 명령문은 요청을 위해 쓰이는 특정한 표현으로, 그 의미는 청자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Jespersen 1954: 468)
나. 시킴월(命令文)은 시킴(命令)이나 말림(禁止)의 뜻을 나타내는 월이
니, 그 풀이말의 씨끝은 마침법의 시킴꼴(命令形)로 되느니라.(최현배
1937: 861)
다. 화자가 청자에게 자기의 의도대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
인데 명령형으로 성립된다.(남기심 ․ 고영근 1985: 350)
라.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시킴의 개념이 언어로
표현된 월의 형식(채영희 1993: 154)

(2)의 기술에서 ‘특정한 표현’, ‘시킴꼴’, ‘명령형’ 등은 명령문의 형식 조
건이며, ‘요구’, ‘시킴이나 말림의 뜻’, ‘자기의 의도대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는 명령문의 화행 조건에 해당한다. (2라)의 정의에는 명령문의 형
식 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해당 논의에서 명령형 종결어미
등이 포함된 ‘명령문의 구성조건’을 따로 제시함으로써 명령문의 성립 요
건으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장 유형의 개념이 이미 한국어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인구어 중심으로 형성된 서법이라는 개념을 문장 유형 기
술에 사용해야 할 필요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제 한국어의 종결어미가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문장종결법’으로 규정
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윤석민(2000)에 따르면, 서법은 선어말어미
로 나타나는 문법범주이고, 문장종결법은 종결어미로 나타나는 문법범주
로 서법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문장종결법이란 ‘문장에 담긴 사태에 대

(2) 가. “명령법 문(文)을 명령문이라 하는데, ... ” (김병건, 2014: 110)
나. “국어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진술 목적, 즉 서법에 따라 평서
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으로 나뉘어진다.” (고성환, 1998: 395)

(2)와 같은 입장에서는 감탄문, 의문문, 약속문 등 모든 문장 유형을 감탄법, 의문법,
약속법과 같이 서법 범주화해야 하는데, 이는 합당한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문장
유형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법 기술상의 이득은 없고 개념상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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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화자가 청자에게 진술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가지는 문법
범주(윤석민 2010: 53)’로서 설명법, 감탄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허
락법, 경계법, 공동법의 8가지로 설정된다. 문장종결법의 설정은 본고의
문장 유형과 기본 취지가 같다. 그러나 본고가 문장종결법이라는 용어를
취하지 않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문장종결법과 문장 유형은 그 내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문
장종결법은 종결어미라는 문법 형식의12) 사용으로 실현된다. 즉 명령법에
서 화행 의미는 명령형 종결어미에 의해 부호화된다. 그러나 문장 유형으
로서 명령문은 종결어미라는 형태적 특징뿐 아니라, 행위주 주어 제약, 서
술어 결합 제약, 청자의 미래 행위 기술 등의 통사 · 의미적 특징이 모두
작용함으로써 그 화행 의미가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모든 명령문 발화가 지시 화행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종결어미
에 의해 명령의 의미가 부호화된다고 보는 견해는 명령문이 가지는 비지
시적 용법이나 조건 명령문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수행 억양으로 문장
유형이 결정되는 반말체 어미도 설명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이유는 ‘종결법’이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한국어 문장에서 종결
어미가 수행하는 기능은 화행 의미만을 부호화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대우법이라는 한국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의도 · 필연성 · 추
측 등 양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문장종결법이라는 용어는 종
결어미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포괄해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문장종결법을 화행 의미만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는 것은 종결
어미가 가지는 다른 기능을 배제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
세 번째 이유는 이선웅(2012: 250)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문장종결법
은 유형론적인 연구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용어라는 점이다. 문장종결법은
문장이 가지는 화행 의미를 나타내는 데 종결어미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
하는 한국어의 특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민(2000)에서 문장종결법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사용한 것에는 한
국어의 종결어미가 표시하는 범주를 문법 범주로서 분명히 인식시키고자
12) 윤석민(2000)의 용어는 ‘문장종결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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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타당한 견해로 여겨진다. 문장 유형이
라는 용어가 문법 범주를 가리키는 데 다소 부자연스러울지라도 이미 세
계 학계에서 널리 쓰고 있는 개념이므로 이를 한국어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애초에 서법이 동사의 굴절과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확대된 의미의 서법 개념도 한국어의 실정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미 명령문 등이 문장 유형이라는 독립적인 범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서법의 개념을 끌어들여 얻을 이점이 적다는 점에서, 본고는
한국어의 종결어미가 표시하는 문장 유형을 서법의 개념과 분리하는 견해
를 취한다.

2.1.2. 명령형 종결어미
한국어에서 문장 유형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문법적 형식은 종결어미이
다. 그러나 종결어미의 목록을 제시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명
령형 종결어미의 목록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지만, 각
각의 분류 체계와 목록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래에 대표적인 몇 가지 예
를 보인다.

합쇼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ㅂ)시오

-오

-게

-어라

-어요

-어

[표 2-1] 남기심 · 고영근(1985/1993)의 명령형 종결어미

[표 2-1]의 남기심 · 고영근(1985/1993)에서는 6등급의 경어법 체계에
따라 대표적인 명령형 어미 하나씩을 제시하였다. 논의의 목적이 명령형
종결어미의 전체 목록을 보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 여러 논의에서
대표형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확정된 전체 목록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지 않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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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높임
-(으)십시오,
-으소서,
-읍소사/으십사/읍
시사

조금더높임

조금높임

안높임

-으오/소,

-으렴, -으려무나,

-으라고요,

-구려, -구료, -게,

-어요, -지요

-게나, -어, -지

-어라/아라, -여라,
-너라, -거라,
-으라, -으라고,
-으라니까

[표 2-2] 김태엽(2001: 150)의 명령형 종결어미

[표 2-2]의 김태엽(2001)은 ‘아주높임’, ‘조금더높임’, ‘조금높임’, ‘안높
임’의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모든 명령형 어미를 제시했는데, 다른 목록에
서 볼 수 있는 ‘-(으)ㅂ시오’는 빠져있는 반면, ‘-읍소사’나 ‘-으라고요’
같은 형식은 포함되어 차이를 보인다.

일반 명령문

하십시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으)ㅂ시오
-(으)십시오

-게

-어(아/여)
라

-어(아/여)
요

-어(아/여)
-지

-(으)렴

허락 명령문

-(으)려무나
[표 2-3] 백봉자(2009)의 명령형 종결어미

[표 2-3]의 백봉자(2009)는 남기심 · 고영근(1985/1993)과 유사하지만,
하오체를 제외한 5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으)렴’과 ‘-(으)려무나’를 일
반 명령문과 구분되는 허락 명령문 어미로 둔 점이 특징적이다.

높임 등급

중간 등급

안높임 등급

간접인용구성

-(으)십시오

-소/으오, -게

-라

-라고

[표 2-4] 임동훈(2011: 327)의 명령형 종결어미

[표 2-4]의 임동훈(2011)은 ‘높임’, ‘중간’, ‘안높임’의 세 개 등급으로 나
누고, 간접인용구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 논의는 문장 유형 분류의 기
준으로 ‘높임, 중간, 안높임의 세 화계에 두루 나타나는가’와 ‘간접인용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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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명령문이 이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인 것인데, 여기서는 다른 논의들과 달리 반말체 어미 ‘-어’와 ‘어요’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합쇼

하오

-(으)십시오,

-(으)오,

-(으)소서,

-소,

-(으)옵소서

-구려

하게

해라

해요

해

-(으)려무나,
-게,

-(으)렴

-아요/어요,

-아/어,

-게나

-어라/아라,

-지요, 죠

-지

-(으)라

[표 2-5] 정종수 · 이필영(2005)의 기존 종결어미 논의 종합

[표 2-5]는 정종수 · 이필영(2005)에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종결어미
목록을 제시한 것 중 명령형 어미만 보인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권재일
(1992), 서정수(1996), 이익섭 ․ 채완(1999)가 분류한 것을 종합하여, 평
서, 의문, 명령, 청유, 약속의 다섯 가지 종결법 어미를 경어법 체계에 따
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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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등급

화자

‘ 시’
선행형

중화형

표현

타 서법

(으)라

1≥

±

○

(으)라

○

×

어

1≥

±

○

(으)라

○

서술, 의문

지

1≥

±

○

(으)라

○

서술, 의문

게

2≥

+

○

(으)라

○

서술, 의문

(으)오

3≥

+

○

(으)라

○

서술, 의문

소

3≥

+

○

(으)라

○

서술

구려

3≥

+

○

(으)라

구어체

서술

(으)ㅂ시다

3≦

+

○

자

○

×

(으)소서

4<

±

○

(으)라

○

×

어라

1≥

±

×

(으)라

○

감탄

(으)렴

1≥

±

×

(으)라

구어체

×

(으)ㄹ 것

1≥

±

×

(으)라

문어체

×

(으)ㄹ 지어다

1>

+

×

(으)라

문어체

×

(으)렷다

1>

+

×

(으)라

구어체

×

자

1≥

±

×

자

○

×

세

2≥

+

×

자

○

×

[표 2-6] 박영준(1994: 49-50)의 명령형 종결어미

[표 2-6]의 박영준(1994)는 각 종결어미의 차이를 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크게 ‘시’ 선행형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고
화청자간의 관계, 화자 조건, 문체 등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에서 ‘등급’은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 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거
나 같을 때, ≤ 는 화자가 청자보다 낮거나 같을 때, > 는 화자가 청자보
다 높을 때, < 는 화자가 청자보다 낮을 때이다. ‘화자’항은 화자가 언어
적 성년인지 여부로 나뉜다. ± 는 화자가 언어적 성년이거나 미성년인 경
우이고, + 는 화자가 언어적 성년인 경우이다. 여기에는 ‘(으)ㅂ시다’와
‘자’ 등의 청유형 어미와 ‘(으)ㄹ 것’이 어미로 포함되어 있으나 ‘-도록’은
들어있지 않다.
[표 2-1]에서 [표 2-6]이 보여주는 다양한 체계는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에서 분명한 합의를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 준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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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논의에서 명령형 종결어미는 사실상 명령문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다
루어져 왔음에도, 그 조건 자체부터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이 불분명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에서 기인된 바가 크다. 첫째, 종결어미와 문장 유형은 일대일의 대응관계
를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종결어미 ‘-(으)시어요’는 ‘제 선생님이시어
요.’와 같은 평서문, ‘벌써 가시어요?’와 같은 의문문, ‘어서 드시어요.’와
같은 명령문에서 모두 사용된다. 또 명령문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는 반말
체 종결어미는 문장 유형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13) 예를 들
어, 종결어미 ‘-어/아’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에서 두루 사용될 수 있는
데, ‘-어/아’가 결합한 문장은 문맥 정보와 수행 억양에 의해 문장 유형이
판별된다.
둘째, 특정 종결어미가 가지는 ‘명령형’이라는 지위는 그것과 화행과의
관련성 속에서 관습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정도성의 문제
이다. 따라서 공시적으로 ‘명령형 종결어미’와 ‘명령형이 아닌 종결어미’
외에 ‘명령형의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는 종결어미’처럼 모호한 성격의 어
미도 존재한다. 본래 연결어미였던 ‘-게’, ‘-도록’이 현대국어에서 명령형
종결어미로 쓰이게 된 예에서14)15) 그와 같은 변화 과정에 있는 어미의
존재를 추측해 볼 수 있다.16)
13) 박재연(1998: 27)에서는 반말체 종결어미 가운데 ‘-거든’, ‘-ㄴ걸’(평서문)이나 ‘-ㄴ
가’, ‘-ㄹ까’(의문문)와 같이 한 가지 문장 유형에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각각
에 평서형 어미, 의문형 어미의 자격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러 문
장 유형에 두루 통용되는 것이 반말의 본질이며 반말체 종결어미의 경우도 이러한 반
말의 속성을 가지고 대부분 여러 문장 유형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여러 문장
유형에 통용되는 어미로 따로 기술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옳다고 보았다.
14) 석주연(2013: 39-45)에서는 중세국어에서 [도급(到及)], [익심(益甚)]의 의미를 가지
는 연결어미였던 ‘-도록’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결과]의 의미를 얻게 되는데, [결과]
의미를 가지는 ‘V-도록 -’라는 통사적 구성에서 ‘-’가 탈락하고 ‘-도록’으로 종결
된 형식이 빈번히 쓰이면서 ‘-도록’이 종결어미적 쓰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15) 이승희(2004)에서는 명령형 종결어미 ‘-게’가 ‘-게 여라, -게 소’에서 ‘-’ 이하
가 생략됨으로써 19세기에 새로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16) 그 대표적인 예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그럴 거면 집에 가든지’에서와 같은 ‘-든지’
이다. ‘-든지’는 현재 사전에서 명령형 종결어미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종결어미로서의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어미들이 결합
한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종결어미처럼 쓰이는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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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어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명령형 종결어미로 등재된 표제어를 검토하고자 한
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 국어에서 명령
형 종결어미로 기능할 수 있는 어미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명령형 어미 중 대표형만을 제시하지 않고, 한국어의 명령형 종결어미를
총망라해 보이기 위함이다.
특정 종결어미가 가지는 ‘명령형’이라는 지위가 정도성의 문제라는 것은
총망라된 명령형 종결어미들을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
음을 뜻한다. 명령이라는 기능과 보다 긴밀한 관련을 맺는 형태와 상대적
으로 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형태가 모두 ‘명령형 종결어미’에 포함된
다. 이에 본고는 검토 대상으로 삼는 종결어미를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명령문 전용의 종결어미, 둘째, 명령문
을 포함한 여러 문장 유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종결어미, 셋째, 본래 다른
기능을 수행하던 형식이지만 현재 명령형 종결어미로서 그 지위를 획득했
거나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다. 이들 세 부류의 종결어미
는 모두 명령문의 형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각은 ‘명령문 종결어
미’라는 속성에서 전형성 위계를 형성한다. 대체로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어미들은 비전형적인 종결어미이다.
2.1.2.1. 명령형 전용의 종결어미
이제 첫 번째, 명령의 종결어미로 기술된 것부터 살펴보자. 이들은《표
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종결어미 가운데 뜻풀이에서 ‘명령의 뜻을 나타
내는’,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령형’과 같은 기술
이 제시된 것을 추린 것이다. 본고는 편의상 이를 ‘명령형 전용의 종결어
미’라 할 것이다.

지’에 대해서는 2.1.2.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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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경어법
합쇼체

명령형
전용어미

종결어미
-(으)ㅂ시오, -(으)시압, -(으)십시오, -(으)시라, (으)소서, -(으)옵소서

하게체

-게나

해라체
하라

-거라, -ㄴ, -너라, -(으)렴, -(으)려무나, -도록
-(으)라

[표 2-7] 《표준국어대사전》의 명령형 전용 종결어미

[표 2-7]에 제시한 종결어미들은 명령형 전용의 어미로서, 대체로 가장
전형성이 높은 부류에 속한다. 이들은 전형적인 명령형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명령문을 형성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
미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적인 예로, 합쇼체에 포함된 ‘-(으)ㅂ시오’와 ‘-(으)시압’은 현대 국
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 ‘-(으)ㅂ시오’는 ‘어서 자리에 듭시오’와
같이 의고적인 말에서나 그 쓰임을 볼 수 있고, 그 준말인 ‘-(으)ㅂ쇼’는
‘어서 옵쇼’와 같이 특정 화맥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
에 ‘식사 합쇼’, ‘수고 합쇼’와 같은 예들이 발견되나 이는 다소 장난스러
운 발화로 여겨지며, 대우법 등급상으로도 가장 높은 단계인 ‘합쇼체’보다
는 낮은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17)
‘-(으)시압’은 17세기 언간에서 등장한 ‘하압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하압체’는 주로 부부간 언간에서 ‘하압쇼셔’의 ‘-쇼셔’가 빈번히 생
략되어 쓰이면서 그 자체로 종결형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평서문, 의문
문, 명령문에서 두루 사용되었다. ‘하압체’는 부부간 쓰임에서 점차 분포
가 확대되었으나, 19세기말에 이르면 평서문과 의문문에서의 쓰임은 사라
지고 명령문에서만 발견된다. 주로 신문이나 공고문에서 ‘-(으)시압’의
형태로 사용되면서 명령형 종결어미화하였으나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문
17) ‘-(으)ㅂ쇼’는 가장 높은 등급의 청자대우법 명칭인 ‘합쇼체’에 쓰인 어미이다. 이선웅
(2012: 375)에서는 2002년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문법에서 국어의 청자대우법 중 가
장 높은 등급에 대한 용어인 ‘합쇼체’를 ‘하십시오체’로 바꾼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국
어에서 이미 ‘-(으)ㅂ쇼’가 거의 쓰이지 않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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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찾기 어렵다.18)
[표 2-7]에서 하게체에 포함된 ‘-게나’는 다른 논의들에서 자주 언급
되진 않았지만 명령형 전용 어미로서의 자격은 충분해 보인다. 사전에서
는 ‘명령형으로 쓰이는 ‘-게’의 뜻을 좀 더 친근하게 나타내는 종결 어미’
로 풀이되어 있다. 아래 (3가, 나)와 같이 ‘-게’는 명령형뿐 아니라 의문
형 어미로도 사용되지만, ‘-게나’는 (3다)와 같은 명령형으로밖에 사용되
지 않는다. 이것을 고영근(1974: 143)에서는 허락형 어미로 분류한 바
있으나, (3다)와 같은 예가 허락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
다. ‘-게나’와 함께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로 자주 거론되어 온 것
으로 ‘-(으)렴’과 ‘-(으)려무나’가 있다. 이들 종결어미가 나타내는 허락
의 의미는 종종 허락문을 명령문에서 독립시키는 근거가 되어 왔지만,19)
본고는 허락문을 독립적인 범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3.에서 다룰 것이다.
(3) 가. 돈은 벌어 어디에 쓰게?
나. 자네 이것 좀 보게.
다. 자네 이것 좀 보게나.

[표 2-7]에서의 또 다른 특징적인 어미는 종결어미 ‘-(으)시라’와 ‘(으)라’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명령문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과 분포를 보
이는 일명 ‘절대 명령’을 형성한다. ‘-(으)라’가 형성하는 아래 (4)의 예
들을 살펴보자.
18) ‘-(으)시압’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을 청하거나 정중한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주로 알리는 글 따위에 쓰인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17세기 부부간 언간에서만 발견되던 ‘하압체’는 20세기경 종결어미화한 이후에도 청자
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간접 명령에 사용되는 종결어미로 그 사용 영역이 상당히 제한
되어 있었다. 신문 기사에서 발견되는 ‘-(으)시압’의 마지막 용례는 1964년 5월 22일
자 동아일보 3면에 실린 알림란에 있는 것이다. 아래에 그 예를 보인다.
(3) 高大國語國文學會野遊會(고대국어국문학회야유회)=24日金谷陵(일금곡릉) 8時(시)
40分(분)까지 韓一交通駐車場(한일교통주차장)으로 모이시압.
19) 대표적인 논의로 윤석민(2000)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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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이기고 돌아오라 대한의 용사들(군가의 일부)
나. 물음에 알맞은 답의 기호를 고르라.(문제지의 지시문)
(고영근 1976: 35)

고영근(1976: 35-6)에서는 (4)와 같은 ‘-(으)라’ 명령문을 간접 명령으
로 규정한다. 간접 명령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는 공개적인 상
황에 쓰이는 명령으로, 청자가 모든 계층에 걸치고 있으므로 상대높임에
서 중화된 형식인 ‘-(으)라’가 쓰인다고 하였다. 간접 명령의 또 다른 특
징은 단독적 장면에 사용된다는 것인데, 단독적 장면(單獨的 場面)이란
‘화자가 청자를 직접 의식하지 않으므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
가 맺어질 수 없고, 따라서 존비의 등급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일반적인 명령문이 ‘청자가 반드시 대화에 참여하므로 화자와의 사
회적 관계에 따라 결어법의 한 범주인 존비법이 표시되는’ 상관적 장면
(相關的 場面)에 사용되는 것과 대비된다.
임홍빈(1983)에서 ‘-(으)라’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표현법’인 절대문의 일종으로서 논의되었다.20) (4)와 같은 문장은
절대 명령문으로서, 절대 명령이란 발화 장면에 주어진 어느 특정한 청자
를 상대로 한 명령이 아니라 추상적인 청자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논의에서는 고영근(1976)이 ‘-(으)라’ 명령의 특징을 대부분 밝혔
다고 하였으나, 공개적인 상황일지라도 구체적인 청중이 존재할 경우에는
‘-(으)라’가 쓰일 수 없으므로 ‘공개적’ 상황에 쓰인다는 설명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간접 명령이란 명명은 간접 인용과 형식상의 유
사성을 중시한 것이나 절대 명령은 간접 인용과 동일한 구성적 원리로 설
명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간접 인용은 어떤 구체적인 화자
20) 절대문 부류에는 평서형 어미 ‘-다’가 결합한 절대 평서문과 ‘-(으)라’가 결합한 절대
명령문이 있다. 절대 평서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임홍빈 1983:
97).
(4) 가.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다.
나. 어제 아버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다.
다. 대도 조세형이 시민의 신고로 비로소 잡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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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체적인 청자에 대하여 한 말을 전달하거나 기술하는 것이므로 절대
문의 성격과 동질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둘째, 절대문에서는 호칭어가
나타날 수 있으나 간접 인용에서는 나타날 수 없고, 셋째, 간접 인용에
‘하시라’와 같은 동일한 형식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절대 명령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임홍빈 1983: 118-9).
명령이란 본질적으로 청자의 존재를 상정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절대
명령문은 발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청자가 아닌 화자의 마음
속에 있는 추상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으)라’ 명령은 공개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우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임홍빈(1983)에서 지적된 것처럼, ‘-(으)라’ 명령은 국어의 모
든 문장은 어떻든 공손법상 반드시 어떤 하나의 등급에는 속해야 한다는
기존의 사고를 필수적으로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표 2-7]에서 ‘-(으)시
라’가 합쇼체에 포함된 것이나, ‘하라체’가 다른 경어법 등급과 계열을 이
루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편의적인 기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으)시압’, ‘-게나’, ‘-(으)라’ 등을 포함해서 [표
2-7]의 어미들은 모두 명령형 종결어미로서, 이들이 결합한 문장은 종결
어미라는 핵심 속성을 갖춘 명령문으로 판별된다. 다만 비교적 사용 빈도
가 낮은 ‘-(으)ㅂ시오’, ‘-(으)시압’이나 ‘-거라’, ‘-너라’ 등은 본고에서
예로 다루지 않는다.
2.1.2.2. 통용 종결어미
이제 두 번째, 명령문을 포함한 여러 문장 유형에 두루 쓰일 수 있는
어미를 살펴보자.《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종결어미 가운데 뜻풀이에
서 ‘설명ㆍ의문ㆍ명령ㆍ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등과 같이 명령
과 함께 다른 문장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고 기술된 것들을 추린 것이다.
본고는 편의상 이를 ‘통용 종결어미’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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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통용
어미

경어법

종결어미

하오체

-(으)오, -(으)우, -구려

하게체

-게

해라체
해요체
해체

-어라/아라, -(으)라니까, -여라, -(으)렷다, -(으)ㄹ지
니라, -(으)ㄹ지라, -(으)ㄹ지어다, -(으)ㄹ지로다
-(으)시어요, -어요/아요/여요, -지요
-어/아, -여, -지, -고, -라고

[표 2-8] 《표준국어대사전》의 통용 종결어미

[표 2-8]에서 해라체에 속하면서 진술과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는 ‘-(으)
ㄹ지니라, -(으)ㄹ지라, -(으)ㄹ지어다, -(으)ㄹ지로다’는 선행연구에서
명령형 종결어미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다.
‘-(으)ㄹ지어다’는 金奎植(1909: 80-1), 安廓(1923: 72-3), 양인석
(1976: 126)에서 명령형 어미로 제시된 바 있고, 박영준(1991: 46)에서
는 ‘-(으)ㄹ지어다’를 명령형 어미에 포함하고 ‘-(으)ㄹ지니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전의 뜻풀이 역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여 여타의 명령형 어미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21) 그
러나 이들이 결합한 문장이 지시 화행을 나타내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고,
명령문으로 쓰이는 빈도가 낮다는 점, 그리고 출현하는 예가 성경(聖經)
등에 편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여타의 전용어미, 혹은 통
용어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22) 본고는 이들을 명령
21) ‘-(으)ㄹ지로다’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시적으로 ‘명령’의 의미를 가진다고
풀이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땅히 그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렇게 할 것을 요구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라는 기술에서 명령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제시한 예
인 ‘학생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할지로다.’도 지시 화행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명령
형 어미로 판단하였다.
22) ‘-(으)ㄹ지로다, -(으)ㄹ지라, -(으)ㄹ지어다, -(으)ㄹ지니라’ 등이 쓰인 문장들을 보면
수행 화행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진술 화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보기 어
려운 예들도 상당히 많다. 아래에서 (5가)는 맥락에 따라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라’는
지시의 의미나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라는 당위의 진술 의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5나)의 경우도, ‘땀에서 보람을 찾아라’와 같은 지시와 ‘땀에서 보람을 찾을
것이다’와 같은 진술의 해석이 가능하다. (5다)는 진술의 의미만을 가질 뿐 지시로 해
석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이들 종결어미는 (5라)의 예와 같이 번역 성경에서 자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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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핵심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에는 포함하지만,
원형성이 떨어지는 부류로 파악한다.
위 [표 2-8]에 제시된 통용 종결어미들은 명령문 외에 한 개 이상의
문장 유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발화 맥락과 억양을 통해 유형이
구분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이들이 형성하는 문장 유
형은 명령문을 제외하면 아래 [표 2-9]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평서문,
의문문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으)시어요,

-어/아,

-(으)오,

-어요/아요,

-(으)우,

-여, -여요,

-라고

-지, -지요(죠)

-(으)라니까,
-(으)렷다,
통용

-(으)ㄹ지니라,

-고,

어미

-(으)ㄹ지라,

-게

-(으)ㄹ지어다,

-어라/아라,
-여라,
-구려

-(으)ㄹ지로다
[표 2-9] 명령문을 형성하는 통용 어미의 사용 영역

[표 2-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통용 종결어미 가운데 해체와 해요체는
대부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의 모든 문장 유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박재연(1998)에 따르면 ‘-어’와 ‘-어요’ 등의 반말체 어미가 종
결어미로서 문장 유형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본래 다른
기능을 수행하던 요소가 나중에 종결어미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
문이다. 반말체 어미는 비록 명령형 종결어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위주
주어 제약, 서술어 결합 제약, 청자의 미래 행위 기술 등의 다른 명령문
속성과 함께 나타났을 때 명령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령문의 형
된다.
(5) 가.
나.
다.
라.

아무리 화가 나도 참을지로다.
땀에서 보람을 찾을지라.
그대의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하박국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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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2.1.2.3. 명령 기능을 가지는 유사 어미
지금까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명령형 종결어미를 확인하
였다. 본고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낮거나 명령형 어미로서의 성격
이 분명하지 않은 어미들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목록에 포함하는 비교적
느슨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종결어미가 명령문의 원형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속성일 뿐 명령문과 비-명령문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명령형 종결어미 판별에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공시적으로 닫힌 집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 국어에서 명령형 어미처럼 기능하는 형식
들도 존재한다. 본 목(目)에서는 새로이 명령형 종결어미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거나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판단되는 어미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본고는 편의상 이를 ‘명령 기능을 가지는 유사 어미’라 할 것이다.
명령 기능을 가지는 유사 어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종결 형식 ‘-든
지/-든가’와 ‘-(으)ㄹ 것’, 그리고 ‘-엇/앗’ 등이다. 특히 ‘-(으)ㄹ 것’을
포함해서, 현재로서는 이들 형식에 대해서 종결어미화라는 술어를 적용하
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 문숙영(2015)에서는 ‘-든지/-든
가’와 ‘-(으)ㄹ 것’ 등을 탈종속화로 설명하고 있는데, 탈종속화란 종속절
이나 의존적 구성이 주절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다. 이 개념은 어말 형식이 종결어미로 완전히 굳어졌는가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지지 않고도, 해당 구성이 주절처럼 쓰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본고가 세 번째 부류로 다루고 있는
명령의 종결 형식은 탈종속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먼저 ‘-든지/-든가’부터 살펴보자.23) ‘-든지/-든가’는 대부분의 사전류
23) 구어에서 ‘-든지’와 함께 흔히 쓰이는 ‘-든가’는 그 의미와 분포가 ‘-든지’와 거의 유
사하다. 고비비(2013)에서는 ‘-든지’와 동일한 검증 기준을 통해 ‘-든가’에 대해서도 명
령형 종결어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타박’이라고 주장하였
다.

- 32 -

에서 보조사나 연결어미라고만 기술되어 있으나, 종결어미처럼 후행 동사
없이 단독으로 문장을 끝내는 예도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들은 보조사나 연결어미로 쓰이는 경우와는 달리 지시 화행을 수
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든지/-든가’의 종결어미화를 의심해 볼 수 있
다.
고비비(2013)은 후행동사 없이 단독으로 문장을 끝내는 경우의 ‘-든지
/-든가’에 대해 반말체 종결어미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논의이다. 이 논문
에서는 그 근거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종결어미처럼 쓰이는
‘-든지/-든가’는 첫째, 연결어미나 보조사일 때와는 달리 명령의 발화수
반력을 가진다. 둘째, 이 경우에 주로 동사와만 결합하고, 형용사나 계사
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셋째, ‘-든지/-든가’ 뒤에 ‘하다’ 등의 동사가 생
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예가 많다. 넷째, 후행 동사 없이 ‘-든지/-든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예의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섯째, 청자 대
우와 관련되는 요소인 ‘-요’가 통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결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달리 종결어미처럼 쓰이는 경우
에는 부정문에서 ‘-지 말-’을 쓴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것은 문숙영
(2015: 14)에서 논의된 것으로 아래 (5)는 그 예이다.
(5) 가. 가기 싫으면 난 가지 {않든지 한다, ?말든지 한다.}
나. 이렇게 협조 안 할 것이면 아예 오지를 {말든지, *않든지.}

‘-든지/-든가’의 종결어미화에 대한 이상의 주장과 근거에는 상당한 설
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대 국어의 ‘-어’, ‘-지’, ‘-ㄴ데’ 등 여러 반말체
종결어미가 연결어미로부터 형성되었음을(박재연 1998: 44-60) 고려할
때, 연결어미 ‘-든지/-든가’가 종결어미화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종결
어미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반말
체 종결어미가 문장 유형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 데 반해 ‘-든지
/-든가’가 주로 명령형으로 쓰인다는 점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은 애초의 연결어미로서의 용법 차이에서부터 기인했을 수 있다. 연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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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된 ‘-든지/-든가’ 뒤 후행 동사는 평서형이나 의문형에 비해 명
령형 어미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중된 분포가
‘-든지’가 종결어미화하면서 지시 화행을 나타내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24)
‘-든지/-든가’가 종결어미화했다고 전제하면 그것은 어떤 종류이든 화
행을 수행할 터인데, 그것을 지시 화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우선 종결 형식 ‘-든지/-든가’가 수행하는 화행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6) 가. 일찌감치 장가나 가든지.
가'. 일찌감치 장가나 가든지 {해라, 해, *한다, *하니?}
나. 그럼 하지 말든지.
다. 자신 없으면 포기하시든가.
(7) 가. 그러면 전화로 미리 못 오겠다고 하든지..,
나. 미리 말을 해 주든가.

(6)과 (7)은 모두 ‘-든지’와 ‘-든가’로 종결된 문장이지만, (6)의 명제
내용은 청자의 미래 행위에 대한 것이고 (7)은 청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것이다.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6)이지만,
이것도 청자에게 분명하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권유나 제안 정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전형적인 명
령문에 비해 명령의 강도가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문
숙영(2015: 17)에서는 ‘-든지/-든가’의 탈종속화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
하였다. Evans(2007: 389-93)에 따르면 탈종속화의 가장 흔한 유형이
명령, 경고, 훈계 등과 같은, 대인간 통제(interpersonal control)와 관련된
환경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체면위협행위를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효
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든지/-든가’의 발화수반력이 정규 종결어미보다
24) 석주연(2013)에서 18세기 말엽 [결과] 의미를 가지는 ‘-도록 -’가 청자가 행위 주
체인 문맥에서 명령문을 형성하는 데 빈번히 사용된 것이 현대 국어에서 ‘-도록’이 명
령의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연원으로 추측한 것과 동일한 논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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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한 것은 후행동사가 생략되는 탈종속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6)과 같은 문장이 수행하는 권유나 제안 화행은 일반적인 명령문이 수
행하는 화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25) (6가)의 경우 ‘-든지’
뒤에 ‘하다’ 등의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복원한
다면 (6가')처럼 평서형이나 의문형이 아닌 명령형 어미 ‘-해라’, 또는 ‘해’가 적합하다는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또한 (6나)에서 ‘-든지’가 부정소
로 ‘아니’나 ‘못’이 아닌 ‘말-’을 선택한다는 점은

‘-든지’가 형성하는 문

장의 유형을 명령문으로 분류할 통사적 근거를 제시한다.
한편 (7)은 화자가 바라는 상황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행위와 관련된다
는 점에서 지시 화행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에 청자가 여러
가능한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지 않았음을 나무라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표 화행(expressives)에 가까우며,26) 문장 유형은 평
서문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든지’와 ‘-든가’가 형성하는 문
장은 명제 내용이 청자의 미래 행위와 관련되는지, 아니면 과거 행위와
관련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각각에서 이들 어미는 지시 화행과 정
표 화행을 수행한다. ‘-든지’ 및 ‘-든가’를 종결어미라고 한다면, 이들은
명령문과 평서문을 형성하는 통용어미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검토해 볼 명령 형식은 ‘-(으)ㄹ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결합한 ‘-(으)ㄹ 것’은 ‘-든지/-든가’와 마찬가지로 탈종속
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양인석(1976)에서 ‘-(으)ㄹ 것’의 뒤에 ‘명
령하다/부탁하다/요청하다’ 등의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으)ㄹ 것’
은 불완전문의 일부분일 뿐 독자적인 명령표현의 어미로 해석될 수 없다
는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사전류를 비롯해 임홍빈(1984), 박금자(1987),
고성환(2003) 등 많은 논의는 ‘-(으)ㄹ 것’을 독자적인 문장종결형식으
로 파악하고 있다. 생략된 상위문의 동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지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박금자 1987: 78-9), ‘명령하다/부탁하다/요청하다’
25) 지시 화행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는 2.2.3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6) 고비비(2013)에서는 ‘미리 말을 해 주든가’에서와 같은 ‘-든가’의 의미를 ‘타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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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복구한 문장과 ‘-(으)ㄹ 것’으로 종결된 문장이 서로 대치되어 쓰이
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고성환 2003: 136).
현재로서는 ‘-(으)ㄹ 것’에 종결어미라는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지만,27)
그것이 수행하는 지시 화행의 성격은 ‘-든지/-든가’에 비하면 매우 분명
하다. ‘-(으)ㄹ 것’은 평서문에서 화자의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되는데, 이것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그
것이 2인칭 행위주 주어를 취하면서 명제 내용이 청자의 미래 행위일 때
로 제한된다. 다음 예를 보자.
(8) 가. 김제동 “해외서 녹화 초청 많아, 꼭 갈 것”
나. 이곳에서 담배 피우지 말 것.

(8)의 두 가지 문장을 접한 청자가 (8가)와 (8나) 중 후자만을 지시로
해석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2인칭 행위주 주어를 가지며 청자의 미래 행
위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8나)에 대한 지시 해석은 이 두 가지 점
에 기초한 추론의 결과로 볼 수 있다.28)
한편 Portner(2004: 237-9)에서는 명령문의 사용을 청자의 ‘해야 할
일 목록(To-Do List)’에 속성(property)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만약 어떤 행위 α가 ‘해야 할 일 목록(TDL)’에 있음을 화자와 청자가 받
아들인다면, 그 사실에 의하여 청자가 행위 α를 수행할 것을 화자와 청자
가 받아들이게 된다. TDL에 추가되는 속성이란 청자에 의해서만 참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명령문의 명제 내용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 ‘-(으)ㄹ
것’이 지시 행위로 해석되는 것은 Portner(2004)에서 명령을 규정하는 방
식과 유사한 인지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준시 당시 아직 발
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ㄹ’

27) 이현희(1982: 158-9)는 중세국어에서 ‘-ㄴ가’, ‘-ㄴ’, ‘-ㄴ디’ 등이 통시적으로 ‘관
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의 구조에서 종결어미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8) 본고는 지시 화행이 명령형 종결어미에 의해 부호화되는 것이 아니라, 종결어미와 행
위주 주어 제약, 서술어 결합 제약, 청자의 미래 행위 기술 등의 통사 · 의미적 특징이
모두 결합함으로써 그 의미가 도출된다고 주장하였다. 2.1.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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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29) 의존명사 ‘것(thing)’은 청자가 행위주가 되는 행위 내용과 결합함으
로써, 청자의 미래 행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서 대상화하게 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대상화한 청자의 미래 행위를 발화하는 행위는, 청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를 해야 할 일의 하나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
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점차 ‘-(으)ㄹ 것’은 그 자체로 지시 화행이라
는 의미 기능을 획득하게 되었을 것이다.
‘-(으)ㄹ 것’이 여타 명령형 종결어미와 같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그 용법에 있어서는 일반 어미와 구분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으)ㄹ 것’은 화자가 청자를 대면하지 않은 경우에서만 쓰일 수 있으
며, 비교적 형식적이거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이 형식은 게시판
의 공고문이나 메모와 같은 문어에서, 또는 군대 내 방송과 같은 구어에
서 주로 접할 수 있다. 때문에 ‘-(으)라’ 명령문과 같이 ‘단독적 장면’에
쓰인다고 설명되기도 하였으나,30) 고영근(1976: 17)의 정의에 따르면
‘단독적 장면’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31) ‘단독적 장면’은 ‘화자는 청자
를 직접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존비의 등분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지만, ‘-(으)ㄹ
것’ 명령은 청자의 집합이 화자보다 상위의 대상인 것이 분명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 (9)의 예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9) 신입 사원이 과장에게 쓴 메모
*

오늘 내로 보고서 확인 후 결재할 것.

‘-(으)ㄹ 것’ 명령이 불특정 다수의 청자에게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자 집합이 상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화자와 청자가 서로 비슷하
거나 청자보다 화자가 상위의 대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할

29) Lee(1991: 77-8), 임동훈(2008: 240)에서 재인용.
30)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으)라’ 명령에서는 ‘이여’가 사용되는 호격어가 나타날 수 있
지만, ‘-(으)ㄹ 것’ 명령에서는 호격어가 전혀 나타나지 못한다.
31) 박금자(1987: 80), 고성환(2003: 147)에서는 ‘-도록’은 상관적 장면에서, ‘-(으)ㄹ 것’
은 단독적 장면에서 쓰인다고 하여 둘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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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윤석민(2000)에서 제안한 ‘-엇/앗’
이다. 이 논의에서는 ‘-엇/앗’을 ‘-어/아라’의 ‘-어/아’와 강조의 ‘-ㅅ’이
결합한 것으로 보고, ‘-어/아라’와는 (10)과 같이 분명한 의미 기능상의
차이를 지니므로 명령법 문장종결형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10) (구령에서) 가. 앞으로 갓.
나. *앞으로 가라.

윤석민(2000)에서는 명령법 문장종결형 ‘-엇/앗’이 해라체의 대우상의 등
급을 가지는 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히 청자의 실행을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엇/앗’이 하나의 종결어미라는 견해
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어/아’에 결합된 것으로 본 ‘-ㅅ’은 문장
끝에 부여한 강세의 음향적 요소가 형태에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아래 (11)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상황에서 ‘-ㅅ’이 결합한 형태
와 결합하지 않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 ‘-ㅅ’이 결합할 수 없는
구령도 다수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또한 ‘-엇/앗’이 종결어미로 굳
어진 형태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군대 (내의) 상황, 특히 구령과
같은 특수한 화맥에서만 사용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화자가 청자의 실행
을 강조할 때 (12)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나 부정 명령문에서 왜 ‘엇/앗’을 사용할 수 없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11) 가. 뒤로 돌아!
가′. 뒤로 돌앗!
나. *우향 웃!
다. *편히 쉬엇!
(12) 가. (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 먹엇.
나. *떠들지 맛.

비록 ‘-엇/앗’을 하나의 명령형 종결어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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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 ‘-엇/앗’의 구체적
인 기능에 있어서는 ‘실행의 강조’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엇/앗’이 결합한 명령은 여러 사람이 특정 동작을 일제히 취하도
록 하기 위한 구령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요구 행위를 ‘좀 떨어진 미
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엇/앗’이 사용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
은 ‘-엇/앗’의 기능이 요구되는 행위의 실행 시점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명령문이 시제를 가지는 일부 언어에서 ‘즉각 명
령(immediate imperative)’과 ‘지연 명령(delayed imperative)’의 이분 체
계를 가지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엇/앗’의 경우는 ‘지연’과 대응되는
쌍을 가지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수행을 요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여러 청자가 일제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행위의 시작 시점을 통일시
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발화 직후’를 강조할 수 있는 형태를 사
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을 명령형 전용의 종결어미,
여러 문장 유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통용어미, 명령 기능을 가지는 유사
어미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류는 명령형 어미들
의 지위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명령형 종결어미 중에서도 보
다 원형적인 부류와 비원형적인 부류가 있으며, 명령문을 형성하는 것으
로 보이는 종결어미 중 정규 종결어미로 분류되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점
은 명령문을 판별하는 데 종결어미 외에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는 것을 보여 준다.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다
음 항(項)에서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지지 않지만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
는 형식들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기로 하자.

2.1.3. 불완전문과 그 외 특이 용법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방법, 또는 금지하는 방법은 실로 다양
하다.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명령문
은 종종 체면 위협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화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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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나타내는 데 명령문의 형식 이외에 다른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본
항에서는 명령문으로 볼 수 없는 명령의 형식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무동사문, 생략문, 명사화문과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서 내용과 형식이 완
전하지 못한 불완전문과 특정 화맥에서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빈번하게 쓰이는 특이 용법이 포함된다.
한국어에서는 서술어 없이 한 두개의 단어만으로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표현 방식이 흔히 발견된다. 특히 알림글이나 표지판 등에서는 명사구만
으로 지시 화행을 수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금지 의미를 가지는 한자어
가 사용된다.
(13) 가. 진입금지, 흡연금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
나. 흠연금지구역, 수영금지구역, 통행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 ...
다. 화기엄금, 촉수엄금, 출입엄금 ...
라. 금연, 감속, 정숙
마. 사격 중지!, 정지!
(14) 물!

(13)은 부정소 없이 명사구만으로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예들을 보여 준
다. 특히 (13가, 나, 다)의 ‘금지’, ‘금지구역’, ‘엄금’과 같은 경우는 생산
적으로 사용되는 금지 전략이다. (13라)의 예들은 한 단어만으로 특정 행
위를 못하게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각각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합니다’,
‘속도를 줄이시오’, ‘떠들지 마시오(조용히 하시오)’와 같은 요구를 나타낸
다. (13마)는 다른 예들과 달리 구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청자
가 발화시 사격이나 행군같은 특정 행위를 진행중일 때에만 그 행위를 멈
추라는 지시로서 기능할 수 있다. (14)의 ‘물’은 그 자체가 금지 의미를
가지지도 않고, 서술성 명사도 아니지만 특정 맥락에서 ‘물을 가지고 오
라’는 지시로서 기능할 수 있다. (14)를 포함해서, (13)과 같은 불완전문
들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는 맥락 의존도가 매우 높다.
부사나 감탄사가 그 자체로 지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천천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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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표지판은 ‘속도를 줄이라’ 또는 ‘천천히 운전하라’는 요구를 나
타낸다. 또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빠르게!’라고 말한다
면 그것은 ‘빠르게 연주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부사 ‘그만’은 때로 서술
어 없이도 행위를 중지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전달되기도 한다.32) 가령 사
탕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그만!’이라고 말한다면, ‘떼
쓰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감탄사 중에는 ‘쉿!’, ‘아서’, ‘아서라’ 등이
지시 또는 금지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쉿!’은 조용히 하라는 의미이며,
‘아서’나 ‘아서라’는 발화 시점에서 청자가 행하려고 하거나 행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발화이다. ‘아서라’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
만, ‘아서’는 ‘아서, 그러면 못써’처럼 뒤에 금지문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
다.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도 안내 표지판이나 일상 구어에서 자주 사용된
다.
(15) 가. 저속차량 우측으로
나. 옥상으로.
다. 창가쪽으루요.

(15가)는 도로 교통 표지판의 문구로서 ‘천천히 운전하는 차량은 우측 차
선을 이용하라’는 의미이다. (15나, 다)는 드라마 대본에서 발견된 표현으
로, (15나)는 화자가 청자에게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것을, (15다)는 이
삿짐을 옮기고 있는 청자에게 ‘침대를 창가쪽으로 놓아달라’는 것을 지시
하고 있다. 명사와 조사 결합형에서 조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으)로’가
사용되어 그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것을 함축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
이 지시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역시 맥락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동사 없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유형 중에는 화자가 요구하는 것을 나
타내는 명사구에 ‘-이다’가 결합한 형식도 있다. 냉면을 파는 식당에서

32) 4.2.2.에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결합해 ‘중지 명령’을 나타내는 ‘그만’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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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여기 비빔 둘이요’라고 하거나, 놀이공원 매표소에서 ‘어른 둘에 아
이 둘이요’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언어 사용 집단의 측면에서 보면, 불완전문이 가장 흔히 쓰이는
집단은 군대라고 할 수 있다. 군대에서 사용되는 구령(口令)이나 생략문
은 불완전문이 지시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16) 가. 경례, 번호, 바로, 주목, 차렷, 어깨 총, 우향 우...
나. 뒤로 돌아, 뛰어 가, 제자리에 앉아, 헤쳐 모여, 서서 쏴, 우로 봐...
다. 앞으로 나란히, 우로 나란히, 동작 그만
(17) 출발!, 이동!

(16)은 군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령들을 일부 보인 것이다. 구령은 모두
품사 분류상 감탄사에 해당되지만, 각각의 구성 방식은 다양하다. (16가)
는 명사나 어근, (16나)는 동사형, (16다)는 부사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뒤로 돌아’나 ‘뛰어 가’처럼 예령과 동령으로 구성된 구령이 있는가 하면,
‘경계’, ‘주목’, ‘바로’처럼 동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구령도 있다.33) (17)은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서술성 명사 예를 든 것이다. 이같은 구령이나 생
략문은 일반적인 명령문에 비해 덜 공손하게 느껴지고, 즉각적인 수행을
요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상당한 체면위협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
은 표현은 군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성격, 즉 지시에 따른 무례함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특성으로 인해 군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7)의 예와 같은 생략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있는 온전한 명령문
에 비해 덜 공손하게 여겨진다. 군에서 서술성 명사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 차 한 잔만.’과 같은 발화도 상당히 무례하게 느
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33) 예령은 구령의 처음 부분으로, 어떤 동작인가를 알려 그 동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령은 실제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는 구령의 끝부분을 말
한다. ‘뒤로 돌아’나 ‘앞으로 가’에서 ‘뒤로’와 ‘앞으로’는 예령이며, ‘돌아’와 ‘가’는 동령
이다. 군에서 사용되는 구령이 예령(preparatory part)과 동령(executive part)으로 구
성되는 것은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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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저.... 에이포 지 좀...
나. 피디님, 저 물....

(18)과 같은 발화는 매우 조심스럽고 공손한 요청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말끝을 흐리면서 생략하는 방법은 지시나 요청 행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가져 올 체면위협행위를 피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인데,
Brown and Levinson(1987: 227)에서는 문장을 완성하지 않고 생략하는
방식이 청자가 상위의 대상일 때 선호되는 요청 전략의 하나라는 점을 밝
혔는데, 대표적으로 Tamil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명령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현대 국어에서 명령 기능을 수행하
는 또 다른 유형은 평서문과 의문문이 특이한 용법으로 사용되면서 명령
문인 것처럼 쓰이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청자의 미래 행위를 현재 시제의 평서문으로 기술하
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박재연(2015), 박금자(1987) 등에서 간접 화행
으로 설명되었는데,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수행하는 여타의 간접 화행이
지극히 규범적인 용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아래 (19)와 같은 예들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19) 가. 행동 빨리빨리 합니다.
나. 지금부터 숙소까지 구보로 이동한다. (뛰어 갓!)
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큰 소리로 대답하도록 한다. (홍길동!)
(20) 1중대는 21시까지 집결지에 집결한다.

(19가)와 (19나, 다)는 각각 ‘-ㅂ니다’와 ‘-ㄴ다’가 사용된 평서문이 명
령의 효력을 가지는 예를 보인 것이다. (19다)는 ‘-도록 한다’가 명령을
나타내는 데 관용구처럼 쓰이는 경우를 보여 준다. 이들 예는 모두 청자
의 미래 행위를 이미 실현된 것처럼 무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
이하다. 문맥 정보가 충분할 때, 미래 행위를 현재 시제로 나타내는 경우
가 있기는 하지만 그때의 주어는 대개 1인칭이므로 (19)의 용법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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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
(19)의 예들은 모두 군대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19가)와 같은 표현은
훈련 조교가 훈련병 또는 교육생에게 지시를 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형식이다. 반면 (19나, 다)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쓸 수 있는 표현
이지만, (19가)와 같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예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발화 직후에 ‘뛰어 갓!’, ‘홍길동!’이나, ‘실시!’, ‘알겠나?’와 같
이 진술이 아니라 명령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발화가 흔히 뒤따른다.
Aikhenvald(2010: 342)에서는 명령 전략(imperative strategies)과 명령
형식(command forms), 명령문(imperatives)의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데, 명령 전략이 점차 관습화되면 가용한 명령 형식으로 재해석되고, 명령
형식은 다시 적합한 명령문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이
에 따르면 ‘-ㅂ니다’와 ‘-ㄴ다는 각각 명령 형식과 명령 전략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가)와 같은 용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직책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최대한 체면 위협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매번 명령문을 대체
해 사용되면서 일종의 조교 말투로서 굳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상
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경우 쓸 수 있는 명령 표현이 다양하게 존재
할 뿐 아니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체면 위협이
용인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19나, 다)와 같은 전략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19)와 같은 용법은 화자가 청자를 대면한 상황에서, 발화 직후
명령 수행이 요구될 때(즉각 명령) 사용된다. (20)과 같이 발화시로부터
좀 떨어진 미래에 행위 수행이 요구되는(지연 명령) 경우는 장차 수행해
야 할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된다. (19)의 예문들 역시 평서문으로
장차 청자가 수행해야 할 행위를 진술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시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발화시에 청자가 처한 상황이나 상태가 추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19가)에서 청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방독면을 착
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나, (19나)에서 숙소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거나, (19다)에서 출석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있거나 하는 등의 정

- 44 -

보가 주어진다.
청자의 미래 행위를 무표적인 평서문으로 나타내는 방식은 금지 화행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이때 부정소는 ‘말-’ 대신 ‘않-’이 선택된다.
(21) 가. 걷지 않습니다.
나. 옆 사람 보지 않습니다.
(22) 가. 계단에서 뛰지 않아요.
나. 친구 것을 빼앗지 않아요.

(21)은 (19가)와 같이 군대에서 주로 조교들이 사용하는 금지 형식이다.
청자가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 걸어가고 있거나, 평가 중에 다른 사람을
곁눈질로 본다거나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금지하는 발화로 사용할 수
있다. (22)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사용하는 금지
형식이다. (19), (21)과 마찬가지로 발화시에 아이가 계단에서 뛰고 있거
나,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으려고 할 때 (22)는 금지 화행
으로 해석된다. 발화시에 청자가 관련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들은
지시라기보다 바른 생활 습관을 알려주는 진술 정도로 해석된다.
군과 유치원이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두 집단에서 동일한 방식이
사용된다는 점은 이것이 명령문이 가지는 체면 위협 행위로서의 성격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이필영(2003: 329, 각주
29)에서는 (19)와 같은 평서문이 요청으로 해석되는 것은 군대 사회가
명령과 복종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박재연
(2015: 101)에서는 청자의 행위 수행을 기정사실화함은 물론 양태적 · 통
보적 수식이 일절 없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권위를 표현하기 위
해 (19)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고 추측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
장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22)와 같은 용법
을 설명할 수 없다. (19가)는 ‘행동 빨리빨리 해!’보다, (22가)는 ‘계단에
서 뛰지 마’보다 상대적으로 공손한 표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동일한 전
략이 군의 명령 형식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의 성격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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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반영되어 체면 위협 행위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시 화행을 나타내는 특이 용법의 다른 부류는 1인칭 주어 제약을 가
지는 어미가 청자 주어를 취하는 문장에 사용되는 것이다.
(23) 가.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나.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실게요.
(24) 가. 면허증 좀 보여 주실까요? (박재연 2013: 280)
나. 전철 이용팁 한번 알고 가실까요?

(23)은 약속형 종결어미라고 하는 ‘-을게’가 청자 주어를 취하면서 지시
화행으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24)는 화자 행위에 대한 청자 의도를 묻는
어미 ‘-을까’가 역시 청자 주어를 취하면서 지시 화행을 나타내는 경우이
다.
본래 약속형 종결어미 ‘-을게’는 1인칭 주어를 취하는 인칭 제약을 가
지며,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23)의
예들은 이 두 가지 제약을 모두 어기고 있다. (23가)와 같은 예는 병원
등 서비스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며, (23나)는 광고 · 홍보 문구에서 사
용되는 형식으로 인터넷 블로그 등의 문어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의문형 종결어미 ‘-을까’는 사태에 대한 청자의 추측을 묻거나, 화자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도를 묻는 두 가지 용법을 가지는데, 이중 후자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에는 1인칭 주어만을 취할 수 있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결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24)에서는 화자 행위가 아닌
청자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도를 물으면서 2인칭 주어를 취하고, 선어말
어미 ‘-시-’도 결합돼 있다. 이중 (24나)와 같은 용법은 (23나)와 같이
문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23)과 (24)의 예 역시 공손 전략으로 사용
되기 시작한 표현이34)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명령 형식으로 재해석되
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4) 박재연(2013)에서는 ‘-을게’와 ‘-을까’가 보여 주는 특이 용법은 의도 관련 어미의 행
위주 전환 현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이는 문법 형식의 환유적 의미 확장의 일종으
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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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명령문 범주화에 대한 원형이론적 접근35)
우리는 앞에서 명령형 종결어미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
다는 점을 확인했다. 명령문의 핵심적인 속성 중 하나인 종결어미가 그들
간 지위의 차이를 가진다는 것은 다양한 종결어미가 결합한 명령문들 간
에도 지위의 차이가 발생할 것임을 말해준다.
명령문 범주의 구성원이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즉 원형성
측면에서 위계를 가진다는 본고의 주장은 명령문의 또 다른 속성인 지시
화행의 측면에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한국어의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명령문이 과연 지시 화행을 수
행하는가’ 하는 것 자체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25) 가. 그 친구가 옛날에 잘 됐어 봐라.
나. 스위치나 주전자 손잡이를 이용하여 전원을 켜십시오.
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라. 계속 그렇게 떠들어라.
마. 요한을 살려내라.

명령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그것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
이라는 것이지만, 실상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문장 중 상당수는 지시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결어미라는 형식과 지시 화행이
라는 기능 사이에 불일치를 보이는 (25)와 같은 예들은 한국어 명령문이
라는 범주 규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어 왔다.
그간 명령문이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25)와 같은
예들을 명령문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형태 ․ 통사
적 특징을 문장 유형 분류의 1차적인 기준으로 간주해 왔던 그간의 연구
전통에서 (25)와 같은 예들을 모두 명령문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한 부
35) 이 절은 이지수(2015)를 수정 ․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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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이들을 명령문이 아닌 다른 어떤 문장 유형에
도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점은 문장 유형 분류의 체계 면에서 여전히 문제
로 남는다. 국내의 논의는 주로 이와 같은 첫 번째 방법을 택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시 화행의 개념을 얼마나 엄격하게 세우느냐에 따라 위
예들 중 일부가 명령문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특정한 연관성을 부정하고 ‘가능성(potential)’이나 ‘소망(desirability)’ 등
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명령문을 정의하는 논의들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화행과 형식의 결합으로 정의되는 문장 유형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게다가 ‘가능성’이나 ‘소망’ 등은 명령문을 정의하는
데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명령문과 지시 화행의 관계에 대한 위의 두 가지 견
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문제점을 통해 지시
화행을 명령문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유지될 수 없음을 밝
히고, 명령문의 범주화는 원형 이론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나
아가 원형적 관점에서 명령문 범주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어
명령문의 범위도 확인할 것이다.

2.2.1. 고전적 범주화와 원형 범주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의 범주를 파악하는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고전적 범주화와 인지주의 원형모형에 의한 원형 범주화 두 가지로 대별
된다. 지금까지 명령문이라는 문장 유형을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진 문장
이라고 규정하거나, 명령문이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거나 수행하지 않는다
고 대립해 온 방식은 모두 고전적 범주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 범주화 이론의 원리는 보통 다음의 세 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
(임지룡 199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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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 제1원리: 범주는 필요충분 자질의 집합이다.
나. 제2원리: 범주는 분명한 경계를 가진다.
다. 제3원리: 범주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명령문이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
는 지시 화행이 명령문의 필요조건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일단 명령문 범주의 필요충분조건이 정해지고 나면, (26가)의 원리에
따라 특정 문장이 명령문 범주 구성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질의 유무로 구성원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26나)와 같이
범주 경계는 분명하며, 조건을 만족하는 구성원들 간의 지위는 동등하다
(26다).
그런데 과연 명령문이라는 범주가 위 (26)과 같은 고전적 범주화의 원
리로 설명될 수 있는가. 본고는 이제부터 이 문제를 검증할 것이다. 그 검
증의 출발점으로, 지시 화행이라는 속성이 명령문을 판별하는 조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범언어적으로 기본적인 문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서문, 의문문, 명
령문이 각각 단언, 질문, 지시의 관습적인 말힘을 가진다는 생각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언표내적 효력이
문장의 형태 내에 확립된다고 보는 견해를 ‘축자적 말힘 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 LFH)’이라고 하는데,36) 이를 기반으로 문장 유형 분류
가 이루어지며, 직접 화행 ․ 간접 화행의 개념도 성립된다.
LFH에 따르면 명령문은 지시 화행을 가진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지시
화행이라는 용어는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상당히 구체
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명령문이 수행하는 다양한 용법을 모두
포괄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LFH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는 지시 화행이라는 용어를 여러 관련 화행의 상위어로 삼아 더 일반적
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래 [표 2-10]은 넓은 의미

36) 축자적 말힘 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은 Levinson(1983)에서 논의된 것으로,
주요 발화 수반력과 문장 형식 사이에 무표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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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시 화행을 다시 구체적인 하위 화행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연구를 보
인 것이다.37)
상위 개념
Searle(1979: 14)
Tsui(1994)
강현화(2007)

하위 화행

지시 행위
지시 화행

명령, 요청, 부탁, 충고, 허락, 간청

요청

부탁, 초대, 제공, 제의

지시

명령과 권고(제안)

지시적 화행

명령, 권고, 요구, 부탁, 제안, 제의

[표 2-10] 지시 화행의 범위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을 넓은 의미의 지시 화행으로 명명하고, 그 아
래에 구체적인 하위 화행들을 제시하는 방법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첫째, 아무리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시 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문장 중에는 지시 화행으로 그 용법을 설명
할 수 없는 부류가 존재한다.
(27) 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 한 마디만 더 해 봐. 어디.
다. 땅을 열 길을 파 봐라. 백 원 한 장 나오나.
라. 나가 죽어.
마. 이것 보세요!
바. 편하게 농사짓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37) 딱히 지시 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더라도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을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는 하나의 용어로 나타내고, 그 하위에 세부적인 화행을 제시하는 방식은
여러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 몇 예를 보인다.
노주현(2000)

상위 개념
요청화행

한송화(2003)

명령기능

이준희(2000)

명령화행/청유화행

하위 화행
명령, 요청, 청유 등
경고, 권유, 금지, 요구, 요청, 자문, 제안, 지시,
충고, 탄원, 허락(허가), 허용
금지, 자문, 명령, 요구, 요청, 지시, 충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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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은 지시 화행으로 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제시한 것이
다. (27가)와 같은 인사말, (27나)의 위협 표현, (27다)의 조건 명령문,
(27라)의 저주 표현과 (27마)와 같이 담화표지처럼 쓰이는 명령문 등을
모두 ‘지시 화행’이라는 상위 개념 밑에 설정한 몇몇 특정한 하위 화행으
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7바)는 ‘편하게 농사짓고 싶지 않은 사
람은 없다’ 정도의 의미를 전달할 뿐, 화자가 실제로 청자에게 ‘나와 보라
고 하’는 행동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지시 화
행으로 설명이 어렵다. 보통 (27바)와 같은 쓰임은 명령문의 간접 화행으
로 설명된다. 그러나 나머지 (27)의 예들까지 모두 간접 화행으로 설명하
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것은 일반적인 간접 화행과 동일한 양상
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금 좀 줄래?’와 같은 발화는
직접 화행으로 질문 해석과 간접 화행으로 요청의 해석을 모두 가진다.
둘 중에서 요청의 해석이 우선되긴 하지만 질문 해석을 가질 수 없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27)의 예들은 문장이 나타내는 기본 화행, 즉 지시
화행을 전혀 가지지 않으면서 그와 다른 화행만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
다. 또한 간접 화행과 직접 화행의 구분은 명령문이라는 문장 형식이 수
행하는 화행이 무엇인지가 선결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들이
수행하는 축원, 위협, 조건, 저주 등이 명령문이 수행할 수 있는 화행이
아니라는 전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38)
38) 간접 화행은 Searle(1975: 59)에서 ‘어떤 문장의 발화수반력 지시 장치(Illocutionary
force indicators)가 다른 종류의 발화수반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국내 논
의에서는 이준희(2000: 3)에서 ‘언어 형식이 수행하는 원래의 화행과는 다른 화행을 목
표로 하는 화행’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간접 화행과 직접 화행의 구분이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이것은 과연 명령문
이라는 언어 형식이 가지는 발화수반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
된다. 이 문제가 분명해진 후에야 명령문의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을 논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보자.
(6) 가.
나.
다.
라.
마.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앞으로 쭉 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우리 아들 살려 내라.
나중에 취해서 한 소리네 어쩌네 하기만 해.
편하게 농사짓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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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명령문이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위 예와 같이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지지만 지시 화행으로 설명이 어려운 예’들을 명령
문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부
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명
령문이 아닌 다른 어떤 문장 유형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제시되
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시 화행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유사 명령문들을 명령문 연구에서 제
외해 온 그간의 처리 방식은 사실상 많은 문장들에 대한 유형 분류를 유
보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즉, 이들 부류는 명령문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
다고 특정한 다른 어떤 문장 유형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
나 문장 유형이라는 체계가 한 언어에서 유의미한 문법 범주라면, 해당
언어에서 문장으로 실현된 형식은 적어도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에 두고 보면 엄격한 명령문의 기준
을 세우고 이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 문장을 그 범위에서 배제하는 방법
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셋째, 명령문의 범위를 정할 때 Searle(1969: 66, 1975: 71)에서 논의
된

‘지시의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s

on

Directive(Request)

illocutionary acts]’을 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은 그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계속되는 문제 제기이지만, 명령문이 수행하는

(6)은 형식적으로 모두 명령문이지만 수행하는 화행은 같지 않다. (6가)는 명령문으로
요청화행 수행하고 있어 직접 화행이라고 할 수 있고, (6마)는 명령문으로 진술화행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간접 화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6나, 다, 라)는 모호하다. (6나)
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지시나 명령, 혹은 요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Wilson and
Sperber(1988: 80)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에 대해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고 한 바 있다. (6다)는 현실적으로 청자가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
기 때문에 지시가 아닌 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 분석한다. (6라)는 요청 화행이라
고 할 수 있지만 표현된 명제와는 반대되는 요청, 즉 ‘나중에 취해서 한 소리라고 하지
말아라’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6나, 다, 라)는 직접 화행인가 간접 화행인가?
본고는 한국어 화행을 크게 ‘진술, 질문, 명령(청유)’로 구분하고 문장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으로 분류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안이나 권고, 기원 등은 지
시 화행의 하위 화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령문이 이와 같은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는
간접 화행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6마)만이 간접 화행이고 나머지는 직접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 52 -

화행이 지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논의에서 명령의 적정 조
건은 심재기 외(1984: 157-64), 김태자(1987: 79), 이준희(2001: 281),
고성환(2003: 15), 윤평현(2008: 381), 김병건(2014: 111-2), 이지선
(2014: 11) 등에서 제시된 바 있는데, 이 중 고성환(2003)과 이준희
(2001), 이지선(2014)는 예비 조건에서 ‘화자는 청자보다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그

외의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Searle(1969: 66)에서 ‘명령(Command)의 적정조건’은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시’와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시’와 ‘명령’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
이, ‘권유’나 ‘허락’, ‘금지’ 등도 역시 제각각의 적정조건을 가진다. 명령문
과 화행이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는 한, 특정 화행의 적정조건을
명령문이라는 문장 유형의 범위를 정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이유는 적정조건이란 해당 발화가 특정한 언표내적 효력을 나
타내는 행위로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조건일 뿐이므로,
문법 범주를 규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용적으로
부적절한 발화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고성환(2003: 15)에서 명령문의 성립 조건
으로 제시한 적정조건을 여기에 가져와 보기로 한다.1)
(28) 가. 예비 조건: 청자가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화자가 믿는다.
또한 화자는 청자보다 권위가 있어야 한다.
나. 진지성 조건: 청자의 장차 행위를 화자가 원한다.
다. 명제내용적 조건: 청자의 장차 행위를 화자가 예견한다.
라. 기본 조건: 청자가 행위를 하게끔 화자가 시도한다.

1)

고성환(2003: 15)에서 명령문의 의미 ․ 화행적 조건으로 제시한 적정조건은
Searle(1969: 66, 1975: 71)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예비 조건에서 ‘청자는 어
떤 행위 A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Searle(1969: 66)에 있었지만
Searle(1975: 71)에서는 없어진 ‘청자가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화자가 믿는다’는 항
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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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적정조건 (28)에 따르면 다음의 예들은 명령이 아니다.
(29) 가. 철수야, 그럼 저 달을 따 와 봐.(고성환 2003: 16)
나. 모든 시험 ALL KILL하라!

다. 더 이상은 말릴 수가 없구나.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해라.

(29가)는 일반적으로 청자가 달을 따 올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기 어려
우므로 청자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화자가 믿는다는 예비 조건
을 어기고 있다. 또한 청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를 화자가 정말로 원한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지성 조건도 어기고 있으며, 화자의 믿음과 바
람이 없으므로 기본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9나)
는 어떤 어학 학습기에 대한 광고 문구이다. 화자인 학습기 판매자의 목
적은 청자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학습기
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발화에서 화자는 청자가 장차 이행할 행
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명제내용적 조건을 어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자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도록 화자가 이 발화로써 어떤
시도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 조건도 어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29다)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하다가 마지못해 허락해 주는 발화
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화자는 여전히 청자의 선택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
하며, 결혼을 원하지 않지만 (29다)와 같이 발화할 수 있고, 그렇다면 화
자가 청자의 장차 행위를 원한다는 진지성 조건을 어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9) 외에도 명령문의 형식과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지시 또는
명령의 적정조건을 어기는 예들은 수없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여러 논의
에서 특정 문장이 명령문인가 아닌가를 식별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적정
조건에 의존해 온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명령문이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이 나타났기 때문에 명령문과 지시 화행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의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명령문이 지시 화행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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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나뉜다. 그중 보다 온건한 입장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에 성립하는 일차적인 관계를 인정
하지 않고, 명령문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화행을 제시하는 방법
이다. 대표적으로 Quirk et al.(1985)와 Huddleston and Pullum(2002)가
여기에 속한다. Quirk et al.(1985: 831-2)에서 제시한 영어 명령문이 수
행하는 화행 목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0) 가.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
a. 지시(order), 명령(command): 당장 침대 정리해.
b. 금지(prohibition): 손대지 마.
c. 요청(request): 문 좀 닫아 줘.
d. 간청(plea): 도와 주세요.
e. 충고(advice), 권고(recommendation): 자기 전에 아스피린을
한 알 먹으세요.
f. 경고(warning): 조심해! 머리 조심!
g. 제안(suggestion): 다음 달에 내게 그 얘기 다시 물어 봐 줘. 파
티 열자.
h. 설명(instruction): 첫 번째 골목에서 좌측으로 도세요.
i. 초대(invitation): 들어와 앉으세요.
j. 제공(offer): 담배 한 대 피워.
k. 허락(granting permission): 맘껏 먹어.
l. 축원(good wish): 좋은 시간 보내.
m. 저주(imprecation): 지옥에나 가라.
n. 회의적 부인(incredulous rejection): 에이, 그럴 리가.
o. 자기숙고(self-deliberation): 어디 보자.
나. and와 no로 절이 접속되는 경우에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
a. 요청(request): 조안 옆에 앉아. 그러면 그녀가 네가 할 일을 설
명할 거야.
b. 약속(promise): 숙제를 끝내.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줄게.
c. 위협(threat): 한 발짝만 움직여 봐. 쏴 버릴 거야.
d. 경고(warning): 너무 많이 먹지 마.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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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에 따르면 영어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 목록은 모두 19가지로 분류
된다. 단문의 명령문으로 수행하는 (30가)의 15가지 중에서는 ‘Oh, come
now(You don't really mean that)’를 예로 든 (30가)의 ‘n. 회의적 부인’
항목 정도가 한국어 명령문으로 나타내기 어려워 보이고,2)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한국어에 영어 명령문이 and와 no로 후행문과 접속되어 쓰이
는 것과 동일한 용법은 없지만, 위협이나 경고를 나타내는 한국어 조건 명
령문이 이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와 봐’,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봐’ 등의 조건 명령문은 그것으로
발화가 끝난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쏴 버릴 거야’, ‘시험에 바로 떨어질걸’
등의 후행문이 뒤이어 나와야 발화가 완결된 듯한 느낌을 준다. 두 언어에
서 각각 복문과 두 개의 문장이라는 형식 차이를 보이지만 조건 의미를
가지는 명령문은 의미적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명령문 단독으로 발화가 끝나지 않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언어 보편적으로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의 스펙트럼
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의가 있지만 명령문과 화행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의 종류를 정확하게 몇 가지로 한정하여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Quirk

et

al.(1985)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Huddleston

and

Pullum(2002)에서 (30)과는 상당히 다른 화행의 종류와 수를 제시했다는
점이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명령문 예문과 화행은 일
대일의 대응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 한번 해 봐’라
는 발화는 발화 상황에 따라서 지시나 명령, 요청, 제안, 또는 허락 등의
화행을 수행할 수 있고, 때로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제안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30)과 같이 몇 개 화행과 각각의 대표적 예를 짝지어 제시
하는 방식은 화행 스펙트럼 상에서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명령문 범주
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보다 혁신적인 견해

2) (30가)의 ‘o. 자기 숙고’는 한국어에서 청유문으로 표현된다. 청유문은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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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령문을 화행과 관련시키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
이다. Davies(1986)은 명령문을 화자의 요구나 지시와 결부시키는 것은
문장 의미와 화행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명령문을 ‘사건의 잠재적 상태를 기술하는 명제의 제시(the
presentation

of

a

proposition

representing

a

potential

state

of

affairs)’(Davies 1986: 51)라고 정의한다. Sperber and Wilson(1986:
249-51)은 명령문이 그 자체로 지시(directive)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아니며, 화자 또는 청자의 소망(desirability)에 부합하는 상황과 가능
성(potentiality)을 구체화시키는 명제(proposition)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다. 대화참여자가 대화 중 발화의 최적 적합성(optimal relevance)을 찾으
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명령문이 여러 가지 화행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문장 유형과 화행 사이의 강한 경향성에 대한
설명력을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축자적 말힘 가설(LFH)을 부정하는 관
점에서는 형식과 화행의 관습적인 연관성으로 성립되는 문장 유형의 개념
도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애초에 문장 유형의 개념이 성
립되고 유지된 데에는 일반 언중에게 형식과 화행 사이 연관성에 대한 인
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성
(potentiality)과 소망(desirability)이라는 용어는 명령문이라는 문장 유형
을 엄밀히 정의하기에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이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명령문이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반대의 견해를 모두 살펴보았다. 이것은 지시 화행이 명령문의 필요
조건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대립
되는 견해는 모두 명령문이라는 범주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즉 고전
적 범주화 이론의 제1원리인 ‘범주는 필요충분 자질의 집합이다’는 지시
화행에 관한 한 명령문 범주에 적용될 수 없다.3)
사실 지시 화행보다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한국어에서 명령문의 필요충

3) 지시 화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령문의 필요조건일 수 없으며, 의문문이나 평서
문으로도 지시 화행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충분조건 또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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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건으로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
에 의하면 불완전한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첫째, 필요
조건으로서 명령형 종결어미 목록이 확정적이지 않다. 본고는 앞에서 ‘든지/-든가’, ‘-(으)ㄹ 것’ 등이 명령형 어미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반대로 ‘-(으)시압’ 등이 명령형 종결어미로
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렴’, ‘-려무나’가

허락형

어미로, ‘-(으)소서, -(으)옵소서’가 기원형 어미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점, 여러 논의에서 제시한 종결어미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목록 확정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명령문을 만드는 명령형
종결어미 내에서 전형적인 어미와 덜 전형적인 어미, 주변적인 어미가 계
층을 이루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으)ㄹ지니라, -(으)ㄹ지라, -(으)
ㄹ지어다, -(으)ㄹ지로다’는 주변적인 명령형 어미의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반말체 어미 등 상당수의 어미가 명령문 외에 다른 문장 유형에 두
루 통용되므로 종결어미를 명령문의 충분조건으로도 볼 수 없다.
요컨대 명령문이라는 범주는 지시 화행이든, 명령형 종결어미든 필요충
분 자질의 집합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것은 ‘범주는 분명한 경계를 가
진다’, ‘범주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라는 고전적 범주화 이론
의 제2, 제3의 원리와도 관련된다. 앞서 예로 든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지
고 있으면서도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장들이나 명령의
적정조건을 어기는 많은 예들의 존재는 명령문이라는 범주가 가지는 불분
명한 경계와 구성원 간 동등하지 않은 지위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부
류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것을 명령문에 포함하고 어떤 것을 명령문에서
제외할 것인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보여 왔다는 사실이 명령문
범주에 있어서 불분명한 경계를 방증하는 것이다.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이 어떤 문장을 명령문으로 분류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기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명령문의 필요충분조건
이 아닌 핵심 속성일 뿐이며, 이들 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서 명령문 범주의 구성원은 가장 전형적인 것에서부터 덜 전형적인 것,
주변적인 것까지 계층적 구조를 이루며 연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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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결국 명령문이라는 문장 유형은 명령형 종결어미나 지시 화행
이라는 조건에 의한 고전적인 범주화로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으며, 형태
및 의미의 전체적인 유사성에 근거한 원형적 범주화 이론이 현상을 설명
하는 데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항에서 명령
문의 원형과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2.2. 원형의 속성과 명령문의 범위
원형(prototype)이란 ‘범주의 가장 좋은 보기의 정신적 표상체’로 정의
된다.4) 즉 명령문 범주의 가장 좋은 보기는 명령문의 가장 전형적인 속성
(typical attributes)을 지니고 있는 문장이며, 이들 문장들이 구현하는 심
리적 차원의 정신적 표상체(mental representation)가 명령문의 원형이라
고 할 수 있다.
명령문의 원형을 알기 위한 다음 과제는 명령문의 가장 전형적인 속성
이 무엇인지 구명하는 것이다.5) 우리는 기존 논의에서 밝혀진 명령문의
형태 ․ 통사 ․ 의미 ․ 화용적 속성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문 원형의
속성을 제시할 수 있다.
4) Kleiber(1990: 59-61), 윤석만(2003: 99)에서 재인용. 임지룡(1997: 64)에서는 원형을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 ‘적절한’, ‘중심적’, ‘이상적’, ‘좋은’ 보기’라고 정
의하고 있는데, 이처럼 원형을 사물 또는 개념의 구체적인 보기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윤석만(2003)에서는 원형을 ‘정신적 표상체’로 정의하는 것은
원형의 ‘내포적 정의’라고 하였으며, ‘범주의 가장 좋은 보기’로 정의하는 것은 ‘외연적
정의’라고 하여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5) 원형이론에서 원형이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속성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R. W. Langacker나 D. Geerarerts 같은 학자는 개념적 지식이 곧
의미이고 이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포함한다는 입장으로 가능한 모든 속성을 포함시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G. Kleiber나 A. Wierzbicka는 원형의 전형적인 속성은 특
정 언어공동체의 모든 화자들로부터 그 전형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바 백과사전적 지식
과는 다르며 언어의미 기술차원에 타당한 성격이어야 하므로 특정 언어공동체의 화자
들이 낱말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개념을 대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leiber(1990: 69-78), 윤석만(2003: 101)에서 재인용]. 본고에서 아래의 (31)과 같
이 명령문 원형의 속성을 제시한 것은 가능한 모든 속성을 포함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언어공동체의 화자들이 낱말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개념을 대변하는 수
준에서는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 두 가지 핵심적 속성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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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명령문 원형의 속성
가.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진다.
나. 지시 화행을 가진다.
다. 문장 주어가 2인칭이다.
라. 주어는 행위주 의미역을 가지며, 술어는 ‘행위의 주체가 제어 ·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 특성을 가진다.
마.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소가 ‘아니’나 ‘못’ 대신 ‘말-’이 선택된다.
바. 시제와 양태 표지를 가지지 않는다.

명령문의 범주화에서 (31)의 여섯 가지 속성이 모두 동등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여섯 가지 가운데 (31가, 나)는 보다 핵심적인
속성이며, (31다, 라, 마, 바)는 주변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문장이 (31다, 라, 마, 바) 중 한 속성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31가, 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문장을 명령문으로 분류하는 데 큰 문제를 겪
지 않는다. 그리고 (31가, 나) 중에서 한국어 명령문을 범주화하는 데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속성은 (31가)의 명령형 종결어미이다. 지시 화행
을 수행하지만 평서형 종결어미나 의문형 종결어미를 가진 문장은 평서문
과 의문문의 간접 지시 화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령형 종결어미가 명
령문의 1차적 속성이고 (31나)의 지시 화행은 명령문의 2차적 속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제 명령문 원형의 속성 중에서 주변적인 속성 네 가지를 먼저 검토해
보자.
(32) 가. 총장은 물러나라.
나. 어려서는 겸손해라, 젊어서는 온화해라, 장년에는 공정해라, 늙어서
는 신중해라.
다. 한 번 닦은 면으로는 다른 곳을 닦지 않도록!
라. 그 친구가 옛날에 잘 됐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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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가, 나, 다, 라)는 각각 (31다, 라, 마, 바)의 속성들이 결핍된 문장이
다. (32가)는 간접명령(고영근, 1976), 또는 절대명령(임홍빈, 1983)이라
고 불려 온 ‘-(으)라’ 명령문으로 청자와 행위의 수행주체가 일치하지 않
는 명령문이다. (32나)는 형용사와 결합한 명령문인데, 동사가 결합했을
때와는 달리 행위의 주체는 요구되는 행위를 쉽게 제어 · 통제할 수 없다.
형용사가 명령문의 술어로 쓰였을 때, 그 주어의 의미역이 평서문에서와
달리 대상역이 아닌 행위주역이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술어가 가리
키는 바를 행위 주체의 의지대로 쉽게 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어의 의
미역은 전형적인 행위주역으로도 판단하기 어렵다. (32다)는 명령문의 부
정소로 ‘말-’ 대신 ‘않-’이 선택된 문장으로, 이 문장에 대한 언중의 수용
성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대체로 젊은 세대일수록 위와 같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32라)는 명령형 종결어미와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결합한 문장이다.
(32가, 나, 다)의 경우는 주변적인 속성이 결핍된 문장이지만 전형적인
명령형 어미와 비교적 분명한 지시 화행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
형적인 명령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2라)와 같이 핵심 속성
중 하나인 지시 화행이 결핍된 경우는 그것을 명령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명령문 범주화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범주 구성원의 자격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속성은 그 내부적으로 다시 계층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단순히 유무(有無)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성 정도를 고려해야 대
상의 유사성(resemblance) 및 상이성(dissimilarity)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명령문의 1차적 속성인 명령형 종결어미가 보다 전형적인 어미
와 덜 전형적인 어미로 구분됨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다음 항(2.2.3.)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나, 2차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시 화행 역시 보
다 강한 지시의 힘을 가지는 ‘명령’ 화행과 상대적으로 약한 지시의 힘을
가지는 ‘권유’나 ‘허락’ 화행 등이 구분된다. 명령문 주어의 인칭 역시
Aikhenvald(2010)에서 제시한 범언어적인 명령문 위계를 고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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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적으로 명령문의 원형은 (31)의 여섯 가지 속성을 모두 강한 정도
로 갖춘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명령문 범주 구성원의 자격은
원형과의 유사성(resemblance)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 만약 어떤 문장
이 명령문 원형과 가지는 유사성 정도가 다른 문장 유형의 원형과 가지는
유사성 정도보다 크다면 그것을 명령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원형
과의 유사성 정도 평가는 여섯 가지 속성 간 비중의 차이를 고려하고, 각
속성별로 전형성 정도를 측정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
령문 범주의 경계를 분명히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점이
명령문 범주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항에서 명령문 원형의 핵심 속성이자, 본고의 주요 관심 사
항인 지시 화행의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2.2.3. 명령문과 지시 화행의 관계
화행 이론은 Austin(1962)에서 진술문과는 구분되는 수행문의 존재를
밝힌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이론은 Searle(1969, 1976)의 수정 · 보
완을 거치면서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언어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거듭 발전해 왔다.
화행의 종류에 있어서도 초기 분류를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
어졌는데,
행사

Austin(1962)에서 발화수반력에 따라 판정 발화(verdictives),

발화(exercitives),

언약

발화

(commissives),

행태

발화

(behabitives), 평서 발화(expositives)로 분류한 것을 Searle(1969)에서
는

단언

행위(assertives),

지시

행위(directives),

언약

행위

(commissives), 정표 행위(expressives), 선언 행위(declaratives)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화행 이론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화행의 분류는 더욱 다양해
졌다. Fraser(1974: 6-8)에서는 화행을 단언 화행(Acts of asserting),
평가 화행(Acts of evaluating), 화자태도반영 화행(Acts of ref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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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명세

화행(Acts

of

stipulating),

요청

화행(Acts

of

requesting), 제안 화행(Acts of suggesting), 권위 행사 화행(Acts of
legitimizing),
Katz(1977:

언약

화행(Acts

195-222)에서는

of

요청

committing)으로
화행(Requestives),

분류하였고,
충고

화행

(Advisives), 정표 화행(Expressives), 허가 화행(Permissives), 의무 화
행(Obligatives), 평서 화행(Expositives), 명세 화행(Stipulatives)으로 분
류하였다. Bach and Harnish(1979: 39-59, 108-119)에서는 크게 의사
소통적 발화수반행위(Communicative Illocutionary Acts)와 관습적 발화
수반행위(Conventional Illocutionary Acts)를 나누고, 의사소통적 발화수
반행위에는 진술 화행(Constatives), 지시 화행(Directives), 언약 화행
(Commissives), 인사 화행(Acknowledgments)을, 관습적 언표내적화행에
는

유표

화행(Effective),

Leech(1983:

판정

203-228)에서는

화행(Verdictives)을

단언

화행(Assertive),

두었다.
지시

또
화행

(Directive), 언약 화행(Commissive), 질의 화행(Rogative), 정표 화행
(Expressive)으로, 국내 논의인 장석진(1993: 96-99)에서는 평서 화행,
질문 화행, 지시 화행, 행사 화행, 언약 화행, 정표 화행, 전달 화행으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화행의 분류는 연구자별로 차이가 적지 않지만 여러
화행 중 지시 화행(directives)은 모든 분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6)
지시 화행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화행 부
류를 말하는데,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발화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명령문의 정의에서 이 지시 화행과 명령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는 오랜 기간 중요한 문젯거리였다. 통상 명령문이라는 문장 유형은
주요 화행 부류 중 하나인 지시 화행과 짝지어진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는 명령문이 나타내는 화행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부 문
장들은 비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어의 경우

6) 지시 화행은 학자에 따라 요청 화행으로 명명하기도 있지만, 본고는 Searle(1969)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시 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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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령문이 나타낼 수 있는 화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하
여 다양한 명령문 발화와 각각의 화행을 아래 표에 제시한다.7)
화 행

발 화

지시(order)/

문 닫아.

명령(command)
요구(demand)/

이번 시험만 잘 봐.

요청(request)

제발 다른 접시까지 깨지는 마.

금지(prohibition)
양보(concession)
권고(recommendation)/
제안(suggestion)/
충고(advice)
경고(warning)/
위협(threat)
허락(permission)
기원(wish)
축원(good wish)/
인사(greeting)
저주(imprecation)

물건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떠들지 마.
뛰지 마시오.
힘든데 오지 마세요.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길 건너서 80번 버스를 타세요.
그냥 택시 타.
집에 일찍 가자.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와 봐.
그딴 소리 다시 했단 봐라.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가고 싶으면 가라, 가.
제발 살아 있어라.
비야, 내려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나가 죽어.
엿이나 먹어라.

[표 2-11] 한국어 명령문이 나타내는 화행의 범위

[표 2-11]에 따르면 한국어 명령문은 지시(order)/명령(command)으로
부터 저주(imprecation)까지 모두 16가지 구분되는 화행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때의 지시(order)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7) 앞에서 명령문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화행을 제시한 Quirk et al.(1985)의 연
구를 소개했는데, 본고의 [표 2-11]은 그것과 방식이 유사하나 의도한 바는 같지 않
다. Quirk et al.(1985)는 명령문과 지시 화행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명령문이 수행
할 수 있는 화행을 일일이 제시한 것이라면 본고의 [표 2-11]은 한국어 명령문이 수
행할 수 있는 화행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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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행’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지시 화행으로 ‘명령, 요구, 요청, 권고, 제
의 등 모든 지시의 하위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넓은 의미
의 지시 화행과는 구분된다.8)
명령문라는 문장 유형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어온 것은 위의 16가지 하위 화행을 지시 화행의 범위
내에서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9) 이 중에서 어디까지가 지시
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지시 화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부 지시 화행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논의에서는 명령문이 비지시 화행
을 수행하는 일이 많으므로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루어졌다[Wilson and Sperber(1988), Clark(1993)].
이처럼 지시 화행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경우 중 한 가지는 지시 화행을
‘화자의 소망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화행 분류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의 중 하나인 Searle(1976:
2-7)에서는 화행을 분류하기 위한 1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인 ‘발화수반 목적[the point(or purpose) of the
(type of) act]’, ‘맞추기 방향(the direction of fit)’, ‘화자의 심리 상태
(expressed psychological state)’를 사용하여 주요 화행 부류를 구분한
다. 지시 화행의 경우, 발화수반 목적은 ‘청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시도하
는 것’이며, 맞추기 방향은 ‘세계를 발화 내용에 일치’하도록 하며, 표현된
심리 상태는 ‘화자의 소망’으로 분석된다. 즉 지시 화행이란 청자가 무언
가를 하도록 하는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청자가 미래의 어떤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발화 내용에 맞추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
8) Bach-Harnish(1979: 47-9)에서 지시 행위(Directives)를 ‘지시하다(direct)’, ‘요청하
다(request)’, ‘금지하다(forbid)’ 등을 포함한 여러 관련 행위들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이와 같은 구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동일
표현이 가져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좁은 의미의 지시 화행 개념은 ‘지시 화행’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지시 화행을 좁은 의미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용법을 따
로 밝히기로 하며,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지시 화행’이란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
임을 밝혀 둔다.
9) [표 2-11]에서 음영 표시는 지시 화행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 화행 부류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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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서 ‘화자의 소망(desirability)’이라는 심리적 상태는 많은 경우에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아래 (33)과 같은
부류이다.
(33) 가. 때려 봐, 때려 봐!
나. 부모님과 세계 일주 다녀오세요.
다. 길 건너서 80번 버스를 타세요.
라.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

(33가)는 반어적 표현으로 경고 화행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화자가 실제
로 원하는 것은 표현된 명제와는 반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3나,
다)는 권고 화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33나)는 복권 광고 문구로, ‘복권
의 구매’라는 실질적인 화자의 소망은 표현되지 않는다. 또 (33다)와 같
은 경우는 청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Wilson and Sperber
1988: 80), 역시 화자가 소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33
라)와 같은 허락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명제 내용을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소망’으로
특징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Wilson and
Sperber(1988: 79-87)은 명령문이 필수적으로 지시 화행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명령문은 가능성(potentiality)과 소망(desirability)을 표현할 뿐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의 소망은 Searle(1969)에서와 달리 화자뿐
아니라 청자의 것일 수도 있다고 하여 (33나, 다)의 권고나 (33라)의 허
락과 같은 유형까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Bach and Harnish(1979: 47)는
지시가 ‘화자의 발화나 그것이 나타내는 태도가 청자에게 행위의 이유로
여겨지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여 ‘화자의 소망’을 지시
화행의 주요 특징으로 보는 관점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Jary
and Kissine(2014: 58)에서는 (33라)처럼 화자가 해당 행위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허락을 하는 경우는 그것을 화자의 의도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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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지적하고, 지시를 ‘청자에게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
되는 발화’로 정의하면 (33)과 같은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
다.10)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시 화행의 정의는 명령문이 수행
하는 대부분의 지시 유형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여전히 아래 (34)와 같
은 유형이 문제가 된다.
(34) 가. 제발 살아 있어라.
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 에라이, 가다 코나 깨져라.

(34가, 나, 다)는 각각 기원, 축원, 저주 화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제의
내용’이 ‘청자의 미래 행위’라는 지시 화행의 특징을 충족하지 못한다.
Jary and Kissine(2014)에서는 (34나)와 (34다)와 같은 유형은 지시 화
행이 아닌 정표 화행으로 볼 것을 주장한 바 있는데, (34나, 다)가 수행
하는 화행이 지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유형이
왜 명령문으로 실현되는가, 평서문으로 수행하는 정표 화행과는 어떤 차
이가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다.11)
(33)이나 (34)와 같은 명령문의 용법을 설명하려는 많은 노력과 그 성
과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지시를 ‘청자에게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발화’로 정의하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33)과 같은 유형을 지시 화행의 하위 부류로 파악한다. 그리
고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청자의 미래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 (34)는
비지시 화행으로 분류한다.

10) ‘때려 봐, 때려 봐!’와 같이 반어나 아이러니한 용법의 경우, 실제로 화자가 명제 내용
과 반대되는 행위를 원할지라도 이 발화는 화자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이것
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역시 지시 화행으로 해석되어 지시 화행의 정의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11) 본고는 위의 (34)와 같이 기원 화행, 축원 및 인사 화행, 저주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
유형을 기원문으로 본다. 기원문은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 분석될 수 있다. 자세한 내
용은 2.3.2.와 5.2.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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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명령문은 지시 화행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본고
는 명령문이 수행하는 모든 용법을 엄격한 지시 화행 개념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명령문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성급한 결
론 역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명령문은 그것의 원형적 기능이 지시 화행
을 수행하는 문장 유형이기 때문이다. 명령문이 수행하는 지시의 힘
(directive force)12)은 매 발화마다 단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정도로부터 약한 정도까지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33)의 예문이 모두 지시 화행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해서 원형적인 용법
과 동일한 지시의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형에서 멀리 떨어져
서는 (34)와 같은 특수한 용법도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이
특수한 예들이 명령문의 정의에 큰 비중으로 고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본고는 원형 범주화의 관점에서 명령문과 지시 화행의 관계를
구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명령문 범주에 있는 명령문들은 그것이 수행하
는 지시의 강도, 즉 지시의 힘(directive force)13)이 모두 다르며, 지시의
힘이 강한 원형적인 명령문으로부터 지시의 힘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비
원형적인 명령문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
에서 각 명령문 발화가 가지는 지시의 힘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명령문
12) ‘힘(force)’은 Searle(1969)에서 발화 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를 가리키는 또 다
른 용어인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에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쓰임을 고려해
force는 종종 ‘효력’으로 번역되어 왔다. 그런데 Searle(1975) 등에서는 force가 특정
언어행위의 강도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demand’는 ‘ask for’
보다 force가 더 강하다고 기술하는 식이다. force를 ‘효력’으로 번역하는 경우 이를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s)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Searle(1975)에
서와 같이 발화수반행위의 강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힘’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
단되어 directive force를 ‘지시의 힘’으로 번역한다.
13) ‘힘(force)’은 Searle(1969)에서 발화 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를 가리키는 또 다
른 용어인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에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쓰임을 고려해
force는 종종 ‘효력’으로 번역되어 왔다. 그런데 Searle(1975) 등에서는 force가 특정
언어행위의 강도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demand’는 ‘ask for’
보다 force가 더 강하다고 기술하는 식이다. force를 ‘효력’으로 번역하는 경우 이를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s)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Searle(1975)에
서와 같이 발화수반행위의 강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힘’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
단되어 directive force를 ‘지시의 힘’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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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가 가지는 원형적 속성을 증명하고자 시도한 연구가 있어 주목을 끈
다.
Takahashi(2012)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명령문의 원형 속성을 제시하
고, 이 두 가지 속성을 통해 명령문의 전형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
다.14)
(35) 영어 명령문의 원형(Takahashi 2012:14)
가. 화자는 발화 상황에서 행위를 수행할 청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 화자는 사동주이자 행위주 의미역을 가지며, 개체화된 청자는 피사동
주이자 행위주 의미역을 가진다.

(35)에서 (35가)는 일차적 기준, (35나)는 이차적 기준이다. (35가)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은 이 논의에서 ‘지시의 힘 행사(Force
Exertion)’로 명명된다. ‘지시의 힘 행사’란 본고에서 말하는 지시 화행의
강도,

즉

‘지시의

힘’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Takahashi(2012)에서는 일차적 기준인 ‘지시의 힘 행사’를 산술적으로 계
량하여 각 명령문의 전형성을 평가한다.
Takahashi(2012)에서 각 명령문이 가지는 ‘지시의 힘 행사’를 계량하는
데에는 바람(DESIRE), 능력(CAPABILITY), 힘(POWER), 비용(COST),
이익(BENEFIT), 의무(OBLIGATION)의 6가지 핵심 개념이 매개변수로
사용된다. 이 6가지 매개변수는 Thornburg and Panther(1997)과 Pérez
Hernandez and Ruiz de Mendza(2002)에서 명령문을 설명하는 데 사용
된 인지-화용적 개념으로서, Takahashi(2012)는 인지문법의 방법론을 사
용한 이전의 두 연구를 통합 ·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가지
매개변수를 통해 산출하게 되는 ‘지시의 힘 행사’는 화자 중심 개념으로
서, 각각의 값은 화자의 의도와 문맥 속 화자의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14) 본고는 2.2.2.에서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을 비롯한 각각의 비중이 다른 여섯
가지 원형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명령문의 전형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Takahashi(2012)에서는 지시 화행과 관련되는 ‘지시의 힘 행사(force exertion)’와 ‘화
․ 청자의 의미역’ 두 가지만을 전형성 평가 척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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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값을 매길 때에 충분한 문맥이 주어져야 하며, 정확한 점수를 결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2]~[+1]과 같이 구간 값으로 매길 수 있
다. 이들 여섯 가지 매개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시의 힘 행사
(Force Exertion)

HIGH

LOW

ZERO

M.LOW

M.HIGH

[+2]

[+1]

[0]

[-1]

[-2]

(ⅱ) 능력(CAPABILITY)

/

[+1]

[0]

/

/

(ⅲ) 힘(POWER)

/

[+1]

[0]

[-1]

/

(ⅳ) 비용(COST)

[+2]

[+1]

[0]

/

/

(ⅴ) 이익(BENEFIT)

[+2]

[+1]

[0]

[-1]

[-2]

(ⅵ) 의무(OBLIGATION)

[+2]

[+1]

[0]

[-1]

[-2]

Total score:

[+10] ~~~~~~~~~~~~~~~~~~~~~~ [-7]

(ⅰ) 바람(DESIRE)

[표 2-12] 명령문 원형의 주요 기준(Takahashi 2012: 77)

(ⅰ) 바람(desire)은 지시된 행위가 실현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바람 정
도를 나타낸다. [+2]로부터 [-2]까지 5개 등급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
적인 명령문은 [+2]나 [+1]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화자가 신경 쓰지 않을 때는 [0]으로 나타나며, ‘어디 한번 때
려봐’와 같이 경고나 위협 표현, 또는 반어적 표현일 경우에 [-]점수로
해석된다.
(ⅱ) 능력(capability)은 지시된 행위를 청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를 화자가 가정하는 것이다. 청자가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믿으
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가진다.
(ⅲ) 힘(power)은 화자와 청자의 권위나 지위와 관련해서 화자에 의해
평가되는 점수이다. 화자가 청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경우에 [+1], 화
․ 청자 간 격차가 없을 때 [0], 화자가 청자에 비해 약한 힘을 가질 때
[-1]로 평가된다.
(ⅳ) 비용(cost)은 청자에게 부과되는 물리적,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나
타낸다. [+2]로부터 [0]까지 3개 등급을 가지는데, ‘나 돈 좀 빌려줘’와
같이 청자에게 부담이 큰 경우 [+2]를 가지며, ‘그냥 가서 즐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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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낮은 경우 [+1], ‘좋은 하루 되세요’와 같이 전혀 부담이 없는 경
우 [0]으로 평가된다.
(ⅴ) 이익(benefit)은 요구된 행위가 화자나 청자에게 이로울 것이냐 아
니면 이롭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 화자가 가정하는 점수이다. [+2]로부터
[-2]까지 5개 등급을 가진다.
(ⅵ) 의무(obligation)는 청자가 지시에 따르는 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
로, 또는 고용이나 합의에 의해서 의무적이라고 화자가 가정하는 정도이
다. [+2]로부터 [-2]까지 5개 등급을 가진다. 의무는 청자의 선택가능성
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위 여섯 가지 매개변수 중 ‘이익(BENEFIT)’ 항목은 그 개념에
서 모순되고 나머지 변수와 중복되는 면이 있다. 매개변수 ‘이익’은 화자
나 청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요구되는 행위가 화자에게 이익이 되
는 경우인지,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고, 어느 한 쪽의
경우만을 고려하여 등급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명령문은 ‘이익’
과 관련해서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각에서 [+]값
(이익)과 [-]값(불이익)이 존재하므로, 화자와 청자가 쌍으로 이루어지는
4가지 경우의 조합이 가능하다. 즉 어느 한 쪽만이 아니라 양자의 이익,
불이익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연구자
가 ‘화자의 이익’을 평가할 경우 ‘바람’ 항목과 개념적으로 중복되므로 동
일 항목이 이중 평가되는 면이 있다.
‘이익’ 항목이 가지는 문제 외에도,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명령문이 가
지는 지시의 힘을 계량할 때 각 변수의 정도값을 연구자 임의로 몇 개 등
급의 정수(整數)로 환산하는 방식이 엄밀하지 못하고, 일부 자의적인 것
일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발화별 화행의 강도를 비교 · 평가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시의 힘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계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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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명령문 범주 구성원의 각기 다른 지위를 명시
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스칼라
(scalar)적 접근법은 명령문이 가지는 지시의 힘을 [+]값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0]과 [-]값까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루어졌다. 이것
은 명령문이 설명이나 초대, 축원 등 비지시 화행 또는 약한 지시 화행을
수행하거나, 반어적으로 쓰이는 경우 등을 모두 명령문의 범주 내에서 설
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시의 힘이 [-]값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을 명령문이라는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명령문을 구성하는 매개변
수로 전형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살펴볼 조건 명령문
이나 평서문 등의 다른 문장 유형은 여섯 가지 매개변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성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고는 위 논문에서 ‘지시의 힘 행사’을 계량하는 데 사용한 방법을 수
정 적용하여 한국어 명령문이 가지는 지시의 힘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명령문 원형의 속성 6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지시의 힘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기 때문에 명령문의 전형성 판별에 매우 결정적
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지
고 있는 문장을 대상으로 지시의 힘을 평가함으로써 명령문 범주가 가지
는 원형적인 속성을 확인할 것이다. 다만 ‘이익’에 대한 부정확한 값은 전
체 지시의 힘을 잘못 평가하게 되는 문제를 낳으므로, 본고는 ‘이익’ 항목
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매개변수만을 적용하기로 한다.

2.3. 명령문의 하위 유형
문장 유형이란 형식과 화행 사이의 연관성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각
언어별로 그 목록이 다르다. Sadock and Zwicky(1985: 156-60)에서는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문장 유형을 기본(basic) 유형과 부차
(minor) 유형으로 분류하고, 기본 유형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이 포함
된다고 하였다.
한국어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의 세 유형에 청유문을 포함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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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요 문장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학자에 따라 약속문까지를 주요 유형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남기심(1971, 2001)에서는 말하는 이의, 듣는 이
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의향서법이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의
네 가지 뿐이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로 간접인용문에서 여러 종지법어미
(終止法語尾)가 존대중화어미(尊待中和語尾)로 바뀌어 나타날 때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만이 나타난다는 점(남기심 1971: 226, 233)과 이
들이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네 가지 상대높임의 등급
을 이루고 있다는 점(남기심 2001: 386-7)을 들었다. 임동훈(2011)에서
도 이를 받아들여 한국어의 문장 유형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으로 분류한 바 있다. 주요 유형 외 하위 문장 유형으로는 감탄문, 경계
문, 약속문, 기원문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명령문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문장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될 수 있는 하위 유형에는 전형적인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성(genuine)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 조건 명령문, 그리고 청
유문과 기원문이 있다. 본고는 앞에서 청유문이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서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기하였다. 2.3.1.에서 명령문과 청유문의 구체적인 공통점 및 차이
점을 확인하고 청유문의 지위와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기원문
을 2.3.2.에서 살펴본다. 2.3.3.에서는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을 살펴
본다. 허락문은 한국어에서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따라
서 명령문의 하위 유형이라는 지위 역시 가질 수 없음을 논의할 것이다.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되는 부정 명령문과 조건 명령문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2.3.1. 청유
명령을 나타내는 형식에서 기술된 행위의 행위자가 청자가 아닐 때에는
imperative 대신 hortative, exhortative, jussive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15)
15) 명령이 청자에 대한 것이 아닐 때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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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청유문은 주로 ‘propositive’로 불려왔는데(Underwood 1890:
104, Sohn 1994: 45), ‘-자’가 수행하는 지시 화행을 가리킬 때에는
‘adhortativ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임동훈 2011: 353).
한국어의 청유문을 종종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여
러 가지 면에서 명령문과 같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청유문이 수행하는 화행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는 청유문의
화행으로 청유, 권유, 제안의 의미가 주로 교수학습되어 왔다(박숙영
2012: 243). 그리고 통상 명령문은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고 보아 왔기
때문에 청유문은 명령문과 구분되었다. 그러나 사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
보면 이들이 수행하는 화행은 문장 유형을 나눌 만큼의 중요한 차이는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2-11]의 ‘한국어 명령문이 나타내는 화행의 범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령문은 명령이나 요청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시의 힘이 약

한 권고, 제안 등의 화행도 수행한다. 그리고 청유문 역시 청유, 권유, 제
안 뿐 아니라 명령문의 담당 영역으로 생각해 왔던 명령이나 요청 화행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16) 다음 예를 보자.
(36) 가. (택시에서) 빨리 좀 갑시다.
나. 빨리 좀 가세요.
Aikhenvald(2010: 4)에 따르면 Hortative는 1인칭에 대한 명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권
고나 경고 등 명령법의 주변적인 의미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한다. 또 Jussive는 삼
인칭에 대한 명령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데, 셈어족 학자들 사이의 전통에서는 모
든 비-이인칭 명령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16) 박숙영(2012)에서는 청유문의 발화수반행위를 행위의 주체에 따라 아래 세 가지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1) 화청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 청유, 제안, 의도, 거절, 인사
2) 청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 명령, 권유
3) 화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 부탁, 다짐/결심, 수락, 예고, 가정/치부, 경고/협
박, 담화표지
이 논의를 참고할 때, 청유문이 수행하는 화행도 청유나 제안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스펙트럼의 대부분이 본고가 논의한
‘명령문의 수행 화행’과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거절, 수락, 예고, 가정/치부
등은 발화 상황을 매우 세부적으로 분석해 구분한 것으로 본고에서 논의한 요청이나
제안 화행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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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빨리 좀 갈 수 있어요?

청유문은 보통 1인칭 복수 포괄형 주어에 사용되지만, (36가)와 같은 예
는 실질적인 행위의 주체가 청자 단독인 경우로, 문장의 주어는 2인칭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발화가 수행하는 화행은 사실상 명령문 (36나)와 같
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청유문의 지시 용법은 명령문이 기본적으로 가지
고 있는 체면위협행위로서의 성격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간접 화행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36가)가 일차적으로 청유 화행을 수행한다고 했
을 때, 이 ‘청유’는 기본적으로 ‘요청/지시’와 동일한 발화 목적을 가진다
는 점에서 일반적인 간접 화행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36다)와 같이 일차적으로 질문 화행을 수행하는 의문문이 간접적
으로 요청 화행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간접 화행의 예와의 비교를 통해 보
다 분명해진다.
게다가 청유문이 수행하는 청유 화행이 명령문이 수행하는 제안 화행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한정한 · 이연주(2012: 180)에
서는 다음과 같이 청유와 제안을 구분한 바 있다. “청유는 화자가 청자와
함께 명제가 표현하는 사태를 성립시킬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제안은
다른 동작주가 해당 명제가 표현하는 사태를 성립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

중략

]

개념적으로도

청유(suggestive

imperative)는 제안(suggestion)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안은 청유를 반드
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개념 구분에 따르면 청유 역시 일종의 제
안 화행이라고 할 수 있고, 청유와 제안은 다시 행위의 수행 주체가 화 ․
청자인지, 청자 단독인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개념적으로는 유의미한 것이지만, 실제 발화 상황에서 행위의 주
체가 항상 분명하지만은 않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1인칭 복수 포괄형 주어를 가지는 청유문의 예를 살펴보자.
(37) 가. 그만 가자.
나. 없던 얘기로 합시다.

- 75 -

다. 우리가 각자 다른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치자.

(37)의 예들은 요구 행위의 행위자가 화자와 청자로, 청유 화행을 수행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7)의 예들 모두를 화 ․ 청자 공동 행위로 규정
하는 것은 그다지 정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임동훈(2011: 353)에
서는 ‘청유는 1인칭 복수에 포함되는 화자와 청자가 동등하게 수행주 역
할을 한다기보다 청자에 초점이 있고 화자가 그 행위에 함께 참여하겠다
는 의미’라고 하여 화 ․ 청자 사이의 역할이 동등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
다. 즉 (37가, 나)의 예들이 수행하는 청유 화행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해
당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37다)와 같이 화 ․ 청자가 함께 기술된 행위를 수
행해야 행위가 완성되는 경우도 존재한다.17) (37다)는 (37가, 나)와 달
리 ‘-는 게 좋겠다’, ‘-면 안 되니?’와 같은 형식으로도 치환할 수 없다.
발화 상황에서 행위의 주체가 화 ․ 청자인지, 혹은 청자 단독인지 항상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말체 어미가 쓰인 아래 (38)의 예문
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래의 예들은 그 문장 유형이 청유문인지 명령
문인지 쉽게 분별되지 않는다.
(38) 가.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나. 저녁 때 봬요.
다. 저랑 밖에서 따로 얘기하시죠.

청유 화행이 제안 화행의 일종으로서 오직 행위 주체에 의해서만 구분
되는 화행이라는 점과 이 행위 주체라는 것도 발화 상황에서 늘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유를 청유문만의 독자적인 화행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
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문장 유형이 종결어미와 화행이라는 두 가
17) 박숙영(2012)에서는 위의 (37다)와 같은 청유문의 의미를 ‘가정/치부’로 분류한 바 있
다. ‘가정/치부’의 의미는 문어에서는 어떠한 화행보다도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하면서,
동사 ‘치다, 하다’와 어울려서 사용되며, 또한 ‘-다고 하자’나 ‘-(으)ㄴ셈 치자’의 표현으
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가정/치부’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제안’ 화
행으로 포괄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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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을 때, 화행 측면에서 명령문과 구분되지
않는 청유문을 평서문, 의문문 등과 대등한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유문이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명령문과 여
러 가지 면에서 문법적인 행동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청유문은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지 말-’에 의한 장형 부정만이 가능하며, 부정소 ‘아니’나
‘못’과는 결합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시제나 양태 표지를 가지지 않으
며, 행위주역을 가지는 청유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된다. 이러한 점
들은 평서문, 의문문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명령문의 특징이다.
세 번째로 청유문은 명령문과 의미적인 공통 특징을 가진다. 청유문은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 미래성을 가진다. 또한 청유문에는 행위
의 주체가 제어 · 통제할 수 있는 서술어만이 결합 가능하며, 실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참 · 거짓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령문과의 공통된 특성이다.18)
반면 청유문이 명령문과 구분되는 점은 독자적인 종결어미 체계를 가지
고 1인칭 포괄형의 주어를 취한다는 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이들 차이가 문장 유형 분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자.
먼저 청유문의 종결어미 체계부터 검토해 보자. 임동훈(2011: 327)에서
는 문장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첫째, 직접인용절뿐만 아니라 간접인용절에
도 나타날 수 있는가, 둘째, 높임, 중간, 안높임의 세 화계에 두루 나타나
는가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아래 (39)와 같이 문장 유형을 분류하였다.
(39) 문장 유형과 분류 기준
높임 등급

중간 등급

안높임 등급

간접인용구성

평서문

-습니다

-소/으오, -네

-다

-다고

의문문

-습니까

-냐

-냐고

명령문

-십시오

-소/으오, -게

-라

-라고

청유문

-십시다

-읍시다, -세

-자

-자고

-소/으오,
-나/-은가

18)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은 3.1.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 77 -

그러나 청유문이 높임, 중간, 안높임의 온전한 체계를 갖추었는가 하는 점
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높임 등급이라고 한 ‘-십시다’는 실제로 화자
보다 청자가 상위의 대상일 때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급에 의한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는 군대나 직장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에
게 ‘-십시다’를 사용하기 어렵다. 다음 예를 보자.
(40)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가. *조금 쉬었다가 하십시다.
나. 조금 쉬었다가 하지 말입니다.
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41) (직장에서)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가. *과장님, 식사하러 가십시다.
나. 식사하러 가시지요.

군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와 어떤 행동을 같이 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청유의 어미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40나)와 같이 ‘-지 말입니다’와
같은 어법에 맞지 앉는 표현이 발달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를 대
신해서 (40다)와 같은 의문문의 사용이 권장되기도 한다. ‘-십시다’를 화
자보다 상급자인 청자에게 쓸 수 없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
서 (41가)는 부적절한 발화이다. 이 경우에는 (41나)와 같이 여러 문장
유형에 통용되는 해요체가 사용된다.
다음으로 청유문이 1인칭 복수 포괄형의 주어를 취한다는 특징도 자세
히 살펴보자. 청유문에서 행위의 수행주체는 1인칭 복수 포괄형으로 나타
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지만, 2인칭이나 1인칭 단수, 혹은 1인칭 복수
(배제형)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행위자가 청자 단독
인 경우의 예부터 살펴보자.
(42) 가. 네 아파트 그거 전세 주자. (≒ 네 아파트 그거 전세 줘라.)
나. 잘 하자. (≒ 잘 해라.)
다. 빨리 좀 갑시다. (≒ 빨리 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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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의 예들은 전형적인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요청이나 제안의 화행을
수행한다. 요청이나 제안은 명령과 동일한 발화 목적을 가지면서 화행의
강도(strength)에서 차이를 보인다.19) 그렇기 때문에 청자 주어 청유문은
명령이 가지는 체협위협행위의 성격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종 사용
된다.20)
아래의 (43)은 행위자가 화자 단독인 경우를 보인 것이다.
(43) 가. 좀만 해 보고 안 되면 접자.
나. 뮤뱅 피디님 부탁 좀 합시다.

(43가)는 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혼잣말(monologue)이
고, (43나)는 청자를 향한 발화이므로 둘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43
가)와 같이 화자가 자기의 의지나 의도를 자신에게 표현하는 청유문의 용
법에 대해서 양인석(1976: 124)에서는 화자가 자기를 두 개의 자아, 즉
화자인 자아와 청자인 자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하였다. (43나)와 같은 용법은 화자의 행위지만 청자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일 때 사용된다.21) 1인칭 단수 명령이 범언어적으로 가지는
19) 박영준(1994: 126)에서는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에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이 ‘-(으)라’
형태에서 ‘-자’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기존의 ‘-(으)라’ 형태가 ‘-자’ 형태
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어 보자’ 형식을 모두 취하고 있으며, 이는 부드러운 느낌
을 학생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7) 주제에 알맞은 글감을 찾아 글을 써 보자. (1991년에 발행된 교과서)
20) 모든 명령문을 위 (42)와 같은 청유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을 보자.
(8) 가.
나.
다.
라.

*

힘든데 오지 말자. (≒힘든데 오지 마세요.)
길 건너 80번 버스 타자. (≒길 건너 80번 버스 타세요.)
*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자.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
*
엿이나 먹자. (≒엿이나 먹어라.)
*

실질적인 행위주가 청자이지만 이를 청유문으로 표현하면 화자가 요구 행위에 개입하거
나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듯하다.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구되는 행위에 화
자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유 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21) 청자에게 비켜달라는 요청을 할 때 청유 형식을 빌려 ‘좀 나갑시다’라는 표현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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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그것이 허락 함축을 가지며 종종 부드러운 요청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Aikhenvald 2010: 73-4, Jary and Kissine 2014: 29)22). 영어의
예로 ‘Let me get some sleep.’은 청자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의미가 포함
된다. 위의 (43나)가 가지는 의미는 이와 같은 유형론적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아래의 (44)는 청유문이 1인칭 복수 배제형 주어를 가지는 경우를 상
정해 본 것이다.
(44) 우리도 좀 타자.

한국어는 1인칭 복수형의 포괄형(inclusive)과 배제형(exclusive)이 구별되
지 않고, 모두 ‘우리’로 표현되므로, 1인칭 복수 배제형의 청유문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가 혼자서 오랫동안 그네를 타
고 있을 때, 다른 아이가 동생과 함께 와서 (44)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유문은 행위의 주체가 1인칭 복수 포괄형
일 때 뿐 아니라, 2인칭이나 1인칭 단수, 또는 1인칭 복수(배제형)의 경
우에도 사용된다.23) 그리고 그와 같은 용법의 사용 빈도가 결코 낮지 않
쓴다. 이때 문장의 주어가 나타난다면 ‘나 좀 나갑시다’는 가능하지만, ‘내가 좀 나갑
시다’는 비문법적이다. 주격 조사가 나타날 경우에는 행위의 화자 단독 수행이 분명해
지고, 청자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22) Aikhenvald(2010: 73-4)에서는 범언어적으로 1인칭 단수 명령이 허락 함축을 가진다
고 하면서 뉴기니의 세픽 지역어인 Manambu어의 예를 제시하였다.
(9) kwasa
small+fem.sg

wiya:r
house+LK+ALL

yau
go+1sg.IMPV

‘May I go to the toilet; let me go to the toilet’
23) 임동훈(2011: 353)에서는 위의 (42)나 (43)과 같이 청유문이 화자나 청자 단독 행위
에 쓰이는 것이 1인칭 복수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Jespersen(1924: 192)는 1인칭 복수가 3인칭 복수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boys
는 복수의 boy를 가리키는 데 비해 we는 복수의 I를 가리키지 않으며 복수에 포함되
는 개체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1인칭 복수의 특성 때문에 맥락에
따라 화자나 청자의 어느 한 쪽으로 초점이 놓이면 청유문이 화자나 청자 단독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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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지금까지는 대체로 청유문에 대해서 1인칭 복수 포괄형 주어의
용법만을 주목해오지 않았나 한다.
청유문이 기본적으로 ‘요청(지시)’이라는 명령문과 동일한 발화 목적을
가지고 1인칭 복수 뿐 아니라 여러 인칭에 대해 두루 사용된다는 점은 청
유문을 명령문과 완전히 별개의 유형으로 다룰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리
고 청유문의 화행 스펙트럼이 명령문의 화행 스펙트럼과 상당 부분 겹친
다는 것, 두 유형이 통사 ․ 의미적인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입
장을 더욱 강화해 준다.
청유문을 광의의 명령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독립적인 문장
유형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단순히 관점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주어의 인칭에 따라 명령문과 청유문이라는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고
이들을 별개의 유형으로 분리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처리는 어쩌면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착
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비중을 가지는 문장 유형을 동
일한 비중으로 다루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
는 한국어 청유문이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유문이 명령문과 가지는 차이점
이 결코 공통점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청유문이 명령문, 평서문,
의문문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유문이 명령문
과 가지는 분명한 차이점인 청유형 어미는 한국어에 특별한 1인칭 명령
형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처리했을 때 한국어는 2
인칭 명령과 1인칭 명령의 이중 체계로 이루어진 언어로 분석된다.

2.3.2. 기원
기원문은 형태 · 통사 · 의미적 특징이 일반적인 명령문과 거의 일치한다.
명령형 종결어미 ‘-어라/아라’ 등이 사용되고, 시제와 양태 표지가 결합하
지 않으며, 부정소로 ‘말-’을 취하며, 의미적으로 미래성을 가진다. 이런
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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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때문에 여러 기존 논의는 기원문을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해 왔
다(서정수 1996: 348-9, 고성환 2003: 27). 기원문을 독립적인 유형으
로 분류하지 않고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동일한
문장이 발화 상황에 따라 명령문으로, 또는 기원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비야 내려라’와 같은 문장은 화자가 사람이라면 기원문으
로, 화자가 신이라면 명령문으로 볼 수 있다.
기원문과 진성 명령문은 화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청자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서 구분된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를 통해 요구되
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지만, 기원문은 화자에게 그에 대한 분명
한 믿음이 없다. 고성환(2003: 28)에서는 화자가 명령 수행의 주체로 상
정하고 있는 대상이 화자의 통제권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명
령과 기원을 구분한 바 있다. 이것은 본고의 기술과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기원과 명령을 나누는 기준이 오직 행위 주체와 관련된
문제라고만 할 수 없고, ‘화자의 통제권’이 나타내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
는 점에서 이를 취하지 않는다.
기원과 명령을 나누는 기준이 행위 주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언급했는
데, 기원문에서 요구되는 행위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은 행위의 주체, 요
구되는 행위, 발화 상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발된다.
먼저 행위 주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자.
(45) 가. 비야, 내려라.
나. 신이시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명령문의 발화는 청자에게 지시의 힘을 전달하고, 청자는 그것이 행위의
이유가 되어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45)와 같은 기원문
에서는 화자가 행위 주체에게 그러한 지시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 (45
가)에서 행위 주체에 해당하는 ‘비’는 무정물로서 화자의 발화가 가지는
지시의 힘이 전달되는 영향권 내에 있지 않다. 때문에 화자의 발화는 청
자인 ‘비’의 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5나)에서 ‘신’은 초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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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화자의 발화가 가지는 지시의 힘의 영향권 내에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청자가 화자의 요구에 응하거나 또는 거부할
것이라고 화자가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아래의 (46)은 요구되는 행위의 문제와 관련된 예이다.
(46) 가. 늘 행복해라.
나. 아프지 마라.

이 경우는 (45)에서와 달리 청자에게 지시의 힘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청자가 확실하게 통제 · 제어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46)에서와 같이 ‘행복하다’, ‘아프다’ 등 사람의 상태를 나
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된 부류가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승희(2006:
564)에서는 ‘건강하세요’나 ‘행복하세요’ 같은 명령문이 성립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화자가 건강한 상태나 행복
한 상태 등이 실현되는 데 청자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령문 자체의 성격을 달리보는 것
으로 구체적인 수행을 요구하기보다는 실현을 기원하는 ‘기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타당하
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등이 여타의 형용사들과 달리 명령형 어
미와 결합하는 것은 여기에 청자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청자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화자 또한
이를 알고 있으므로 이들은 기원문으로 분류된다.
아래의 (47)은 발화 상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7) 가. 제발 살아 있어라.
나. 제발 집에 있어라.

(47)에서 청자는 화자의 발화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화자는 명령문을 통
해 지시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 또 행위 주체가 (47가)에서 이미 죽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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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7나)에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는 청자가 요구되는 행위
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화자는 행
위의 실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47)은 기원문으로 분류된다.
기원문은 앞에 제시한 [표 2-11] ‘한국어 명령문이 나타내는 화행의
범위’ 중에서 기원, 축원/인사, 저주 화행을 담당한다. 기원문이 나타내는
화행만을 따로 제시하면 아래 [표 2-13]과 같다.
화 행

발 화

기원(wish)
축원(good wish)/
인사(greeting)
저주(imprecation)

제발 살아 있어라.
비야, 내려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나가 죽어.
엿이나 먹어라.

[표 2-13] 한국어 기원문이 나타내는 화행의 범위

2.3.3. 허락
허락은 상대방이 요청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명령이나 지시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화자가 해당 행위를 소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허락 화행은 ‘지시’의 개
념을 ‘화자의 소망’과 관련짓는 논의의 반대 근거가 되거나, 또는 지시의
범주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허락이 좁은 의미의 명령과 가지는 차이점
에 주목하여, Davies(1986: 41)에서는 허락을 ‘행위의 장애물을 제거’하
는 것으로 규정한다.24) 본고는 앞에서 ‘지시’를 ‘화자와 청자에게 행위 수
행의 이유로 인식되는 발화’로 정의하였는데, 허락 화행은 행위의 장애물

24) Portner(2004: 237)에서는 명령문의 사용을 청자의 ‘To-Do List’에 속성(property)
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의 경우에
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허락이란 ‘not to do list(하지 않을
목록)’에서 속성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지시나 요청 화행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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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함으로써 청자에게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허락 화행은 지시의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허락문은 기원문과 함께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25),
이를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처리하지 않는 논의도 다수 존재한다. 허락문
을 분리하지 않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남기심(1971), 서태룡(1985), 서정
수(1990, 1996), 김병건(2014) 등이 있다. 남기심(1971)에서는 허락형
어미가 피인용절에서 명령형 어미로 바뀌는 것을 지적하고 허락법은 주관
적, 의미론적 근거 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독립적인 문장 유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허락문을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세운 논의는 고영근(1974, 1976)과26)
윤석민(2000)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허락문을 청유문과 함께 명령문
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어, 허락문을 독립적인 문장 유형으로 본 윤석민
(2000)과는 차이가 있다. 고영근(1974: 148-9)에서 허락문을 별도의 문
장 유형으로 기술한 것은 명령문과 의미상의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 때문
이나, 두 유형이 간접인용조사 ‘고’ 앞에서 모두 ‘-(으)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구조상의 차이는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허락문을 가장 독립적인
유형으로 분류한 윤석민(2000)은 이것이 명령문과 가지는 공통점은 그
둘 사이의 의미 특성의 공통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허락문을 독립적
으로 인식하는 데 반대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서 허락문의 존재는 그것이 독자적인 화행 영역과
형태· 통사적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허락이라는 화행이 좁은
의미의 명령과는 구분되는 기능을 가지지만 ‘행위 수행의 이유’라는 지시
의 의미에 포괄될 수 있음을 이미 논의하였으므로, 이제 그 형태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는 종결어미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27)
25) 기존 연구에서 허락문은 서법, 문장종결법, 문체법 등 어떤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허락법, 허락형 등의 용어로 기술되었으나 본 항에서는 이를 문장 유
형의 하위범주로 보는 견해에 따라 허락문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26) 고영근(1974)에서는 허락법이 명령법의 일종이라고 하면서도 이들을 각각의 문체법으
로 설정하고 있어 전체 8개로 이루어진 문체법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후 고영근(1976)
에서는 허락법을 명령법에 포괄함으로써 문체법이 7개인 체계로 변경되었다.
27) 허락문이 명령문과 가지는 통사적인 공통점은 여러 논의에서 확인된 바 있다. 남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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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허락형 어미로 논의되어 온 것은 해라체의 ‘-려무나, -려마,
-렴’과 하오체의 ‘-구려’ 등이다. ‘-려마’는 사전에서 ‘-려무나’의 준말이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국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미들의 사용 예들을 살펴보자.
(48) 가. 우린 저 방에서 아이의 설빔을 만들 터이니 넌 여기서 이 아이를 지켜
주렴.
나. 흥분을 좀 가라앉히려무나.
다. 큰애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니 당신이 한번 만나 보시구려.

(48)은 ‘-렴’과 ‘-려무나’, ‘-구려’가 사용된 예들로, 이들이 수행하는 화
행은 일반적인 명령문이 수행하는 지시 화행과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허락 화행이 ‘-렴’과 ‘-려무나’, ‘-구려’로만 수행되는 것도 아니
다. 전형적인 명령형 종결어미가 허락 화행을 수행하기도 한다.
(49) 선생님이 문밖에서 대기중이던 학생에게
가. 이제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 이제 들어오세요.
다. 이제 들어오너라.
라. 이제 들어와라.
마. 이제 들어와.

(49가)는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1971)과 고영근(1974, 1976)에서는 허락문을 독자적인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 주요
근거로서 명령문과 같이 간접인용에서 ‘-(으)라고’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었으며, 서정수
(1996: 349-50)에서는 아래 다섯 가지 공통점을 들어 허락문이 명령문에 포함되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동사하고만 어울린다.
행동주가 2인칭에 한정된다.
과거 시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부정법의 양상이 명령법과 일치하며, 서술법과는 다르다.
두루높임과 아주높임의 등급에서 명령법의 형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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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좋다’가 사용된 것인데,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49나, 다, 라,
마) 역시 이와 동일한 화행을 수행한다. 이들을 허락으로 해석되게 하는
것은 종결어미가 아니라 청자가 문밖에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이 발화 상황에 따라 명령
으로도, 또는 허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문장 유형이 전적으로
화용적 조건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치 않다.
한편 윤석민(2000: 179)에서는 아래 (50)이 보이는 문법성의 차이가
허락문과 명령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이 둘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50) 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라.
?

나.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하려무나.
(51) 자기 싫어도 좀 자려무나.

(50가)와 같은 명령은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요구가 일어나므로 자
연스러울 수 있지만, (50나)와 같은 허락은 ‘하기 싫어도’라는 표현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좋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
에 어색한 발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1)의 예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려무나’가 결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50
나)가 어색한 것은 부드러운 명령을 나타내며 친근한 어감을 띠는 ‘-려무
나’가 ‘반드시’가 사용된 강제적인 명령을 표현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 아
닌가 한다.
앞서 [표 2-11]에서 살펴봤듯이 명령문은 좁은 의미의 지시나 명령 화행
뿐 아니라 허락 등을 포함한 넓은 영역의 화행을 담당한다. ‘-렴’, ‘-려무나’
등이 허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명령형 어미 ‘-(으)십시오’가 권유의 의미
를, ‘-(으)소서, -(으)옵소서’가 기원의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렴’과 ‘-려무나’, ‘-구려’는 허락 화행과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형태 · 통사적으로 구분
되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 허락문은 하나의 문장 유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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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과 지시 화행
본 장에서는 다른 문장 유형과 구분되는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과
명령문이 수행하는 지시 화행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명령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비통사적이라는 것이다. 명령문은 자주 주어 없이 실현되
고, 시제와 양태 표지가 나타나지 않으며, 술어의 결합 제약이 크다. 그러
나 명령문에서 주어가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것은 임의적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며, 시제나 양태, 또는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나름의 방식도
존재한다. 술어의 결합 제약 역시 분명한 기준을 가진다. 3.1.에서는 이러
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명령문의 규칙을 살펴볼 것이며, 그러한 한국어 명
령문의 규칙이 유형론적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
이다.
3.2.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2장에서 논의한 명
령문과 지시 화행의 관계를 실제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적 논의에서 ‘명령문 범주에 있는 명령문들은 그것이 가지는 지시의
힘이 모두 다르며, 지시의 힘이 강한 원형적인 명령문으로부터 지시의 힘
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비원형적인 명령문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한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러 명령문들의 지시의 힘을 평가하고 비교
함으로써 명령문 범주가 가지는 계층적인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
째 목적은 명령문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하위 화행 간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명령과 요청, 권고와 제안 등이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명령문 개념을 구성하는 매개변수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이제 명령문 범주의 통사 ․ 의미적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3.1.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
한국어에서 명령문이라는 범주가 가지는 통사 ․ 의미적 특징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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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논의에서 다루어졌고, 상당 부분이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살피는 한편으로,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들의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두 가지 다른 관
점이란 첫째, 원형적 관점과 둘째, 유형론적 관점을 말한다. 원형적 관점
에서 명령문은 범주의 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부류로부터 범주 특
징을 약하게 가지고 있는 부류, 그리고 결핍한 부류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함을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론적 관점에서는 한국어 명령문이
가지는 범언어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명령문 특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명령문의 특징을 주어의 출현 여부와
인칭, 의미역 등 주어의 문제와 시제와 상, 술어 제약 등 술어의 문제로
나누어 논의하고, 명령문이 평서문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비단언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1.1. 주어의 문제

명령문의 주어는 지시의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가. 2인칭 대명사 주어: 너가 해라. / 당신이 앉으세요.
나. 부정 대명사 주어: 아무나 불 좀 꺼.
다. 일반 명사구 주어: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검은색 볼펜을 지참할 것.
라. 사람 이름 주어: 철수가 가지고 와.

(1)이 보여주는 명령문의 주어 유형은 그것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었을 경
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 명령문은 주어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명령문의 주어와 관련해서 본고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이다. 먼저, 명령문에서 주어가 나타나는 특별한 이
유, 혹은 주어가 생략되는 특정한 경우란 무엇인가. 두 번째, (1가)를 제
외하고 (1)에 나타난 명령문의 주어 인칭은 무엇인가. 세 번째,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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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주어가 가지는 행위주성은 명령문 범주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이들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3.1.1.1. 주어의 출현 여부
대부분의 명령에서 의도한 행위주가 듣는이(hearer)라는1) 것이 분명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분명한 주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평서문
이나 의문문도 때로 주어 없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어에서 분명한
맥락이 주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령문과는 성격이 다르다.
Davies(1986: 131)에서는 ‘직관적으로, 우리는 주어 없는 명령문에서
무언가 빠졌다고 느끼기보다 주어를 포함한 명령문이 추가적인 명세
(specification)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하며, 명령문은 오히려
주어가 나타났을 때 추가적인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 논의가 명령문에서 주어가 없는 것이 무표적이고, 특별한 이유
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반대로 명령문에
주어가 있는 것이 무표적이고 특정한 경우 생략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성환(2003: 49-66)에서는 명령문에서의 주어를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공범주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 논
의에서는 주어가 공범주로 실현되는 ‘주어 생략 조건’과 ‘주어가 실현되어
야 하는 경우’를 각각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2) 주어 생략 조건
가. 명령문에서 발화 장면의 청자가 모두 명령 수행자일 경우에 주어는 생
략될 수 있다.
나. 명령문에서 호격어가 실현되고 호격어와 주어의 지시 대상이 일치하며
또한 주어에 배타적 대립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 주어는 생략
될 수 있다.
1) 여기서 듣는이(hearer)는 화자의 발화를 (우연히) 듣는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화자가
의식하고, 의도하는 대화의 상대를 뜻하는 수신자(addressee)와는 다른 개념이다. 본고
에서 청자는 수신자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3.1.1.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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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령문에서 명령 수행의 주체를 한정하는 주제어가 실현된 경우에 주어
는 생략될 수 있다.
(3) 주어가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
가. 명령 수행의 대상이 발화 장면에 있는 청자 모두가 아니고 일부에 한정될 때
나. 호격어가 나타나더라도 호격어의 지시 대상과 명령 수행의 주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다. 주어가 단순히 명령 수행의 주체를 나타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떤 추가적인 의미를 가질 경우

이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주어 생략 조건’과 ‘주어가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는 명령문에서 주어가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공범주의 존재를 전제로 생
략이라는 절차를 상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대부분의 명령에서 행위의 주체는 듣는이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듣는이라는 정보는 잉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어
가 나타나지 않지만, 통사적인 또는 의미적인 필요가 있을 때 주어가 요
구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주어가 요구되는 통사적, 의미적인 필요란 위의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Davies(1986: 145)에서도 영어 명령문에서 주어가
나타나는 경우를 언급했는데, 화자가 의도한 행위주가 듣는이 집합 전체
가 아닐 때, 또는 행위주에 비-듣는이가 포함되어 이것을 표시해야 할
때라고 하여 (3가), (3나)와 유사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명령문에서 주
어가 요구되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명령문의 주어가 나타나는 경우란 곧, 화자가 의
도한 행위의 주체와 발화 상황의 듣는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명령문의 주어가 잉여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 주체와 듣는이가 일치하지 않는 아래 예들을 보자.
(4) 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늘 당번이 칠판 좀 지워라.
나. (중대장이 1소대장에게) 1소대는 17시까지 A지역 철조망지대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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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해라.
다. 이번 주말엔 도현이가 애기 보고, 수경이 너는 공부해라.

(4가)는 듣는이(‘학생들’)가 행위 주체(‘당번’)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4
나)는 듣는이(‘1소대장’)가 행위 주체(‘1소대’)에 포함되는 경우이며, 그리
고 (4다)는 듣는이(‘수경’)와 행위 주체(‘도현’)가 다른 경우이다.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주어가 생략되면 화자가 의도한 행위의 주체가 파악되지
않는다. 이처럼 행위 주체와 듣는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
어가 필요하다. 다만 아래 (5)와 같이 호격어로 행위 주체가 표시되는 경
우에는 듣는이와 행위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5) (교실에서 선생님이) 형준이! 대답해 봐!

명령문에서 주어는 통사적인 이유뿐 아니라, 의미적인 필요에 의해 실
현되기도 한다. 명령문의 주어는 특정 조사와 결합해서 행위 주체가 청자
라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실현된다. 먼저 조사 ‘은/
는’과 ‘이/가’가 결합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6) 가. 넌 남아, 난 갈테니까.
나. 넌 애 낳지 말아라.
다. 준모야, 니가 얘기 좀 해 봐라.
라. 금보라 누님은 니가 맡고.
*

라'. 금보라 누님은 맡고.

(6)은 명령문의 가장 전형적인 주어라고 할 수 있는 단수의 청자가 조사
‘은/는’ 및 ‘이/가’와 결합해 실현된 모습을 보여 준다. 임홍빈(1972,
1974)에서는 ‘은/는’과 ‘이/가’에 대해서 각각 대조적 대립과 배타적 대립
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는데, (6)의 예들에서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가, 나)에서 주어에 결합한 ‘은/는’은 주어에게 지시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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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행위와는 대조되는 것임을 드러낸다. (6다, 라)에서 ‘이/가’는 행위
주체가 아닌 듣는이, 또는 다른 가능한 대상과 행위 주체인 ‘너’가 배타적
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즉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해당 행위를 수
행하라는 의미가 추가된다. 이들 명령문에서는 비록 가장 전형적인 2인칭
단수 주어일지라도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화자가 의도한 바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6라')과 같이 비문이 된다.
아래의 (7)은 명령문의 주어에 ‘도’, ‘부터’, ‘만’ 등의 보조사가 결합한
경우이다.
(7) 가. 지니야, 너도 언니 보고 배워.
나. 너부터 얘기해 봐.
다. 너만 내려.

(7)의 예문에서 주어 명사구의 실현은 행위 주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보조사 각각이 가지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7가)에서 ‘도’는 ‘역
동(亦同)’의 의미를, (7나)에서 ‘부터’는 ‘시작(始作)’의 의미를, (7다)에서
‘만’은 ‘유일(唯一)’의 의미를 목표 대상에 더한다.
조사 없이 행위 주체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조사가 가
지는 적극적인 의미 대신, 화자의 어조를 나타내는 소극적인 의미 기능을
가진다.
(8) 가. 너 내가 사람들 입과 눈이 무서워서 계약해지해 준다고 착각하지 마.
나. 너 공 넣기만 해 봐.
(9) 가. 얘! 너 우리 준모 여자 좀 해 줘라.
나. 근데 너 어설프게 고백은 하지 마라.

(8)과 (9)는 모두 2인칭 단수 청자를 대상으로 한 명령으로, 행위 주체를
문면에 표시해야 할 필수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주어가 나타나 있다. 이때
조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2인칭 대명사 ‘너’는 화자의 감정 상태를 나타
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8)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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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데 반해 (9)에서는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서로 상반되는 어
조를 전달한다.2)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의미로 사용된 ‘당신’이라는 2
인칭 대명사는 (8)의 ‘너’ 대신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지만, (9)에서는
주어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각각의 쓰임은 억양과 화맥에 의해 구분된
다.
3.1.1.2. 주어의 인칭
명령문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그 주어가 2인칭이라는 것이다. 명
령문에서는 대개 주어의 명시적인 실현이 요구되지 않는데, 주어가 실현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항상 2인칭, 즉 청자로 이해된다. 박영준(1994:
174)에서는 “명령문의 주어는 그 특질상 행위의 대상자인 청자가 된다”고
하였으며, 채영희(1993: 159)에서는 명령문의 구성 조건으로서 “들을이가
행동요구의 수행자가 되는 언어표현”을 들고 있다. 또 서정수(1996: 413)
에서는 “명령문은 듣는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기능이
본질적인 것이므로 듣는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행동자인 듣는이는
명령문 구조에서 주어에 해당하며 명령문 성립의 필수 요건이다.”라고 분
명히 밝히고 있어, ‘청자=명령문의 주어=행위 수행주체’의 관계에 있어서
는 여러 명령문 연구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3)
일반적인 명령문이 2인칭(청자) 주어를 취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명령이 오직 청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Lyons(1977: 747)에서는 명령의 개념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말해진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1인칭과 3
2) 이것과 유사한 견해로는 Aikhenvald(2010: 6)이 있다. 명령문에 나타나는 2인칭 대명
사 주어는 아래 (1a)와 같이 때로 성급함이나 공격적인 어조를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
로 (1b)와 같이 친근하고 격려하는 어조를 전달하기도 한다.
(1) a. You close the window!
b. You sit down and have a nice cup of tea.
3) ‘명령문의 주어’는 행위의 수행주체인 ‘목표 대상’과 동일하지만, 그것이 곧 ‘청자’ 집합
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이후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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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명령법으로 기술되어 온 것들은 적어도 인도유럽어에서는 진짜 명령
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유형론의 연구 성과들은 명
령법의 형식이 2인칭과 비-2인칭 모두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 1인칭과 3인칭 주어 명령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
여 준다. 유형론적으로 명령법은 화자가 원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의
인칭에 따라 세분되며, 인칭별 위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van der
Auwera et al.(2004)에서는 376개 언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
고 다음과 같이 행위 수행 참여자에 따른 명령문의 위계를 제시하였다.
(10) van der Auwera et al.(2004)의 명령법 위계:
2SG → 2PL → 3 or 1 PL → 1SG
1인칭 복수 내에서의 위계: 1PLi(inclusive) → 1PLe(exclusive)

(10)에 따르면 명령법은 주어의 인칭이 2인칭 단수로부터 2인칭 복수, 3
인칭이나 1인칭 복수, 1인칭 단수 순으로 전형성이 떨어지는 범언어적인
특성을 보인다. Aikhenvald(2010)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는
데, 그 결과는 (10)과 거의 일치한다. Aikhenvald(2010: 76)에서 제시한
[그림 3-1]을 검토해 보자.

표준 명령4)
(canonical values)

비표준 명령
(Non-canonical values)
④ 1인칭 단수

>③ 3인칭 단수

그리고/또는 배제형
(a)

또는 복수
(b)

>② 1인칭 포괄형;
비단수
(c)

>① 2인칭(단수, 복수
또는 비단수)
(d)

[그림 3-1] 명령법에서의 인칭 구분

[그림 3-1]은 어떤 인칭의 명령법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가에 대한 경
4) Aikhenvald(2010)은 2인칭 명령을 표준 명령(canonical imperative)으로, 비-2인칭 명
령을 비표준 명령(non-canonical imperative)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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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보인 것이다. 모든 인칭에 명령법 전용 형식을 쓰는 언어도 있고,
명령법 형식이 전혀 없는 언어도 있으며,5) 인칭에 따라 명령법 형식 또는
다른 수단을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도 있는데, 만약 어떤 언어가 특별한
명령법 형식을 가진다면, 그것은 적어도 (d)2인칭 단수 청자 주어는 포함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흔한 명령법은 (c)1인칭 복수 포괄
형이다. 만약 어떤 언어가 (b)3인칭 주어의 명령법을 가진다면 그 언어는
또한 (c)1인칭 복수 포괄형 명령법을 가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
고 만약 어떤 언어가 (a)1인칭 단수나 배제형을 나타내는 명령법을 가진
다면, 우리는 그 언어가 (b)와 (c)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2인칭 주어의 명령문과 1인칭 복수 포괄형 주어
의 청유문을 가지는 언어이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주어가 3인칭으로 나
타나는 명령과 1인칭 단수 또는 배제형으로 해석되는 명령도 있으므로
[그림 3-1]에서 (a), (b), (c), (d) 유형을 모두 가지는 언어로 볼 여지
도 없지 않다.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유형론적으로
(a), (b), (c), (d) 유형을 모두 가지는 언어에서 각 인칭에 대한 명령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뉴기니의 Karam어족에 속하는 Kobon어는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명령문
에서 모든 인칭과 수 조합이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언어에
서는 아래 [표 3-1]에 제시한 것과 같이 모든 인칭의 명령문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다(Aikhenvald 2010: 49에서 재인용).
인칭
1
2
3

단수

쌍수

복수

-ɨn/-in
-ø
-aŋ

-ul
-ɨl
-ɨl

-un
-im
-laŋ

[표 3-1] Kobon어 명령문에서 주어 표지

5) Aikhenvald(2010: 38)에 따르면 명령법 전용 형식이 없는 언어에서 명령은 보통 다음
네 가지로 표현된다. 아래 형식에 대한 명령과 비명령 의미는 문맥에 의존해 구분된다.
1) 동사의 현재 시제 형식 또는 무표적 시제 형식
2) 동사의 미래 시제 형식
3) 가능과 의도를 의미하는 양태 형식
4) 비현실법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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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볼리비아의 Tacana 언어인 Cavineña어도 모든 인칭에 대한 명령
법이 존재하지만,6) 이 언어에서는 각 인칭의 명령법이 독립된 패러다임으
로 나타난다.

-kwe
ne- ... -kwe

단수
비-단수

[표 3-2] Cavineña어의 2인칭 명령법 굴절

panene- ... -ra

단수
쌍수
복수

[표 3-3] Cavineña어의 1인칭 명령법 굴절

[표 3-2]는 2인칭 명령법 굴절을 보여 주는데, 이 경우에는 단수와 비단수만을 구분한다. [표 3-3]은 1인칭 명령법으로 이때에는 단수, 쌍수
(1+2인칭), 복수의 경우를 구분한다. 3인칭에게 명령할 때에는 동사에
접두사 pa-를 붙이는데, 여기서는 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언어
에서는 세 가지 인칭의 형식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정된다.
이제 다시 한국어의 명령 형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국어는 일반적
으로 2인칭 주어일 때 명령문이, 1인칭 복수 포괄형 주어일 때 청유문이
사용된다. 그런데 청유문의 용법 중에는 아래와 같이 1인칭 배제형과 1인
6) Kobon어와 Cavineña어가 모든 인칭에 명령 형식을 가지는 언어[[그림 3-1]에서 (a),
(b), (c), (d)]라면, 스페인어는 2인칭에 대한 명령만 있는 언어[[그림 3-1]에서 (d)]의
예이다. 스페인어에서 1인칭과 3인칭 명령은 접속법을 사용해 만들어진다. 1인칭 복수
명령은 현재 접속법을, 3인칭 명령은 흔히 que(that)를 쓰는 접속법을 사용한다
(Aikhenvald 2010: 64에서 재인용).
(2) 가. 1인칭 명령

empecemos

‘Let's get started!’

나. 3인칭 명령

Que nos cuente qué política económica querría que hiciéramos.
‘Let him tell us what economic policy he'd like us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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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단수 주어에 대한 명령도 존재한다.
(11) 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청자에게) 우리도 좀 먹자.
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다. 어디 보자.

(11가)는 1인칭 복수 배제형(exclusive) 주어를, (11나, 다)는 1인칭 단
수 주어를 가지는 청유문이다. 1인칭 단수와 복수 배제형에 대한 명령은
[그림 3-1]에서의 명령문 위계상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므로, 한국어
에는 3인칭 주어 명령문도 존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3인칭 주어 명령문의 존재 여부는 여러 논의에서 검토된 바
있지만 분명한 결론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인칭은 화자와 청자가
아닌 것으로 정의되는데, 명령문의 주어가 청자가 아닌 경우가 과연 가능
한 것인지 쉽게 판별되지 않는다. 보다 신중한 접근을 위하여 우선 청자
의 개념부터 엄밀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청자는 발화 현장에서 화자의 발화를 듣는 대상(hearer)을
가리키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화자가 의도하는 대화의 상대(addressee)
를 가리키기도 한다. Levinson(1983: 68-72)에서는 청자를 화자의 발화
를 (우연히) 듣는 ‘듣는이(hearers or bystanders)’와 화자가 의도하는 대
화 상대인 ‘수신자(addressees or targets)’로 구분하고, 2인칭이라는 범
주 규정은 수신자의 개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때
로는 수신자(addressees)와 목표로 하는 대상(targets)도 구분해야 할 필
요가 있는데, 목표로 하는 대상은 반드시 발화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고 하였다.7)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은 듣는이와 수신자, 그리고 목표로 하는
대상이 지시하는 바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명령문의 예에서
이들 개념을 구분해보면 아래 [그림 3-2]와 같이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
7) 이 논의에서는 듣는이(hearers or bystanders)와 수신자(adressees or target), 그리
고 수신자(addressees)와 목표로 하는 대상(targets)을 구분할 것을 주장했는데, 각 구
분의 실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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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목표로 하는 대상(targets)이란 명령문에서는 지시의 힘이 가
해지는 대상으로, 편의상 ‘목표 대상’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듣는이(hearers): 화자의 발화를 (우연히) 듣는 대상
수신자(addressees): 화자가 의식하고, 의도하는 대화의 상대
목표 대상(targets): 지시의 힘이 가해지는 대상

듣는이

목표 대상

듣는이=수신자
=목표 대상

ⓐ

수신자=
목표 대상

듣는이=
수신자

ⓑ

ⓒ

수신자=
듣는이

목표
대상

ⓓ

[그림 3-2] 듣는이, 수신자, 목표 대상의 관계
다음 (12가, 나, 다, 라)의 예는 각각 [그림 3-2]에서 ⓐ, ⓑ, ⓒ, ⓓ에
해당하는 명령문을 보인 것이다.
(12) 가.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에게) 이쪽으로 앉으세요.
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늘 당번이 칠판 좀 지워라. [(4가)]
다. (중대장이 1소대장에게) 1소대는 17시까지 A지역 철조망지대 설치
를 완료해라. [(4나)]
라. 가습기 피해 입증 책임 국가가 지라.

(12가)는 화자가 듣는이 1명에게 지시하는 경우이다. 소개팅 상대인 듣는
이는 곧 수신자이자 목표 대상이다. (12나)는 화자가 여러 명의 학생들에
게 말하고 있지만, 칠판을 지우라는 메시지는 그날의 당번에게만 전달하
고 있으므로, 듣는이인 학생들 가운데 수신자인 당번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신자 당번은 지시의 힘이 가해지는 목표 대상이기도
하다. (12다)의 경우는 듣는이와 수신자가 모두 1소대장이지만, 목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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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1소대원 전체이므로 듣는이/수신자가 목표 대상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다. (12라)의 예는 신문에 게재된 칼럼의 제목인데, 듣는이, 수신자, 목
표 대상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목표 대상은 국가(정부)가 될 것이
고, 듣는이/수신자는 독자가 될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림 3-2]의
ⓓ와 같이 듣는이/수신자와 목표 대상이 겹쳐지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
고 생각된다.
이제 명령문 주어의 인칭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자. 명령문의 주어는
화자가 의도한 행위의 주체로서, 지시의 힘이 가해지는 목표 대상이다. 이
목표 대상에 청자가 포함되면 2인칭이고, 청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3인칭
이다. Levinson(1983: 68-72)에서의 주장대로 2인칭이라는 범주를 규정
할 때 수신자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림 3-2]에서 ⓐ, ⓑ, ⓒ 경우
의 주어 인칭은 모두 2인칭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청자(수신자)와 주
어(목표 대상)가 일치하지 않지만, 청자가 포함된 복수의 대상은 ‘너희
(들)’과 같이 2인칭으로 지칭된다. 문제는 [그림 3-2]에서 ⓓ와 같이 수
신자와 목표 대상의 사이에 어떤 교집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
이 가능하다면 한국어에도 3인칭 명령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청자(addressees)와 명령문의 주어(targets)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명령문은 (12라)와 같이 종결어미 ‘-(으)라’가 결합한 문장과 ‘(으)ㄹ 것’이 결합한 문장이다. 이중 ‘-(으)라’ 명령문은 앞에서 추상적인
청자에 대한 절대 명령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절대 명령의 예를 먼저 살펴
보자.
(13) 가. 청년이여, 눈을 뜨라. (임홍빈 1983: 115)
나. 교향악단이여, 음악을 멈추라. (임홍빈 1983: 115)
다. 총장은 물러나라. (고성환 2003: 68)
라. 국민의 군대인 내외의 모든 국군에게 영원한 영광 있으라! (고영근
1976: 35)

고성환(2003)은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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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 나)에서 ‘청년이여’나 ‘교향악단이여’는 주어가 아닌 호격어이며,
(13다)에서 ‘총장은’은 주제격 조사 ‘은/는’이 결합한 주제어로, 각각에서
주어는 공범주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호격어나 주제는 명령 수행
의 주체를 발화 장면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여 (13가, 나, 다)의 주어는
모두 2인칭 청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제가 호격어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발화 장면에 끌어들인다는 설명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평서
문이나 의문문에서 3인칭에 주제격 조사라고 하는 ‘은/는’이 결합한 경우
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청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임동훈(2011: 352)에서는 (13라)와 같이 기원
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3인칭 명령의 용법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는 행위의 주체가 말을 듣거나 글을 읽는 수신인(addressee)에 해당
하므로 3인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화자가 의식하고 의도한
대화의 상대를 청자라고 한다면, (13가, 나, 다)에서 청자와 행위의 주체
사이에 청자라는 전달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주
어가 3인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주어의 인칭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으)ㄹ 것’이 결합한 명령도 마찬
가지이다. 이것은 공고문이나 방송과 같이 화자가 청자를 대면하지 않은
경우에서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 청자에 대한 명령인 ‘-(으)라’
명령문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래 (14가, 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으)ㄹ 것’ 명령의 주어 자리에 2인칭 대명사는 오
지 못하며8) 명사 내지 명사 상당어구로 실현된다. (14다)의 경우는 대부
분 [그림 3-2]의 ⓑ와 같이 지시 대상(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이 수
신자(글을 읽는 학생) 집합에 포함되는 관계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신자
가 오로지 전달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와 같은 경우도 불가능하지는 않
다.
*

(14) 가. 너희들은 시험장에 검은 사인펜을 지참할 것.
8) ‘-(으)라’ 명령문과 ‘-(으)ㄹ 것’ 명령문에서 2인칭 대명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그
목표 대상을 직접 가리킬 수 없는 상황에서 화시적 요소인 인칭 대명사가 쓰일 수 없
기 때문이며, 2인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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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들은 시험장에 검은 사인펜을 지참할 것.
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과사무실로 문의할 것.

이밖에 청자와 목표 대상 사이 어떤 교집합도 가지지 않는 경우는 아래
(15)와 같은 접속문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5) 이번 주말엔 도현이가 애기 보고, 수경이 너는 공부해라. [(4다)]

(15)는 수경모가 수경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발화이다. 두 개의 절이 접
속된 이 발화의 청자는 ‘수경’이지만, 선행절의 경우 목표 대상은 ‘도현’이
다. 두 개의 명령이 접속되어 쓰인 경우, 한 개 절에서 3인칭 주어 명령
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영근(1976)에서 ‘-(으)라’ 명령문의 주어가 3인칭이라고
한 바 있으나, 대체로 (13)이나 (14)에서 주어의 인칭은 2인칭으로 파악
하고 3인칭 주어 명령문의 존재는 부정해 왔다. 그러나 임동훈(2011)에
서 언급했듯이, (13라)와 같이 기원문이지만 온전히 3인칭을 지시하는 예
가 있고, ‘-(으)라’와 ‘-(으)ㄹ 것’ 명령 가운데는 상황에 따라 [그림
3-2]의 ⓓ와 같은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으므로 한국어의 3인칭 주어
명령문은 흔히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이다.
요컨대 한국어는 모든 인칭에 대한 명령의 형식이 존재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인칭 단수 및 배제형과 3인칭 명령은 매우 드물게 나
타난다. 이제 한국어에서 각 인칭별로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를 아래 [표
3-4]와 같이 보일 수 있다. 1인칭과 2인칭 명령은 ‘해라체’를 대표형으로
제시하며,9) 접속문에서 나타나는 3인칭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를
취하므로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9) ‘-(으)라’는 대우 중립인 성격을 가진다. 2.1.2.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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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칭(단수, 포괄형, 배제형)

-자

2인칭

-어라/아라

3인칭

-(으)라
[표 3-4] 한국어 인칭별 명령의 종결어미

한국어가 모든 인칭에 대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자’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1인칭은 별도의 패러다임을 가진다고 보
아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앞에서 청유문을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3인칭 명령과 함께 주어의 인칭이라는 속성에서
전형성이 떨어지는 비원형적 명령문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견해
는 고영근(1976: 147)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명령법이
단독명령이라면 공동법은 공동명령으로, 공동법을 광의의 명령법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임동훈(2011: 353)에서는 명령문을 넓게 해
석하면 명령문은 2인칭 명령으로, 청유문은 1인칭 복수(포괄형) 명령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한국어는 모든 인칭의 명
령법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3.1.1.3. 주어의 행위주성
명령문의 주어는 기술된 행위의 수행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2인칭으로
상정되며, 의미역은 행위주역을 가진다. 그러나 명령문으로 분류되는 문장
이 모두 2인칭 행위주역 주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3.1.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령문은 그 인칭 측면에서 원형적인 명령문과 비원형적인 명
령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주어의 의미역과 정체성 측면에서도 명령
문의 지위는 모두 동등하지 않다.
Takahashi(2012)에서는 명령문의 원형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 두 번째가 명령문 주어의 정체성과 의미역에 대한 것이
다. 아래 [표 3-5]에서 그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한다.10)
10) 첫 번째 기준, 명령문이 가지는 ‘지시의 힘 행사(Force Exertion)’는 3.2.에서 자세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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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칭 주어
ⅰ. 정체성
(IDENTITY)
ⅱ. 의미역
(SEMANTIC ROLE)

원형적

비원형적

개별화되어 있음
(individuated)

비개별화되어 있음/총칭적
(non-individuated/generic)

피사동주+행위주
(Causee+Agentive)

비피사동주+비행위주
(non-causee+non-agentive)

[표 3-5] 명령문 원형의 이차 기준(Takahashi 2012: 17)

명령문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2인칭으로 상정되며, 정체성과 의미역이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정체성은 청자가 지시하는 대상이 개인인
지 아니면 총칭인지에 대한 것이다. 명령문은 청자가 총칭일 때보다 개별
화된 대상일 때 원형성이 높다. 주어의 의미역은 청자가 시킴을 받는 피
사동주이면서 행위주일 때 원형성이 높다. 이에 따라 명령문은 청자가 개
별화된 대상이고 피사동주-행위주일 때 가장 원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주어가 개별화된 대상이 아니거나 총칭적일 때, 그리고 비피사동
주-비행위주일 때 비원형적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16) 가. 당장 네 방 치워!
나. 모두 앞으로 나오세요.
다.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명령문 주어의 측면에서, (16가)는 청자가 개체이고 피사동주-행위주이
므로 가장 원형적이다. 청자가 행위주이지만 (16나)와 같이 개별화된 대
상이 아니거나, (16다)와 같이 총칭일 때에는 원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16라)와 같이 비피사동주-비행위주 청자일 때는 가장 원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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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술어의 문제
명령문의 술어와 관련해서는 시제와 상, 그리고 술어 제약에 대해 살펴
본다. 명령문의 술어는 시제 표지와 결합하는 일이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매우 분명하게 미래성을 가진다. 이 분명한 미래성이 오히려 명령문에 미
래 시제 표지가 불필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한다. 한편 상적 의미를 나
타내는 형식은 명령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평서문이나 의문
문에서의 의미 양상, 결합 양상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흥미를 끈다.
그 다음으로, 명령문의 술어 제약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에서 자주 다루어
진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도 거의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3.1.2.1. 시제와 상
명령문의 동사 형식은 여러 문장 유형 중 가장 무표적이다. 범언어적으
로 명령문은 형태적인 시제와 양태 표지를 가지지 않는다.11) 한국어 명령
문도 ‘-느/는-’과 ‘-었-’이 결합할 수 없으며, ‘-겠-’, ‘-(으)리-’와의
결합도 제약된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지만 대부분의 언어에서 명
령문이 시제와 양태를 가지지 않는 것은 명령문 자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된다. 시제를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대립 체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미래’ 시점만을 나타내는 명령문에 과거
나 현재의 의미와 구별하기 위한 표지는 잉여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전형적인 명령문이 가지는 분명한 의무 양태는 다른 종류의 양태 의미
와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표지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명령문이 의미적으로 ‘미래성’을 가진다는 것은 기존의 몇 논의에서 언
급되었다. Chung-hye Han(2011: 1790)에서는 명령문이 ‘미래지향성
11) Aikhenvald(2010: 159)에 따르면 Dutch와 Frisian어는 제한된 문맥, 즉 과거 시제의 서술
에서 내포된 형식으로 과거 시제 명령문이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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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rientation)’을 가진다고 하면서, 미래 지향성 시간 부사가 명령
문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반면 과거 지향성 시간 부사는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아래 (17)의 예문에서, 명령문에 tomorrow
대신 yesterday를 쓰면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지
향성을 가지지 않는 now나 tonight 등도 명령문에서 쓰이면 미래 지시 의
미만을 가진다. (18)의 예에서 now가 쓰인 (18가)와 tonight이 쓰인 (18
나)는 모두 요구하는 행위의 수행이 발화시 이후, 즉 미래에 있다.
(17) 가. Finish your homework tomorrow.
*

나. Finish your homework yesterday.
(18) 가. Behave yourself now.
나. Behave yourself when the guests arrive tonight.

명령문의 미래성은 명령문 뒤에 따라오는 부가 의문을 통해서도 드러난
다. Katz and Postal(1964: 75)에서는 (19가)와 같은 명령문이 (19나)의
미래 시제 평서문에서 변형 규칙을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런 명령문의 미래성은 (19다)와 같이 ‘will’을 가진 부가 의문(tag
questions)이 뒤따르는 것과 (19라)처럼 과거형 ‘did’가 따라오는 것이 불
가능한 점에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19) 가. go home.
나. you will go home.
다. go home, will you.
*

라. go home, did you.

시간부사의 결합과 의미 해석 양상은 한국어 명령문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과거 지향성 시간 부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어제, 아직, 여전
히, 여태, 이미, 벌써, 진작 등은 명령문에 나타날 수 없다. 또 한국어에서
흔히 진행상 표지라고 하는 ‘-고1 있-’이 평서문, 의문문에서와는 다른
의미 양상을 보여 주는 것에서도 명령문의 미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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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예를 보자.
(20) 밥 먹고 있었다. / 있다. / 있겠다.
(21) 밥 먹고 있었니? / 있니? / 있겠니?
*

*

(22) 밥 먹고 있었어라. / 있어라. / 있겠어라.

(20)과 (21)은 평서문과 의문문의 예로 과거, 현재, 미래 의미를 나타내
는 각각의 형태(-었-, Ø, -겠-12))와 ‘-고1 있-’이 결합하여 각각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반
해 명령문인 (22)는 ‘-었-’과 ‘-겠-’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며 영형태와
결합한 ‘밥 먹고 있어라’만이 가능한데, 이때에도 현재가 아닌, 미래 시간
해석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상 의미를 나타내는 ‘-어 있-’의 경우
에도 평행하게 나타난다. 아래 (23)~(25)의 예가 이를 보여준다.
(23) 누워 있었다. / 있다. / 있겠다.
(24) 누워 있었니? / 있니? / 있겠니?
(25) 누워 *있었어라. / 있어라. / *있겠어라.

그렇다면 명령문이 비-미래 시간을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형적인 명령문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비-미래
시점에 대한 명령으로 보이는 예들을 검토해 보자.
(26) 가. 제발, 내 생각하고 있어라.
나. 제발, 학교에 가 있어라.
다. (내가 가서 설명해 줄 때까지) 아직 그거 읽지 말았어라.13)

12) 문숙영(2009: 115-8)에서는 ‘-겠-’이 미래 지시의 시제 범주가 아닌 ‘추측․ 의지’의
의미를 표시하는 양태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 본고도 이 견해에 동의하며, 본문
의 예는 양태의 ‘-겠-’이 미래 의미까지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본다.
13) Aikhenvald(2010: 132)에서 과거 시제로 표현된 명령문의 예로 제시한 ‘don't have
read it yet!’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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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가)는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혼자 하는 말 정도로 상황을 가정
해 볼 수 있는데, 화자가 요구하는 행위(상대방이 내 생각을 하는 것)는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다. (26나)도 아이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로 명제의 내용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다. (26다)는 상대방에게 실수로 메시지를 보낸 후에 상대방이 그
것을 보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하는 발화이다. 이때의 요구되는 행위에는
과거 시제 표지 ‘-었-’이 결합해 있는데, 이는 화자가 도착하는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과거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
(26)의 예문은 모두 명령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2.3.2.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청자가 발화 현장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래서 청자에게 명령
문을 통한 지시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명령문으로 보
기는 어렵다. 이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청자의 행동에 대한 강한 바람
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원의 의미를 가진다.14)
명령문은 왜 비-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가? 그것은 명령문의 본
질이 화자가 발화 시점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청자의 장차 행위를 요구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령문에서 ‘화자가 요구하는 상황’의 시간적 위치는
발화시 이후의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화시가 기준시가 되는
절대 시제를 상정할 때,15) 명령문은 미래 시간 지시만이 가능하다. 이것
은 비전형적 명령문인 청유문의 경우도 동일하다.
한국어 명령문 연구에서 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찬가지
로 국어의 상 연구도 주로 평서문만을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명령문의
상은 잘 다루어지지 못했다. 우선 완결상 표지인가 아닌가로 논란의 대상
이 되어 온 ‘-었-’은 진성 명령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못한다. 과거시제
‘-었-’은 때로 완결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16) ‘-었
14) 기원문은 비전형적 명령문에 해당한다.
15) 명령문은 그것을 발화함으로써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발화시점이 아닌 다
른 시점이 기준시가 되는 상대시제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해 보인다.
16) 문숙영(2009)에서는 과거시제가 완결상의 의미를 함축하기 쉽다고 하면서, ‘넌 내일
죽었다’나 ‘이제 밥은 다 먹었네’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시제 ‘-었-’
이 가지는 함축적 의미를 노린 화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 차
원의 문례를 시제 의미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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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는 과거시제 의미와 명령문의 ‘미래지향성’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법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었-’을 제외하고는
평서문에서 여러 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식들 대부분이 명령문에서도 나
타날 수 있다.17)
진행상과 결과상을 나타내는 ‘-고 있-’과 ‘-어 있-’의 경우를 먼저 살
펴보자.
(27) 가. 철수야, 전화 받아.
나. 그림 그리고 있어.
다. 추우니까 내복 입고 있어.
라. 누워 있어.

(27가)는 무표지 명령문으로 명령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27나)는
진행상(progressive) 의미를 가지는 ‘-고1 있-’이 결합한 것이며, (27다,
라)는 결과상(resultative)의 의미를 가지는 ‘-고2 있-’과 ‘-어 있-’이
결합한 것이다. 상황 내부 국면을 보는 진행상과 결과상은 명령문에 상당
히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진행상이나 결과상 형태가 결합한 명령문
은 일반적인 명령문과 달리 행위의 시작 시점이 반드시 미래일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명령문은 이미 이루어진 행위나 현재 진행 중인
행위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청
자에게 ‘밥 먹어’라고 명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27나)나 (27다,
라)는 각각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내복을 입고 있거나, 누워 있는
청자를 상정해도 자연스럽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요구 행위가 진행 국면,
또는

결과

국면에

있기

위해서는

시작

시점으로부터

행위가

지속

(continuous)되어야 하므로, 화자는 청자에게 행위 자체보다 ‘행위의 지
속’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화자는 원하는 행위를 청자

17) 보조 용언 구성 ‘-어 두-’, ‘-어 놓-’, ‘-어 내-’, ‘-어 버리-’, ‘-어 치우-’ 등이 완결
상, 또는 결과상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들은 명령문에서 자연스럽
게 결합하는데, 이들을 문법상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는 자세
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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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하고 있을지라도 ‘지속’을 위한 명령으로 진행상과 결과상을 가지
는 명령문을 사용하며, 이것이 명령문이 가지는 미래적 성격에 대한 반례
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명령문에서의 상과 관련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명령문이 비-명령문
과 동일한 상표지를 가지지만 명령문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는

완결상

(perfective)과 비완결상(imperfective)이 형태적으로 구별되는데, 동일한
형태 표지가 명령문에서만 특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러시아어의
경우는 긍정 명령문에서 비완결상 명령문이 완결상 명령문에 비해 더 공
손하게 들린다. 이것은 비완결상 명령문이 ‘행위의 완료나 결과에 대해 관
심을 덜 가진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Aikhenvald
2010: 104). 아래 예에서 비완결상 명령문 (28가)는 완결상 명령문 (28
나)보다 공손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28) 가. Sadite-sj!
sit.IMPF+2pl.IMPV-REFLEXIVE
'Sit down (imperfective, considered more polite)'
나. Sjadjte!
sit.PERF+2pl.IMPV
'Sit down (perfective, considered less polite)'

한국어의 경우는 완결상과 비완결상이 구조적으로 대립을 이루지 않기 때
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면상의 일종인 진행상이 결합한 명령문
과 무표지 명령문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진행의 표지가 의무 적이지 않은 한국어에서는 진행의 상적 특성이
분명한데도 진행형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다음 예를 보자.
(29) 가. 평서문: 나 밥 먹어(≒ 나 밥 먹고 있어.)
나. 의문문: 너 뭐 읽어?(≒ 너 뭐 읽고 있어?)
다. 명령문: 친구랑 놀아.(≒ 친구랑 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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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평서문 (29가)와 의문문 (29나)의 경우에 무표지 문장과 진행상
표지가 결합한 문장 사이에 별다른 의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반면, (29
다)는 진행상 명령문이 무표지 명령문보다 덜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듯하
다. 만약 어떤 엄마가 아이를 놀이터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다면, 아래
의 (30나)와 같이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30나)는 (30가)보다 명령의
강도가 약하게 느껴지고, 좀 더 부드러운 명령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18)
(30) 가. 엄마 다녀올 때까지 친구랑 놀아.
나. 엄마 다녀올 때까지 친구랑 놀고 있어.

이제 양화상19) 의미를 가지는 형식과 결합한 명령문을 검토해 보자. 습
관상(habitual) 또는 반복상(iterative)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곤 하
-’와 ‘-어 대-’, ‘-어 쌓-’ 등을 들 수 있다. 김성화(1992: 180)에서는
연속성 반복을 나타내는 ‘-어 대-’와 ‘-어 쌓-’이 명령법, 청유법, 허락
법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래 (31가, 나)의 예에서
와 같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31) 가. 그만 울어 쌓아라.
나. 계속 그렇게 떠들어 대라.
다.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곤 해라.

18)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1 있-’은 요구되는 행위가 수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경
우나(앉아!/*앉고 있어!), 화자가 행위의 ‘지속’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고1 있-’이 어떤 조건에서 공손성이 발현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
19) 상 범주의 의미와 종류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를 논의한 문숙영(2014)에서는 상의 유
형을 크게 관점상, 국면상, 양화상으로 분류한다. 이 논의에서 온전한 상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논의된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양화상에는
습관상과 반복상이 포함된다.
(3) 가. 관점상: 완결상/비완결상
나. 국면상: 기동상, 진행상, 결과상
다. 양화상: 습관상, 반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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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자(1994: 96)에서는 ‘-어 대-’와 ‘-어 쌓-’에 대하여 “반복의 連
續性 또는 정도의 지나침에 관하여 화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 대-’ 또는 ‘-어 쌓-’을 선택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
한 부정적인 뉘앙스는 명령문에서 일종의 의미 제약으로 작용한다. 즉 ‘어 대-’와 ‘-어 쌓-’은 (31가)와 같이 부사 ‘그만’과 함께 쓰이거나, (31
나)와 같이 반어적 표현으로 해석되어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에서만
사용된다.
비연속성 반복을 나타낸다고 하는 ‘-곤 하-’가 명령문에서 쓰인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습관’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속성을 띠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가지는 명령문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31다)와 같이 명령문에서 ‘-곤 하-’의 결
합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오로지 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습관상이 가지는 의미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즉 습관은 사건 자체
가 아니라 개체의 속성을 지시하는 것이며(Comrie 1976) 일정 기간 동안
의 일반적인 사태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상태성과 밀접히 관련되기(문숙
영 2014: 148) 때문이다. 청자에게 어떤 사태가 아닌 속성의 변화를 요
청한다는 것은 ‘청자가 요구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예비 조
건에도 어긋난다.
3.1.2.2. 술어 제약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흔히 명령형 종결어미와의 결합
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명령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면 동사로, 결
합이 불가능하면 형용사로 판별한다. 그러나 이 방법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어서 형용사로 분류된 것들 중에 명령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한 것도
있고 동사 중에서 결합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아래 (32가)와 (32나)는
명령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한 형용사를, (32다)는 명령형 어미와 결합이
불가능한 동사 부류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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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 형용사-명령문이 가능한 형용사(고성환 2012: 101)
감사하다, 검소하다, 건전하다, 강경하다, 겸손하다, 굳세다, 관대하
다, 과묵하다, 과감하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공손하다, 극진하다, 근
엄하다, 끈질기다, 끈덕지다, 꼿꼿하다, 꼼꼼하다, 깨끗하다, 깔끔하
다, 냉담하다, 냉정하다, 냉혹하다, 너그럽다, 느긋하다, 능통하다, 다
정하다, 덤덤하다, 대범하다, 대담하다, 당차다, 당당하다, 단정하다,
떳떳하다, 똑똑하다, 만족하다, 무덤덤하다, 모질다, 명랑하다, 매정
하다, 매몰차다, 민첩하다, 분명하다, 상냥하다, 소박하다, 세심하다,
세련되다, 섬세하다, 순수하다, 슬기롭다, 씩씩하다, 알뜰하다, 얌전
하다, 엄정하다, 엄격하다, 억척스럽다, 어질다, 엄하다, 영리하다, 용
감하다, 완벽하다, 온화하다, 유연하다, 자상하다, 인자하다, 정숙하
다, 정직하다, 조용하다, 진지하다, 진실하다, 지혜롭다, 차분하다, 착
실하다, 착하다, 철저하다, 친절하다, 치밀하다, 충실하다, 태연하다,
투철하다, 현명하다, 화목하다, 활달하다
나. 명령형 어미와 결합 가능한 형용사 ․ 동사 양용 용언(김선영 2011)
① 존재양용용언: 있다2, 계시다2, 없다, 건재하다
② 태도양용용언: 겸손하다, 관대하다, 교만하다, 당당하다, 무관심하
다, 성실하다, 솔직하다, 인색하다, 정직하다, 조용하다, 진실하다,
철저하다, 충실하다, 친절하다, 침착하다, 태연하다...
③ 인간의 신체적 ․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 건강하다, 행복하다,
아프다....
다. 명령형 어미와 결합이 어려운 동사 부류(임홍빈 1986: 542)
‘알다, 깨닫다, 느끼다, 잃다’ 등과 같은 경험 동사와20) ‘밀리다, 입히
다, 먹히다’ 등과 같은 피동사

20) ‘알다, 믿다, 기억하다, 명심하다’ 등의 인지동사류는 동적인 의미와 정적인 의미로 다
의적인 쓰임을 갖는다. 이들은 아래 예와 같이 동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만 명령형이 가
능하다.
*

(4) 가. 기타 칠 줄 알아라.
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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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가)는 고성환(2012)에서 명령형과 결합 가능한 형용사의 전체 목록으
로 제시한 것인데,21) 대체로 (32나)의 ②태도양용용언 부류에 속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승희(2006: 559)에서는 성상형용사 중에서 사람의 성
격 ․ 태도를 평가하는 형용사 부류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명령형 종결어미
와 결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외에 (32나)의 ①존재양용용언은 그 품
사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며,22) ③인간의 신체적 ․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은 명령문이 아닌 기원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자주 명령문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23) 학자에 따라 이들을 명령형
이 가능한 형용사로 볼 것인지 여부가 달라진다.
(32가, 나)에 제시한 서술어 부류를 형용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용사가 동사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견해가
엇갈린다. 임동훈(2011: 350)에서는 명령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한 형용
사 부류가 있다고 보고, 이 경우 평서문에서와 달리 명령문에서는 주어에
동작주 의미역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이승희(2006)도 형용사 명령문을 비
문 혹은 오용(誤用)으로만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들을 특별한 형용사 부류
로 파악하였다. 반면 김선영(2011)은 (32나)에 제시한 부류를 형용사 ․ 동
사 양용 용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동사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부류는 아래 (33)과 같이
진행상 ‘-고 있-’과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는 중이다’, 그리고 결과
상 ‘-어 있-’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일반 동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을 명령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한 형용사 부류로 보
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1) 명령형과 결합하는 형용사는 고영근(1976), 유현경(2008), 박영준(1994), 이승희
(2006), 김건희(2010) 등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대표적인 몇 개 용언
만을 예로 들고 있는데 위의 (32)에 제시된 목록에 대부분 포함되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22) 송철의(2002․ 2008: 417)에서는 ‘있다’와 ‘계시다’에 대해서 그 활용 양상에 따라 형용
사인 ‘있다1, 계시다1’과 동사 ‘있다2, 계시다2’를 구분하였다.
23) 고성환(2012)의 목록에서 ‘행복하다, 건강하다’ 등이 빠진 것도 이들을 명령문이 아닌
기원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김병건(2014: 117)에서는 ‘행복하다, 건강
하다, 튼튼하다’ 등이 적정조건 중 예비조건을 어기므로, 명령이 아닌 인사 발화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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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가. 솔직하고 있어.
*

나. 성실하는 중이다.
*

다. 겸손해 있어라.

명령문이 불가능한 동사 부류로는 (32다)와 같이 주로 피동사나 ‘알다,
모르다’와 같은 인지 동사 부류가 언급되어 왔는데, 이들도 다음과 같이
어휘별, 상황별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

(34) 가. 이제 라면에 물려라.
나. 가다가 코나 깨져라.
다. 경찰한테 일부러 잡혀라.
라. 이런 것은 좀 알아라. (고성환 2003: 92)
*

이런 것은 좀 몰라라.

(34가-다)는 모두 피동사에 ‘-어라’가 결합한 것으로 (34가)는 전혀 명
령문이 불가능하지만 (34나)와 (34다)는 자연스럽다. (34나)는 명령문을
형성하지만 이때에는 명령의 화행이 아닌 기원이나 저주의 화행을 가지는
반면에 (34다)는 일반적인 명령 화행을 가진다는 점에서 두 피동사 명령
문이 구분된다. (34라)는 인지 동사 부류 중에서도 그 의미에 따라 명령
문 형성 가능 여부가 달라짐을 보여 준다.
(32)에서의 서술어 목록과 (34)와 같은 언어 현상이 말해 주는 것은
명령문의 서술어를 통사 범주, 혹은 어휘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명령문의 서술어는 다음과 같이 의미적인
기준으로 범주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35) 가. 고성환(2003: 89-98):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의 개입 여부 또는 제
어가능성
나. 이승희(2006: 563): 주체의 의지나 의도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상태
다. 유현경(2008: 225-6): 주어 통제성, 의도성
라. 김선영(2011: 65): 행위주 주어를 취해 통제 가능한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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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김병건(2014: 117): 의지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것

(35)의 의미적인 기준들은 용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의미하
는 바는 거의 유사하다. 이들에 따르면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술
어의 부류는 ‘행위의 주체가 제어 ·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술어’로 범주화할
수 있다.24)25)
이와 같은 의미 기준은 다음과 같이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문법성의 차
이를 보이는 경우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
*

(36) 가. 지금의 나를 옛날의 나와 같을 거라고 오해해라. / 오해하지 마라.
*

나. 많이 실망해라. / 실망하지 마라. (고성환 2003: 97)

‘실망하다, 오해하다’와 같은 술어는 ‘실망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처럼
금지문에서만 명령형이 자연스럽다. 이들이 긍정 명령문에 쓰이기 어려운
것은 실망하거나 오해하는 인식 작용에 동작주의 의지가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행위의 주체가 제어 ·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술어’라는 설명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명령문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그 서술
어를 범주화하는 데 매우 적합한 기술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같
은 기술에는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
다. 예를 들어 본고는 명령형과 결합 가능한 형용사의 전체 목록으로 제
시된 (32가) 가운데 ‘소박하다, 온화하다, 착하다, 활달하다’ 등은 ‘당당하

24) 제어, 통제를 위해서는 동작주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동작주의 의지는 제외한
다.
25) 김건희(2010: 148-58)에서는 (35)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
서는 ‘행위의 주체가 제어 ·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술어’와 같은 의미 기술이 형용사라는
범주와 양립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명령형 어미와 결합 가능한 형용사를 ‘화자의
주관적 평가가 화자의 청자에 대한 소망이나 기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동사로 전용된 것으로 보거나 양용 용언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와 같
은 주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견해에서는 ‘예뻐라’와 같은 표현은 왜 성
립하지 않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명령형으로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각각에 대한 제약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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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등에 비해 형성하는 명령문이 부자연스럽거나,
혹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26) 이러한 견해 차이는 명령형이 가
능한 서술어와 불가능한 서술어가 모든 경우에 분명하게 나뉘는 것은 아
니며, 명령형이 가능한 서술어 가운데서도 원형성이 떨어지는 부류가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서술어가 명령형 어미와 결합 가능하다거나 또는 불
가능하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은 명령문의 서술어 결합 양상을 정확히
보여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제한적이나마 (32가, 나)에 제시된
‘명령형 어미와 결합 가능한 형용사’를 대상으로27) 명령형 어미와의 결합
빈도를 말뭉치에서 확인해봄으로써 명령문에서의 형용사 결합 양상을 살
펴보고자 한다.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인 120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32가, 나)에 제시된 서술어가 명령문에 출현하는 빈도를 보이면 아래
[표 3-6]과 같다. 비고란에는 ‘-지 말-’과 결합해 부정 명령문으로 나타
난 것과 의미상 기원문에 포함되는 것을 따로 표시하였다.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서술어
건강하다
조용하다
굳세다
침착하다
감사하다
겸손하다
똑똑하다
정직하다
행복하다
깔끔하다

빈도
15
9
5
5
4
2
2
2
2
1

비고
기원문

부정 명령문
기원문

순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서술어
대담하다
당당하다
떳떳하다
만족하다
명랑하다
없다
교만하다
솔직하다
인색하다

빈도
1
1
1
1
1
1
1
1
1

비고

부정 명령문

부정 명령문
부정 명령문

[표 3-6] 명령형 어미와 결합 가능한 형용사의 명령문 출현 빈도

본고가 확인한 총 95개 형용사 중 명령문에 1회 이상 나타나는 것은 [표
26) 동사의 경우에도, 위의 (36나)의 예에서 ‘많이 실망해라. 그리고 내일부턴 잊고 다시
시작해라.’와 같은 문장이 가능해 보인다.
27) 존재양용용언으로 제시된 ‘있다2, 계시다2’는 동사로 보고 빈도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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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에 제시된 19개뿐이며, 나머지 76개 형용사는 명령문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명령문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형용사는 ‘건강하다’
인데, 명령형 ‘건강해라’는 진성 명령문이라 할 수 없고 기원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아프다’ 등은 (32나)에서 ‘인간의 신
체적 ․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들은 청자가
통제 ․ 제어할 수 있는 술어가 아니므로 기원문을 형성하는 부류로 볼 수
있다. 형용사 중에서 부정 명령문으로 나타나는 술어는 부정적인 행위나
태도를 표현하는 ‘교만하다’, ‘인색하다’ 외에도 ‘정직하다’, ‘만족하다’ 등
이 있었다.
위 표에서 제시한 술어의 출현 빈도는 본고가 2.1.2.에서 명령형 종결어
미로 제시한 어미들과 결합한 횟수를 센 것이다. 명령형 어미와 결합 가
능하다고 판단한 형용사가 지시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에 나타날 때에는
‘겸손해야 한다’처럼 대부분이 ‘-어야 한다’와 결합해 평서문 형식으로 나
타났다. 일부는 ‘냉정해 져라’처럼 ‘-어 져라’와 결합해 동사처럼 사용되
는 경우도 있었다. 요컨대 형용사가 실제로 명령문으로 출현하는 빈도는
일부 술어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거나 없다고 할 수 있다.

3.1.3. 비단언적 속성
명령문은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 기술
에 대한 진리값(truth value)과 무관하고, 참/거짓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령문은 실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쓰일 수 없다. 이
러한 점은 평서문과 구분되는 명령문의 주요 특징으로 여러 논의에서 언
급되었다. 일례로 Castaneda(1960: 27)에서는 직설법은 진리값에 관련이
있고 명령문은 이행이나 충족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두 유형을 구
분한 바 있다.
평서문과 명령문을 의미적인 차이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에서는 두 문장
유형 사이에 존재하는 단언 가능성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Huntley(1984)에서는 평서문과 명령문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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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차이가 한정성(finiteness)이라고 주장한다. 한정성의 기능은 참,
거짓이 평가되는 특정 세계와 해당 문장을 지표적(indexical)으로 연결하
는 것이다. 평서문과 명령문은 둘 다 명제를 나타내지만 평서문만이 평가
할 수 있는 실제 세계와 지표적 연결(indexical link)이 있다는 점에서 다
르다. 지표적 연결이 없는 명령문에 의해 나타나는 명제는 단지 생각이나
인식된 것, 가능성이나 가상적으로 예상된 것, 계획되거나 희망되는 것,
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행위로 표상된다(Huntley 1984: 122). 이
와 같은 주장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명령문이 시제나 상, 양태 표지를 가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Portner(2004: 236-9)에서는 또 다른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평서문은 명제를 나타냄으로써 화 · 청자 간 공유하는 ‘공동 인식(common
ground)’을 갱신하며, 이로써 단언하는 힘을 가진다. 그러나 명령문은 자
질(property)을 나타냄으로써 화 · 청자 간 공유하는 청자의 ‘해야 할 일
목록(To-Do List)’을 갱신하는 것이므로 단언하는 힘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명령문이 진리값과는 무관하게 이행이나 충족 여부와 관련되며, 비한정
성을 특징으로 하고, 해야 할 일 목록에 자질을 갱신하는 의미로 파악된
다는 것, 따라서 비단언적 속성을 가진다는 의미적 특징들은 명령문이 주
요 문장 유형으로서 다른 문장 유형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범주임을 말해
준다.

3.2. 명령문과 지시 화행
원형적 관점에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령문의 발화는 각
기 다른 화행을 수행하고, 다른 지시의 강도를 가진다. 우리는 이것을 직
관적으로 알고 있다. 본 절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수치
로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각 발화가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지시의
힘을 가지는지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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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최대한의 객관적인 산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적어도 모든 발화가 동질적인 지시의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과 나아가
명령문 범주가 지시의 힘 측면에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최대한의 객관적인 산출 방식이란
명령문의 개념을 구성하는 매개변수를 도입, 각 매개변수로 평가한 값의
총합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령문이 수행하는 지시, 요청, 권고, 제안,
기원, 축원, 허락, 금지 등 여러 가지 하위 화행 간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
인지도 명령문 개념을 구성하는 매개변수를 통해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이제 명령문 발화가 가지는 지시의 힘부터 확인해 보기로 하자.

3.2.1. ‘지시의 힘’과 명령문의 원형성

본고는 2.2.2.에서 명령문의 원형 속성 여섯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형적인 명령문이란 이 여섯 가지 원형 속성을 모두 강한 정도로 갖춘
문장을 말한다. 명령문의 전형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섯
가지 속성의 비중 차이를 고려하고, 각 속성별로 전형성 정도를 측정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
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을 제외
한 나머지 주변적인 속성들은 원형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
로 본 항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여기서는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
고 있어, 명령문의 전형성 판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시 화행’ 한
가지 속성만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2.1.2.에서 다룬 명령형 종결어미를
취하고 있는 문장을 대상으로 지시 화행의 강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강도
를 비교 ․ 평가한다. 다양한 명령문에 대해 지시 화행의 강도를 확인하는
일은 그간 명령문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명령문 발화가 가지는 지시 화행의 강도, 즉 지시의 힘은 2.2.3.에서 소
개한 Takahashi(2012)를 일부 수정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아래
[표 3-7]에 지시의 힘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매개변수와 각각이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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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급을 제시한다.

지시의 힘 행사
(Force Exertion)

HIGH

LOW

ZERO

M.LOW

M.HIGH

[+2]

[+1]

[0]

[-1]

[-2]

(ⅱ) 능력(CAPABILITY)

/

[+1]

[0]

/

/

(ⅲ) 힘(POWER)

/

[+1]

[0]

[-1]

/

(ⅳ) 비용(COST)

[+2]

[+1]

[0]

/

/

(ⅴ) 의무(OBLIGATION)

[+2]

[+1]

[0]

[-1]

[-2]

(ⅰ) 바람(DESIRE)

Total score:

[+8] ~~~~~~~~~~~~~~~~~~~~~~~~ [-5]

[표 3-7] 명령문 원형의 주요 기준(Takahashi 2012: 77 수정)

이제 지시의 힘이 강한, 원형적인 명령문부터 살펴보자.
(37) 상황: A(딸)와 B(엄마)가 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A: 엄마, 핸드폰 좀 바꿔 주세요. 이거 진짜 오래 썼단 말이에요.
B: 이번 시험만 잘 봐. 그러면 네가 바라는 건 뭐든 들어줄게.
(38) 상황 (37)에서 화자 B의 발화 ‘이번 시험만 잘 봐’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2]
(ⅱ) 능력: [+1]
(ⅲ) 힘:

[+1]

(ⅳ) 비용: [+2]
(ⅴ) 의무: [+1]~[+2]
총합: [+7]~[+8]

(37)의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만큼 시험
을 잘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므로 바람 등급은 [+2]로 매길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므로 비용도 [+2]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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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에 따르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나, 청자에게 전혀 선택가
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1]~[+2] 정도로 부여하였다. 각 변숫
값의 합은 [+7]~[+8]로 지시의 힘이 강한 발화이며, 원형적인 명령문이
라고 할 수 있다.
(39) 상황: A(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권력자에 대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 요한을 살려 내라!
(40) 상황 (39)에서 화자 A의 발화 ‘요한을 살려 내라’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2]
(ⅱ) 능력: [0]
(ⅲ) 힘:

[-1]

(ⅳ) 비용: [+2]
(ⅴ) 의무: [+1]~[+2]
총합: [+4]~[+5]

자식을 살리고 싶은 화자의 바람은 가장 높은 [+2]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 내는 행위란 불가능하므로, 청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능
력 항목은 [0]이다. 화자는 권력자인 청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힘 항
목은 [-1]로 평가된다. 청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을지
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청자의 심
리적 부담 정도, 즉 비용은 매우 높으리라 생각되므로 [+2]를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 항목은 화자가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청자의 책
임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판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
으므로 높은 등급에서 [+1]~[+2]라는 구간 값으로 평가한다. 산출된 지
시의 힘은 [+4]~[+5]로서 (39)의 발화는 원형성이 비교적 높은 명령문
이라고 할 수 있다.
(41) 상황: 화장품 설명서에 쓰여 있는 안내문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42) 상황 (41)에서 안내문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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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의 힘
(ⅰ) 바람: [+1]
(ⅱ) 능력: [+1]
( ⅲ ) 힘:

[0]

(ⅳ) 비용: [+1]
(ⅴ) 의무: [0]
총합: [+3]

(41)은 상품에 적혀 있는 설명문으로, 여기서는 권고의 의미를 가진다.
이 상품을 제조 · 판매하는 입장에서 청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할 것을 바
라는 정도는 다소 낮은 [+1]로 볼 수 있다. 화자와 청자 사이 힘의 차이
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청자에게 의무적이지 않으므
로 역시 [0]으로 판단한다. 전체 총합은 [+3]이다.
(43) 상황: 설날 아침 A(손자)가 조부모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A: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4) 상황 (43)에서 화자 A의 발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1]~[+2]
(ⅱ) 능력: [0]
(ⅲ) 힘: [-1]
(ⅳ) 비용: [0]
(ⅴ) 의무: [0]
총합: [0]~[+1]

(43)은 인사말로, 청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항목과
비용, 의무 항목 등급이 모두 [0]으로 판단된다. 이 발화는 조부모가 복
을 많이 받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관습화된 인
사말이라는 점을 고려해 바람 항목은 [+1]~[+2] 등급으로 보았다. 힘
항목은 손자가 조부모에게 하는 발화이므로 [-1]로 평가하였다. 총합은
[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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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황: 지나가던 A(이웃)가 농사일하고 있는 B(이웃)를 보고 이야기
하고 있다.
A: 그걸 언제 다 일일이 묶어 주고 있어요? 그냥 대충 세워 놓지.
B: 어디 편하게 농사짓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46) 상황 (45)에서 화자 B의 발화 ‘어디 편하게 농사짓고 싶지 않은 사
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0]
(ⅱ) 능력: [+1]
( ⅲ ) 힘:

[0]

(ⅳ) 비용: [0]~[+1]
(ⅴ) 의무: [-2]
총합: [-1]~[0]

(45)는 명령문 형식이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를 요청한다기보다는 ‘편하
게 농사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명제를 진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5)는 간접적으로 진술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
접 화행으로 사용되는 명령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45)에서
화자는 ‘나와 보라고 하’는 행위를 청자가 실제로 수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바람 등급은 [0]으로 볼 수 있다. 만
약 청자가 요구 행위를 수행한다면 이에 필요한 비용 등급은 [0]~[+1]
이 될 것이나, 이 행위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의무 등급은
[-2]이다. 이에 계량된 지시의 힘은 [-1]~[0]이다.
(47) 상황: A(선생님)가 싸움질을 한 학생들을 꾸짖고 있다.
A: 앞으로 한번만 더 싸움질해라. 진짜 크게 혼날 줄 알아!
(48) 상황 (47)에서 화자 A의 발화 ‘앞으로 한번만 더 싸움질해라’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2]
(ⅱ) 능력: [+1]
( ⅲ ) 힘:

[+1]

(ⅳ) 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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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의무: [-2]
총합: [-2]

(47)은 경고로 해석되는 반어적 표현이다. 화자는 요구되는 행위를 청자
가 수행하는 것을 실제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 항목과 그와 관련되
는 의무 항목이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인 [-2]를 가진다. 이 발화가 가지
는 지시의 힘은 [-2]이다.
(49) 상황: 고층 건물의 옥상 끝에선 A(범인)가 자신을 잡으러 쫓아온
B(형사)에게 위협하고 있다.
A: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 확 뛰어 내려 버릴 테니까.
(50) 상황 (49)에서 화자 A의 발화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2]
(ⅱ) 능력: [+1]
( ⅲ ) 힘:

[-1]

(ⅳ) 비용: [0]~[+1]
(ⅴ) 의무: [-2]
총합: [-4]~[-3]

(49)는 위협으로 해석되는 반어적 표현이다.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화자는 실제로 청자가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고, 청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
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람과 의무 항목의 등급이 모두 [-2]이
다.28) 화자는 청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청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0]~[+1]이다. 산출된 지시의 힘
28) (47)과 (49)에서와 같이 명령문이 반어적 표현일 때, 화자는 실제로 명제 내용과 반대
되는 청자의 행위를 강하게 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바람’ 항목은 [+]가 아닌
[-] 점수를 부여하였다. ‘바람’은 청자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시된 행위가 실행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문 (49)에서 화자는 청자가 ‘한 발짝 더 다가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그 정도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시된 행위에 대한 바람 정도를 측정해 ±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와 같은 반어적 표현이 ‘한 발짝도
더 다가오지 마’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과 가지는 차이를 드러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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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3]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낮기 때문에 비원형적인 명령문이
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형 종결어미만 가질 뿐 그 외의 명령문 속성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조건 명령문(Conditional imperatives)을 검토해 볼 수 있
다. 다음 예를 통해 조건 명령문이 가지는 특이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
자.
(51) 가. 옛날에 잘 되었어 봐. 줄줄이 서빙고 행이지.
나. 그딴 소리 다시 했단 봐라. 내 너를 당장에 관가에 발고헐게다.
다. 나만 없어 봐. 이 집안 꼴이 뭐가 되나?

(51가, 나)는 과거 시제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제 결합 제약이라
는 명령문의 속성에서 벗어난다. (51가, 다)는 2인칭이라는 주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51다)에서 ‘없다’라는 술어를 취한 점도 일반적인 명
령문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 조건 명령문에는 명령을 구성하는 매개변수
를 적용하기 어렵다. 지시 화행을 가지지 않고, 화청자 중심적 특징을 가
지지 않는 조건 명령문에 대해 화자의 바람이나 청자의 능력 등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시의 힘도 측정하기 어렵다. 지시 화행과 그
외 여러 속성 면에서 조건 명령문은 명령문의 원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명령문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는 지시의 힘을 산출해
보았다. 지시 화행이라는 명령문의 핵심적 속성을 통해서 확인된 각 명령
문들의 전형성은 아래 [그림 3-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29) 아래 도식
에서 우측에 위치할수록 원형에 가까운 명령문이며, 좌측으로 갈수록 원
형에서 먼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다.30)
29) 각 문장의 지시의 힘을 산출함에 있어 연구자 임의적인 판단이 일부 개입되었을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화행을 가지는 각 명령문의 대체적인 위치를 보여
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30) [그림 3-3]에서 명령, 요청, 권고 등은 본문에 제시한 각각의 예문이 수행하는 화행
을 표시한 것이다. 다른 화맥, 다른 발화에서는 이들 화행이 다른 지시의 힘 등급을 가
질 수 있다. [그림 3-3]의 도식은 각 화행의 대체적인 위치를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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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성:
등급:

비원형적 ←

→ 원형적

[-5 -4 -3 -2 -1 0 +1 +2 +3 +4 +5 +6 +7 +8]

예문:

(49) (47)

(45) (43)

(41) (39)

(37)

화행:

위협

진술 축원

권고

명령

경고

요청

[그림 3-3] 다양한 명령문의 지시 화행 척도상 위치

3.2.2. ‘지시의 힘’에 입각한 화행의 분류
명령문이 수행하는 여러 화행은 각기 다른 지시의 힘을 가진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그림 3-3]과 같이 여섯 가지 명령문의 매개변수를 통해
서 산출된 수치로서 확인된다. 본 절에서는 거꾸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만
드는 화행별 각 변숫값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행별 각 변숫값의
차이는 곧 명령문이 수행하는 여러 화행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명령문의 여섯 가지 매개변수는 애초에 Thornburg and Panther(1997)
과 Pérez Hernandez and Ruiz de Mendza(2002)의 두 논의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먼저 Thornburg and Panther(1997)에서는 간접 화행으로서 지
시 화행을 해석하는 데 수반되는 추론의 구조를 인지화용모델인 화행 시
나리오로 제시하였다.
(52) 지시 화행 시나리오 (Thornburg and Panther 1997: 208)
가. 이전 부문(the BEFORE): 청자는 어떤 행위 A를 할 수 있다.
화자는 청자가 A를 하기를 원한다.
나. 핵심 부문(the CORE): 화자는 청자에게 A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한다.
다. 결과 부문(the RESULT): 청자는 A를 할 의무를 진다.
라. 이후 부문(the AFTER): 청자는 A를 할 것이다.

것이며, 명령 화행으로부터 요청, 권고, 축원, 진술, 경고, 위협 순으로 전형성이 떨어진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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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érez Hernandez and Ruiz de Mendza(2002)에서는 지시 화행 시나리
오가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간 차이나 의미적인 사용 동기를 보여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Thornburg and Panther(1997)을 보완하여 이상화된
인지 모델(Idealized Cognitive Model)을 제시하였다. 간접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인 요청(request)과 명령(order)은 이상화된 인지 모델을 통해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53) 요청 화행의 이상화된 인지 모델(ICM of Requests)
Panther and Thornburg의 시나리오에 추가하여:
(ⅰ) 어떤 행위 A는 청자에게 비용을, 화자에게 이익을 부여한다.
(ⅱ) 선택 가능성 높음(공손성)
(ⅲ) 화자와 청자 사이 힘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54) 명령 화행의 이상화된 인지 모델(ICM of Orders)
Panther and Thornburg의 시나리오에 추가하여:
(ⅰ) 어떤 행위 A는 청자에게 비용을, 화자에게 이익을 부여한다.
(ⅱ) 선택 가능성 낮음(공손성의 결여)
(ⅲ) 화자는 청자보다 권위가 있다.
(Pérez Hernandez and Ruiz de Mendza 2002: 264)

(52)의 지시 화행 시나리오에서는 능력(Capacity), 바람(Desire), 의무
(Obligation)의 개념이 사용되었고, (53), (54)의 이상화된 인지 모델에서
는 비용(Cost), 이익(Benefit), 선택가능성(Optionality), 힘(Power)의 개
념이 추가되었다. 선택가능성은 의무와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바람, 능력, 힘, 비용, 이익, 의무의 여섯 가지 매개변수가 성
립된다.
본고에서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을 각 매개변수 값의 차이로 설명하고
자 하는 것은 (53), (54)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상화된
인지 모델은 간접 화행으로 나타나는 지시 화행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명령문의 다양한 화행을 모두 다루지 못한다. 이에 본 절
에서는 한국어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 열 가지에31) 대해 각각의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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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요구/요청 화행은 화 ․ 청자 간 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청자의 의무
가 낮다는 점에서 지시/명령 화행과 구분된다. 권고/충고 화행은 화자가
해당 행위가 실현되기를 바라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제안 화행은 화
자와 청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권고/충고 화행과 구분
된다. 기원 화행은 청자가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
축원/인사 화행은 청자가 행위 수행에 드는 비용이 없다. 경고/위협 화행
은 화자가 행위가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위는 화자에게 이익이 되
지 않는다. 논의한 바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화행

지시/

요구/

권고/

축원/

경고/

명령

요청

충고

인사

위협

바람

+

+

+

+

능력

+

+

-

힘

±

±

+

±

+

+

청자 이익

±

의무

+

제안

기원

±

+

+

+

+

±

비용

+

화자 이익

매개변수

허락

양보

금지

저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3-8] 명령문의 매개변수와 화행의 구분

31) [표 2-11] ‘한국어 명령문이 나타내는 화행의 범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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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과 지시 화행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만
큼이나 자주 어떤 행위를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특정한 행위를 중지시키
거나, 금지하거나, 자제시키거나, 만류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대부분 부
정 명령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부정 명령문은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
다. 명령문 논의에서 부정 명령문은 긍정문에 대응하는 부정의 짝으로서
소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부정 명령
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 명령문과 대응되는 특성을 보이지 않아,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이들은 서로 사용 기제가 다르고, 결
합 술어의 제약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명령문의 특징과 화행을 부정 명령
문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부정 명령문만이 가지는 특징들을 보다 깊이 살
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정 명령문의 개념부터 부정 명령문에 사
용되는 부정소 ‘말-’의 의미, 부정명령문의 범위 등을 분명히 확인하기로
한다. 이것이 명령문의 일종이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부정 명
령문을 알아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4.1. 부정 명령문의 통사 ․ 의미적 특징
4.1.1. 부정 명령문과 금지문
부정 명령문은 ‘-지 말-’에1)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청자
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말한다. 부
1) ‘말-’이 부정소(negative elements 또는 negator)라는 점은 후술한다. 부정소와 부정술
어를 구분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부정소로 통칭한다. 임홍빈(1987), 고성환(2003) 등
에서는 ‘말-’을 ‘아니하-, 못하-’와 함께 부정 서술어라고 하여 부정소 ‘아니, 못’과 구
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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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명령문은 부정 평서문과도, 그리고 긍정 명령문과도 상당히 다른 문법
적 양상을 보여 준다. 아래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령문은 평서
문이나 의문문과 달리 단형 부정이 불가능하며 ‘-지 말-’에 의한 장형
부정만이 가능하다. 아래 (1마)와 같은 명령문의 장형 부정 형식을 부정
명령문이라고 한다.
(1) 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
나. 학교에 안 간다.
다. 학교에 가지 못한다.
라. 학교에 못 간다.
마. 학교에 가지 말아라. (*학교에 말 가라.)

부정 명령문이 다른 부정문과 가지는 차이로는 이중 부정이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아래 (2)에서와 같이 이중 부정 평서문과
이중 부정 의문문의 성립은 자연스러운 반면, 이중 부정 명령문은 부자연
스럽거나, 또는 드물게 사용된다.2)
(2) 가. 학교에 안 가지 않았다.
나. 학교에 안 가지 않았니?
?

다. 학교에 안 가지 말아라.

‘-지 말-’에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문장을 부정 명령문 범주로 파
악하는 것에는 논란이 없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문장을 진
정한 의미에서 ‘부정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입장에서 ‘지 말-’ 명령문은 부정 명령문이 아닌 금지문(prohibitive)이라고 불려 왔
다. 아래 (3)과 (4)는 ‘-지 말-’에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문장을 부
2) 박영준(1994: 208)에서는 이중 부정 명령문이 통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래 (1)과 같은 문장은 거의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1) 지난번처럼 또 학원 안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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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명령, 혹은 부정 명령문으로 보는 경우와3) 금지문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보여 준다. 먼저 아래 (3)은 ‘-지 말-’ 명령을 부
정 명령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3) 가. 통사적 장치에 있어서 부정서술문 ․ 부정의문문(‘-지+부정소’)에 대
응하는 ‘부정명령문’(‘-지+말’)을 설정하기로 한다. (박영준 1994:
31)
나.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말-’에 의한 부
정 명령은 [ 중략 ] 부정 극어(negative polarity item)와 관련된 현
상에 비추어 보면 일종의 부정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고성환
2003: 99)
다. 명령형에 대한 非狀態(nonstative) 동사 필수조건과 否定極性
(negative polarity) 현상이 모두 ‘말’ 構成에도 각각 나타나는 다음
예를 보더라도 ‘말’ 構成이 첫째 命令文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과 둘째
否定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민 1977: 106)

다음으로 (4)는 ‘-지 말-’ 명령을 금지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4) 가. ‘말-’에 의한 부정 명령은 단순히 ‘금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
기 때문에 진정한 부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홍종선 1980)
나. 진리값은 단정, 서술에만 따질 수 있는 것이며 의문이나 명령은 진리
값을 따질 수 없으며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모순 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 중략 ] 특수(금지) 명령법은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행
동을 하던 상태에서 그 행동을 못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채영희
1984: 383)

(4나)에서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문장
에 ‘부정’이라는 술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것이 ‘부정’의 근

3) 위의 (3) 외에도 임홍빈(1987), 김미숙(1997) 등이 부정 명령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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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의미와 상치(相馳)된다는 점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부정의 개념은
긍정과의 모순 대립 관계로 정의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과 부정을
‘모순 관계로 대립되는 명제 쌍(antiphasis)’이라고 하였는데, 이 모순 대
립은 참 또는 거짓의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진술(statements) 차원에서
만 성립한다고 보았다(Aristoteles 2005: 17b). 그런데 명령문은 화자 의
지의 표현이므로 사태 기술에 대한 진리값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명령문
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제의 진리값을 바꾸는 것’이라는 부정의 정의는 다음 예들이
보여주는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5) 가. 철수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나. 철수가 도박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5가)와 (5나)의 의미 차이는 부정의 범위(scope)와 관련해 설
명되어

왔는데,

(5가)와

같은

보문의

부정은

내적

부정(internal

negation)으로, (5나)와 같은 수행 동사의 부정은 외적 부정(external
negation)으로 구분되었다. ‘명제의 진리값을 바꾸는 것’이라는 정의는 (5
가)와 같은 내적 부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약속’이라는 언표내적 행위를
부정하는 (5나)는 설명할 수 없다.4)
이와 같은 차이는 Lyons(1977)에서도 다루어졌다. 이 논의에서는 외적
부정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모두 세 종류의
부정이 구별되었다. 세 가지 부정은 다음 예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6) 가. 나는 존이 바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 나는 존이 바보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말할 수 없었다.
다. 나는 존이 바보가 아니라고 말했다.5)
4) 언표내적 행위를 부정하는 (5나)는 역시 하나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명제
를 부정하는 진술인 (5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Lyons(1977: 771)에 따르면 외적 부정
은 진리값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부인(denial)’하는 것이다.
5) (6가, 나)는 Lyons(1977: 770)의 예이다. (6다)는 본고가 (6가, 나)에 대응하는 명제
부정의 예를 제시한 것인데, 여기서 과거 시제 표지 ‘-었-’의 결합 유무는 중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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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ons(1977: 768-77)에서는 (6)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어
도 수행 부정(performative negation), 양태 부정(modal negation), 명제
부정(propositional negation)의6) 세 가지 부정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7) 수행 부정은 ‘나는-그렇게-말한다(I-say-so)’ 성분을 부정하
는 것으로, (6가)가 이에 해당한다.8) 양태 부정은 ‘그것이-그러하다
(it-is-so)’ 성분을9) 부정하는 것으로, 이것의 부정은 ‘나는 그렇게 말한
다(I say so)’는 것에 서명하기를 거부(refusal)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다. (6나)와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6다)는 명제 부정에
해당된다.
본고는 위의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평서문에서 세 가지 종류의 부정
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6)과 같
은 부정의 구별이 명령문에서도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사실 Lyons
(1977: 773-4)에서도 부정 명령문에 대한 양태 부정과 명제 부정의 가
능성이 검토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명령문의 양태 부정과 명제 부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7) 명령문에서의 두 가지 부정
가. 양태 부정

다.
6) ‘performative negation’, ‘modal negation’, ‘propositional negation’ 각각을 ‘수행 부
정’, ‘양태 부정’, ‘명제 부정’으로 번역한 것은 Lyons(1977)을 번역한 강범모(2013)의
방식이다. 이 책에서는 ‘modal negation’이 양태(mode)와 관련된 서법양태(트로픽)의
부정이므로 ‘양상 부정’이라 하지 않고 ‘양태 부정’으로 번역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7) 이들을 각각 뉴스틱 부정(negation of the neustic), 트로픽 부정(negation of the
tropic), 프래스틱 부정(negation of the phrastic)이라고 불렀다.
8) Lyons(1977: 771)에서는 또한 ‘문맥 독립(context-free) 진술로서 not-p의 단순 단언’
과 ‘문맥 의존(context-bound) 진술로서 p의 부인(denial)’을 구분했다. 부정문은 긍정
적 명제를 부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맥 독립 진술일 때와는
달리 not에 강한 강세를 받는다고 하였다. 위의 (6가)가 ‘존이 바보라고 말하고 다닌다’
고 다른 사람이 단언한 것에 대해 부인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don't’에 강한 강세를 가
진다고 하였으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문맥 의존 진술과 문맥 독립 진술에서 강세의 차
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다.
9) ‘그것이-그러하다(it-is-so)’는 진술의 트로픽이며, 명령과 관련된 의무양상(deontic
modality)을 논의할 때는 ‘그렇게-되라(so-be-it)’ 트로픽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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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신에게 p가 성립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의무를 부과한다.
나. 명제 부정
나는 당신에게 not-p가 성립하도록 만드는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Lyons(1977: 773-4)에서는 부정 명령문이 금지의 기능을 수행할
때의 기본적인 해석은 (7가)와 같은 양태 부정이며, (7나)와 같은 명제
부정은 전형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부정 명령문을 발화하는
화자는 청자가 not-p가 성립하는 사태를 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러한 사태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와 같이 부정 명령문이 발화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명제
부정으로의 해석이 꼭 예외적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8) 가. (계단을 내려가려는 아이에게) 계단에서 뛰지 마.
나. (계단에서 뛰고 있는 아이에게) 뛰지 마!

(8가)와 같은 발화는 화자가 금지하지 않으면 미래에 p(‘계단에서 뛰다’)
가 참이 되는 사태를 청자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양태 부정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런데 (8나)와 같이 이미
뛰고 있는 아이에게 ‘뛰지 마’라고 발화하는 것은 행위의 중지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이미 p(‘계단에서 뛰다’)가 참인 사태에 있으므로, 화
자는 not-p(‘계단에서 뛰지 않다’)가 성립하는 사태를 발생시키기를 원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명제 부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본고와 유사한 견해는 Davies(1986: 67-72)에서도 발견된다. 이 논
의에서는 부정 명령문에서 양태 부정과 명제 부정이 청자가 행위를 수행
할 것을 기대되는 상황과 어떤 행위를 중지할 것을 기대되는 상황에서 구
분되어 나타난다고 하면서, 명제 부정은 부정 명령문의 이례적인 해석이
라고 한 Lyons(1977)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요컨대, 부정 명령문에는 두 가지의 구분되는 부정 해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 명령문 중에는 양태 부정과 명제 부정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류도 있다. 다음이 그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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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나 이거 먹기 싫은데....
B: 먹기 싫으면 먹지 마.

(9B)의 발화는 어떤 행위를 중지하라는(명제 부정) 지시나 어떤 행위를
자제하라는(양태 부정) 지시로 해석되기보다는, ‘굳이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종류의 부정은 Jary and
Kissine(2014: 33)에서도 다루어 졌다. 이 논의에서는 부정 명령문은 ‘지
시 내용 부정’과 ‘화행 부정’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Don't run’은 첫째, 뛰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internal, 지시 내
용 부정)와 둘째, 뛰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의미(external, 화행 부
정)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 (9B)와 같은 발화는 두 번
째 의미와 관련된다. 첫 번째가 ‘금지’나 ‘중지’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그보다는 약한 의미, 가령 ‘허락’과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9B)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 해석은 Lyons(1977: 770-3)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부정 가운데 하나인 수행 부정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논의에서 수행 부정은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할 것을 거절하거나 수행
할 능력이 없음을 표현하는 비표명(non-commitment)행위로 규정된다.
그리고

명령문에서

비표명의

행위가

허락(permission)

및

면제

(exemption)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yons(1977)에서 명령문에서의 수행 부정에 대해 더 깊이 있
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9B)가 이에 해당되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9B)와 같은 의미 해석은 앞에서 다룬 양태 부정
이나 명제 부정과는 구별되는 다른 유형임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명령문에서 명제 부정을 비롯한 세 가지 종류의 부
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들 세 가지 부정의 의미 차이를 받아들인다
면 더 이상 명령문에 부정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다.
본고가 ‘-지 말-’ 명령을 부정 명령문으로 명명하고자 하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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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부정소 ‘말-’의 존재 때문이다. 어떤 문장을 부정문으로 판별하는
데에는 부정소의 존재 유무가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Dryer(2005:
454)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긍정문의 어순이나 강세만을 변경해 부정문을
형성하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정문을

형성하는

데

부정소

(negative morpheme)는 반드시 포함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1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정문을 부정소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정의하는 방식에
타당성을 부여해 준다. 임홍빈(1987)에서 제시한 아래의 형식적 요건도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부정문의 형식적 요건(임홍빈 1987: 78)
부정극성을 띤 성분과의 공기 현상을 보이지 않는 한, 국어의 부정문은 부
정소 ‘아니’나 ‘못’ 혹은 부정 서술어 ‘아니하-’나 ‘못하-’ 또는 ‘말-’과 같
은 요소가 쓰인 문장을 말한다.

부정문이 부정의 개념과는 별개로, 부정소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규정되
는 문법적 개념이라면, 부정 명령문의 성립은 ‘말-’이 과연 부정소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10)에서 ‘말-’이 부정문 형성 요소라는 점을 밝
힌 바와 같이, ‘말-’은 박순함(1967), 성광수(1971), 박정규(2002), 시정
곤(1997) 등 대부분의 논의에서 부정소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다수
의 견해는 ‘말-’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에 근거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
전》에 따르면 ‘말다’는 다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11) ‘말다’의 의미《표준국어대사전》
[Ⅰ]「동사」
「1」【…을】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다.

10) Dryer(2005: 454)에서는 “There are no known instances of languages in which
negation is realized by a change in word order or by intonation, and all
languages have negative morphemes.”라고 하여 모든 언어에서 부정문은 부정소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유형론 연구에서는 부정소 없이 부정문을 형성하는 언어가
보고된 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문 판별에 부정소가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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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나 말거나’, ‘-거니 말거니’, ‘-나 마나’, ‘-든지 말든지’, ‘ㄹ(을)까 말까’ 따위와 같은 구성으로 쓰여))‘아니하다’의 뜻을 나
타낸다.
「3」 ((‘말고’ 꼴로 명사의 단독형과 함께 쓰여))‘아니고’의 뜻을 나타낸다.
[Ⅱ]「보조동사」
「1」((동사 뒤에서 ‘-지 말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
지 못하게 함을 나타내는 말.

‘말다’의 의미 기술 (11)에서 특징적인 점은 대표적 부정 서술어인 ‘아니
하-’가 각 풀이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11) ‘말다’「1」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2」와 「3」은 ‘말다’가 ‘아
니하다’, ‘아니’와 동의임을 기술하고 있다. [Ⅱ]와 같이 ‘말다’가 보조동사
로 쓰였을 때 금지(禁止)를 나타내는 것은 ‘말다’가 가지는 부정소의 의미
가 선행 동사와 결합하여 문맥적으로 도출된 의미로 생각된다.12) 이러한
주장은 시정곤(1997: 55-60)에서 부정 명령문의 기저구조를 ‘[너는 학교
에 가지 아니 하-]아라’와 같이 설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논의에
서는 [말]을 [아니+하]와 같이 재분석하였는데, ‘말다’가 {아니/못}과 상
보적 분포를 보이는 점과, ‘말다’에 이미 {아니/못} 등의 부정소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아니/못}이 올 수 없는 ‘부정소 겹침 제약’이 그
근거라고 하였다.
게다가 ‘-지 말-’ 명령은 부정의 표현(negative expression)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부정 극어(negative polarity item)와 공기될 수 있다.
전형적인 부정 극어라고 할 수 있는 ‘결코, 과히, 구태여, 꼼짝, 더 이상,
딱히, 아예, 영영, 일절, 절대, 절대로, 조금도, 아무, 아무것, 아무데’ 등은
11) 이상복(1979)에서는 ‘말-’이 ‘동작(행위)이나 상태의 중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
나 부정 명령문은 (8가)의 예와 같이 화자가 금지하지 않으면 청자가 명제(p)가 참이
되는 사태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염려될 때 금지 명령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말-’은 중단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임홍빈(1987: 72)에서도 ‘철수
는 영희가 내일 떠나지 말기를 바란다’와 같은 예를 들면서 ‘영희의 떠남’은 내일의 일
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중단의 의미를 상정하는 것은 기묘하다고 하였다.
12) 채영희(1993: 33)에서는 ‘-지 말다’의 의미가 ‘어떤 행위의 그만 둠이나 말림’으로 부
정의 의미가 아니라고 한 바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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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문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는데, ‘말-’이 쓰인 명령문에서는 그 쓰임이
허가된다는 것이다.
‘-지 말-’ 명령을 금지문이 아닌 부정 명령문으로 파악하는 것은 기술
의 편의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12) 가. 밥 먹어.
나. 밥 먹지 마.
(13) 우리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12가)와 (12나)의 대응되는 문장 쌍에 대하여 각각을 ‘명령문’과 ‘금지
문’으로 기술한다고 했을 때, 이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란 쉽
지 않다. (12나)와 같은 금지문 또한 명령문이기 때문에, (12가)만을 지
칭하기 위해서는 ‘금지문이 아닌 명령문’이라는 여집합 개념을 동원해야한
다. 그러지 않고 (12가, 나)를 ‘긍정 명령문’과 ‘금지문’으로 구분한다면
이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명령이 진리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이라
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면 (12가)에 대해 긍정의 개념도 적용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장대로 (12가, 나)를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
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
소의 유무로 부정문과 긍정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직관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청유문의 부정문인 (13)에 대해서도 ‘금지문’이나 그와 유사한 별
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부정
청유문은 ‘금지’ 의미보다는 긍정 청유문과 마찬가지로 ‘청유’나 ‘제안’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지 말-’ 명령을 금지문으로 명명하기보다 부정
명령문으로 처리하는 것의 이점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부정 명령
문이라는 술어가 유형론적인 입장에서도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기로 하
자.

외국의

논저에서

금지문(prohibitive)과

부정

명령문(negative

imperative)이라는 용어는 종종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다. 그러나 이 둘의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에 금지문은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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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명령문과는 다른 부정의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이들 특별한 명령
문의 부정 형식을 가리키는 술어로 사용된다.13) 즉, 부정 명령문과 금지
문이라는 술어는 명령문의 부정과 관련해 모두 사용되는데, 형식적인 면
에서 양자가 구분되는 것이다. 평서문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명령문의 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부정 명령문(negative imperative)이
라고 하며, 명령문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부정의 형식이 있을 경우 이를
금지문(prohibitives)이라고 한다.14) 예컨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다른
명령문 부정 방식을 가지는 영어에는 부정 명령문과 특별한 금지문 형식,
두 가지가 모두 있다고 할 수 있다.
(14) a. He never buys food in the streets. (Jary and Kissine 2014: 34)
b. Never buy food in the streets.
(15) a. He does not see us.
b. You have not read the book.
*

c. You did not be careful.
d. Don't be shy.
*

e. Be not shy.

(14)는 부정이 동사의 범위 내에 있을 때 명령문이 평서문과 동일한 방
식으로 부정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때 (14b)는 부정 명령문이다. (15)
에서는 명령문과 평서문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평서문에서는 부
정소가 조동사 ‘do’와 함께 쓰이거나[(15a)], ‘have’나 ‘be’ 등 다른 조동
사가 있는 경우 그 뒤에 부정소가 더해지면서[(15b)] 부정이 이루어지는
데, ‘do’는 다른 조동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15c)]. 그러나 명령문에서
13) Aikhenvald(2010: 192)에서는 금지문이라는 용어가 명령문의 특별한 부정 형식을 가
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해당 논의에서는 부정 명령문과 금지문이라는 술어를 구
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반면 Jary and Kissine(2014: 32)에서는 부정 명령문이
금지문과 형식 면에서 구분되는 용어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14) van der Auwera et al.(2005b)에 따르면 이 논의에서 조사한 495개 언어 중 327개
언어가 명령문의 부정에 평서문과는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 약 1/3 정도의 언어만이 부
정 명령에서 평서문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대개 유럽과 아프리카 언어에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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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ave’나 ‘be’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에는 반드시 ‘do’가 필요하
다[(15d, e)]. 이처럼 평서문과는 다른 부정 방식을 사용하는 (15d)는 금
지문으로 분류된다.
한국어의 경우 부정의 방식은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 두 가지가 있는
데, 명령문에서 사용되는 ‘-지 말-’ 부정은 평서문에서의 장형 부정 ‘-지
않-’과 평행한 양상을 보인다. 이때의 ‘말-’이 명령문에서만 사용되는 특
수한 부정 형식인가 하는 문제는 아래의 다양한 용법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말-’이 주로 명령문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16)의 예들은 ‘말-’
이 명령문에만 특화된 부정소가 아님을 보여 준다.
(16) 가. 반찬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엄마가 나한테 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라. 이것 말고 저것 주세요.
마. 차라리 보이지나 말지.
바. 좋다 말았네.
사. 먹든 말든, 자거나 말거나

결국 ‘말-’은 명령문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부정 형식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다른 언어와의 대조분석이나 언어 유형론적 연구를 위한 용어로도
‘-지 말-’ 명령을 부정 명령문으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6)에서처럼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말-’의 성격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1.2. 부정 명령문의 부정소 ‘말-’
명령문은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소가 ‘말-’이 선택된다는 점에서 다른
문장 유형과 구분된다. ‘-자, -ㅂ시다’ 등으로 형성되는 청유문도 부정문
을 만들 때 ‘아니’나 ‘못’ 대신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청유문을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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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명령문에 포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
보통 평서문이나 의문문을 부정할 때 사용되는 ‘아니’나 ‘않-’, ‘못’은
명령문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 중 ‘못’은 능력 부정, 또는 불급 부정의
의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고성환(2003: 100-1)에서는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요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전
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의 상황부정, 능력부정 의미와 배치되고, 그러
한 이유로 명령문에는 ‘못’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평서문이나 의문문에서 장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않-’은 ‘말-’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진다. 앞에서 ‘말-’이 ‘아니하-’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
는 점을 지적했는데, 아래의 예처럼 평서문에서 ‘않-’과 ‘말-’은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기도 하고, 간혹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 발화에서도 ‘않-’이
사용된 예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17) 가. 내일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말았으면 좋겠다.
나. 기념일을 깜박하지 않도록!

고영근(1989: 53-8)에서는 ‘않-’과 ‘말-’이 보충법적인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보았는데, 명령형 계통의 어미에 ‘말-’이 쓰일 수 있지만 ‘않-’은
쓰일 수 없다는 점, ‘볼까 말까’, ‘본 듯 만 듯’과 같은 반복성을 띤 표현
에서 ‘않-’을 대신해 ‘말-’이 쓰인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떠나지 말기를/않기를 바란다’와 같이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단순한 이형태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고성환(2003: 106)에서는 일정한 환경에서 ‘말-’과
‘않-’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인다는 점이 오히려 이들이 서로 이형태 관계
15) 임홍빈(1987: 79-81)에서는 단형 부정문에서 ‘못’은 그 능력 부정의 의미 특성을 강
하게 드러내나 장형 부정문은 능력 부정의 의미 특성보다는 어떤 상태에 미치지 못한
다고 하는 불급 부정의 의미 특성을 보다 강하게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래 (2)
와 같이 ‘못’은 상태성 서술어와 함께 단형 부정문을 이룰 수 없다.
*

(2) 가. 이 종이는 못 하얗다.
나. 이 종이는 하얗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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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여 이들을 보충법적 이형태 관계로
보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말-’을 ‘아니 하-’로 치환 가능하다는
것이 곧 한 형태소의 서로 다른 형태가 교체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그렇다면 ‘않-’과 ‘말-’이 보여 주는 분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임홍빈(1987: 72)에서는 ‘말-’이 ‘바람’의 의미론
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쓰인다고 하면서, ‘말-’은 문제의 행동이 주어 외
의 다른 대상의 의도에 힘입어 중단되는 것인 반면, ‘아니하-’는 주어와
관련된 의도성이 문제되거나 순수 부정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하여 두 가
지를 구분하였다. 이정민(1977: 107)에서는 서술문의 경우에도 주절에
‘원망(optative)’ 동사가 있으면 ‘말-’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말-’ 구성에
는 주어진 동작과 관련된 의지(volition 또는 will)의 양상(modality)이나
제어가능성(controllability)의 가정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이 ‘아니하-’가
쓰인 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말-’과 ‘않-’의 차이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아래 몇 예들이 보여 주는 차이를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에서 보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8) 가. 너희 내년 이맘때 되면 잠이 오지 말아야/않아야 해.
나. 그곳에는 아예 발길을 들여놓지 말았어야/않았어야 옳았다.
다. 내년에는 아무것도 심지 말아야/않아야 하겠다고 마음먹고는....
라. 희망을 잃지 말기를/않기를....
마. 물이 들어가지 말으라고/?않으라고 봉분을 다지는데...
바. 말썽을 빚는 사례가 지방의회에서라고 재연되지 말란/않으리란 법이
없다.

(18)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행위의 중단이나 부재가 주어 외의 대상의 의
도에 의한 것인지, 주어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8나)는 화자가 스스로의 과거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는 문장인데, 여기서 ‘그곳에 발길을 들여놓지 않는’ 일은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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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경우나 ‘않-’이 쓰인 경우 모두 주어의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
되는 것이다. 또 ‘말-’ 구성을 의지나 제어가능성으로 설명하는 견해는
(18마, 바)와 같이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에 역시 분명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생각된다.
고성환(2003: 106)에서는 평서문에서 ‘말-’은 ‘명령’의 의미가 담긴 문
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명령문 이외의 경우에 ‘말-’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임홍빈(1987)에서 제기한 ‘바람’이나, 이
정민(1977)에서 주장한 ‘원망(optative)’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어, 이들
의미가 ‘말-’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기존 논의
를 종합해 보면, 보통 평서문의 부정에는 ‘않-’이 사용되지만, 평서문의
주절에 명령, 바람, 원망 등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내포절에서 ‘말-’이
쓰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명령, 바람, 원망 등의 의미는 서법의
측면에서 보면 상황을 사고(thought)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비
현실법(irrealis)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는 ‘말-’이 명령문, 또는 청유
문이나 기원문의 부정에만 사용되고, 평서문에서 쓰일 수 없다는 점도 비
현실법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명령법과 비현실법은 여러 언어에서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 Jary
and Kissine(2014: 48, 50)에 따르면, 명령법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은 종속절이나 비현실법 형식으로, 명령법이 없는 언어에서는 비현실법
이나 종속법 형식이 그것을 대체한다고 한다. 또한, Cupeño어에서는 모든
문장 유형에서 동일한 부정소 qay가 사용되지만, 부정 명령의 경우에는
동사의 비현실법 형식이 요구된다.(Hill 2005, Aikhenvald 2010: 166에서
재인용함).
그렇다면 ‘말-’은 정말 비현실법과 관련된 형태일까? 그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말-’의 분포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19) 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
나. 이러지 맙시다.
다. 술 먹지 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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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얼굴이 닿을락 말락 할 정도로 ... / 일어설까 말까 망설이는데 ...
마. 말썽을 빚는 사례가 지방의회에서라고 재연되지 말란(않으리란) 법
이 없다.
바. 나 말고는 일 할 사람이 없어.

(19)는 부정소 ‘말-’이 나타나는 환경을 유형별로 제시한 것이다.16) (19
가)와 (19나)는 각각 명령문과 청유문에 사용된 ‘말-’의 전형적인 예를
보인 것이다. ‘말-’은 ‘않-’과는 달리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닌 경우에도
상황이 이미 실현된 과거 사건에는 쓰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과거 상황
에 대해 쓰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19다)와 같은 경우이다. 여기에는 이
미 일어난 과거의 행위에 대한 ‘후회’의 의미를 가지는 ‘-(으)ㄹ걸’이 사
용되었다. ‘-(으)ㄹ걸’과 마찬가지로 ‘이럴 거면 부르지를 말든지’처럼 청
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나무람’의 의미를 가지는 ‘-든지’도 부정소로 ‘말
-’을 취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의미한
다는 특징이 있다. (19라)는 ‘-든지 -든지’, ‘-나 -나’, ‘-ㄹ까 -ㄹ까’,
‘-ㄹ락 -ㄹ락’과 같은 반복성을 띤 어미에 사용되는 ‘말-’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중복 구조는 양자 선택의 상황을 가정하거나 소리나 모양
을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모두 비현실법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마)는 (18바)의 예를 다시 가져온 것으로, 이 예문 역시 가정의 의미
를 가진다. ‘말-’이 ‘않-’과 달리 미래적 의미를 갖는 ‘리-’와 함께 나타
나지 않는 점 또한 비현실법과의 관련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바)와 같이 명사에 ‘말-’이 결합한 경우는 ‘말-’과 비현실법
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 경우는 상황이나 사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예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때의 ‘말-’은 ‘N 말
고’로 문법화된 구성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말-’이 비현실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적
지 않다고 생각된다. (18)과 같이 ‘않-’과 ‘말-’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16) 여기에는 ‘그와 나는 웃고 말았다.’, ‘아무렴, 하고 말고’와 같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
이 끝내 실현됨’을 의미하는 경우와 ‘좋다 말았네’와 같이 ‘-다 말-’ 구성으로 쓰여 ‘중
단’을 의미하는 ‘말-’은 제외하였다. 이들은 부정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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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그것이 화행과 관련해서 현실법에 대응되는 면과 단언의 진리성과
관련해서 비현실법에 대응되는 면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재로서는 ‘않-’과 ‘말-’이 현실법과 비현실법의 대립을 보이는 형태라
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이들이 때로 현실, 비현실과 관련되어 쓰인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으로 간혹 명령문에서도 ‘말-’과 ‘않-’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예를 볼 수 있다. 명령형 종결어미 ‘-도록’과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종결
형식 ‘-(으)ㄹ 것’으로 형성된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부정에 ‘말-’이 쓰이
지만 ‘않-’도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 예를 보자.
*

*

(20) 가. 뛰지 마. / 안 뛰어. / 뛰지 않아.
나. 계단에서 뛰지 말 것. / 계단에서 뛰지 않을 것.
다. 식후에 바로 눕지 말도록! / 식후에 바로 눕지 않도록!

(20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명령문에서는 ‘않-’이 사용될
수 없다. 그런데 뒷부분이 생략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으)ㄹ 것’
과 ‘-도록’ 명령문의 경우에는 (20나, 다)와 같이 ‘않-’이 결합된 발화도
때로 온라인상에서 발견된다. (20나, 다)의 수용성은 ‘-ㄹ 것’과 ‘-도록’
의 내포문에서의 쓰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인 120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에서‘-도록’이 종결어미로
쓰인 경우를 확인해 보면 실제 ‘않-’ 부정은 발견되지 않는다.17)

17) 지시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에서 ‘안’이나 ‘못’이 사용되는 경우로 아래 (3)과 같은 예
들도 논의된 바 있다. (3)의 예는 ‘똑바로 서!’나 ‘들어가’에 비해서 ‘강한 명령’이나 ‘나
무람’의 의미가 포함된다.
(3) 가. 똑바로 안 서.(신원재 1987: 32-33)
나. 들어가지 못해.(김선호 1988: 69)
그러나 이들 예문은 명령문이 아닌 부정의문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형식은 ‘-어라, -자, 세, -소서, -오’의 종결어미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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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부정 명령문의 비대칭성
4.1.3.1. 결합 제약의 차이
명령문은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비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용언 부류
에 제약이 크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행위의 주체가 제어 · 통제할 수 없는
술어로는 명령문을 만들 수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형용사와 ‘밀리다, 입
히다, 먹히다’ 등과 같은 피동사, 그리고 일부 동사 부류가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정 명령문에서는 이러한 명령문의 서술어 제
약이 상당히 완화되어 나타난다.
선행 연구에서는 긍정 명령문으로는 잘 성립되지 않지만 부정 명령문에
서는 자연스러운 예들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

(21) 가. (핸드볼 경기 중) 상대팀에게 밀려라!
가'. 절대 밀리지 마!
?

(22) 가. 아파라.
가'. 아프지 마라.

고성환(2003: 97)에서는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의 개입 가능성이나 제
어가능성’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데,18) (21), (22)와 같은 부류가 긍정
명령문에서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긍정의 내용에서는 동작주의 의지나 의
도가 개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선영
(2011: 165)에서는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느껴지는 수용성의 차이를 사용
빈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긍정 명령문에서는 (21가, 22
가)와 같은 예들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많이 쓰이지 않을 뿐
이라는 것이다. 또 박영준(1994: 193-6)에서는 긍정과 부정에서의 문법

18)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의 개입 가능성이나 제어가능성’(고성환 2003)이라는 기준은 영
어 수동 명령문간의 수용성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Bolinger(1977: 167)과
Davies(1986: 15) 각각에서 제시한 ‘willfulness(의도성)’ 및 ‘controllability(통제가능
성)’ 개념과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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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이를 [±가치] 자질로 설명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가치]의 의미를
가지는 술어는 긍정 명령문이 불가능하나 부정 명령문에는 가능하다고 하
였다.
부정 명령문이 일부 술어에 대해서 긍정 명령문보다 더 높은 공기 가능
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선행 연구가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의 개
입 가능성이나 제어가능성’의 차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술어임에도 불구
하고 ‘게으르다’와 ‘게으르지 않다’ 각각에서 왜 ‘의지의 개입 가능성’ 차이
가 나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흥분하다’는 보통 긍정
명령으로 잘 쓰이지 않지만 ‘너는 좋은 것을 보면 흥분도 좀 해라’처럼 전
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의지의 개입 가능성’이란 문맥
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긍정과 부정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의
문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로, 긍정문과 부정문의 비대칭성이 사용 빈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술어가 긍정 명령문에서 의미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것이 [±
가치] 자질로 설명하는 방법이겠으나, 이 견해는 ‘*놀라라/놀라지 마라’처
럼 가치중립적인 예들을 포괄해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된
다.
부정 명령에 자연스러운 술어는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나타내
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는데,19) 이것의 의미적인 동
기는 분명하다. 청자에게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것은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느껴지는 수용성의 차이를 사용 빈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본 김선영(2011)과 긍정과 부정에서의 문법성 차이를 [±가치] 자
질로 설명한 박영준(1994)의 논의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
와 같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사태가 아닐지라도 ‘너는 주눅 좀 들어라’와
같이 때로는 주관적으로 바람직한 사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긍정
19) Aikhenvald(2010: 187-8)에서는 탐탁지 않은(undesirable)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와
통제할 수 없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의 경우에 부정의 피동 명령으로 나타내
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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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성립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세 가지 설명에서 여전히 모호한 부분은 명령문
의 원형적 특징인 ‘행위 주체의 행위주성(agentivity)’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행위주역의 개념은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의 개입 가능성이
나 제어가능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먼저 긍정 명령문으로는 잘 성립
되지 않지만 부정 명령문에서는 자연스러운 술어를 확인해 보자. 이들 부
류는 아래 (23)과 같이 피동사, 통제할 수 없는(uncontrollable)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 태도 용언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술어 등으
로 범주화된다.
(23) 가. 피동사
밀리다, 잡히다, 보이다, 흔들리다, 휘둘리다 ...
나. 통제할 수 없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
실망하다, 흥분하다, 졸다, 아프다, (희망을) 잃다, 놀라다, 슬퍼하다,
떨다, (얼굴을) 붉히다, 속다, 혼동하다, 절망하다, (기회를) 놓치다,
동요하다, (돈에) 구애받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연연하다, 무서워하
다, 현혹되다...
다. 태도 용언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술어
게으르다, 나태하다, 자만하다, 낭비하다, 덜렁거리다/덜렁대다, 머뭇
거리다, 주눅들다, 지체하다, 남용하다, 나불대다, 지분거리다, 경시
하다 ...

이제 이들 각각을 행위주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앞의 (21)의
예를 다시 가져와 보자.
(21) 가. (핸드볼 경기 중) ?상대팀에게 밀려라!
가'. 절대 밀리지 마!
(24) 일부러 상대팀에게 밀려라.
(25) 내 등에 업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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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동사는 명령형이 불가능하며, 일부 가능한 경우라도 (21가)와
같이 문법성에 이상을 보이는데, 부정 명령문에서는 (21가')처럼 자연스
럽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명령문에 피동 구성이 잘 쓰이지 않는 것과, 이와 같은 제약이 부정 명
령문에서는 상당히 완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범언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어의 경우, 동사의 의미와 상관없이 피동으로는 긍정 명령
문 형성이 불가능하지만, 부정 명령문에서는 가능하다. Takahashi(2012:
125-6)에서는 피동 구성과 명령문이 이처럼 충돌하는 현상이 통사적인
문제가 아닌 개념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원형적인 피동
구성은 주어의 의미역이 피동주(Patient)인 반면 원형적인 명령문은 행위
주(Agent)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대립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우리는 주어의 의미역으로 피동주역과 행위주역이 동시에 요구될 때 이
상을 느끼게 되는데, 피동 구성임에도 행위 주체가 행위주성을 가지는 것
으로 해석되면 명령문 형성이 가능해진다. 피동 명령이 부정 명령문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이유도 여기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21가')의 ‘절
대 밀리지 마’는 (21가)의 ‘상대팀에게 밀려라’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 즉 더 열심히 뛰거나 골을 넣는 등의 행위를 주체에
게 요구한다. 긍정 명령의 경우에도 (24)에서와 같이 ‘일부러’를 넣어 어
떤 인위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25)의 ‘업히다’와 같이 주체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술어인 경우에는 명령문으로서 전혀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anther and Thornburg(1998, 2007)에서는 피동 명령
이 성립되는 이유를 ‘행위의 결과 환유(Result for Action)’라는 인지 작
용으로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Be checked over by a doctor’와 같
은 명령문은 청자가 특정 행위, 즉 병원에 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 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것은 주어를 행
위주로 해석되게끔 한다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21가')과 같은 부정 명
령의 경우나, (24)와 같이 긍정 명령에 ‘일부러’와 같은 부사가 추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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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 환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
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 지시된 상태에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주어는 행위주성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uncontrollable)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와 ‘부정
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태도 용언’ 부류도 부정 명령문에서 사용되었을 때
에는 주체에게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명령문 성립이 가능해
진다.
?

(26) 가. 아파라.
가'. 아프지 마라.
?

나. 희망을 잃어라.
나'. 희망을 잃지 마라.
?

다. 가격 보고 놀라라.
다'. 가격 보고 놀라지 마라.
?

(27) 가. 나태해라.
가'. 나태하지 마라.
?

나. 자만해라.
나'. 자만하지 마라.
?

다. 돈을 낭비해라.
다'. 돈을 낭비하지 마라.

(26)과 (27)은 각각 ‘통제할 수 없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태도 용언’ 부류로 모두 긍정 명령에서는 성립
에 이상을 보이나 부정 명령에서는 자연스럽다. 이들 예들이 긍정과 부정
에서 보이는 수용성의 차이 역시 행위 주체의 행위주성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아프다, 잃다, 놀라다’ 또는 ‘나태하다, 자만하다, 낭비하다’ 등이 나
타내는 상황은 술어의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의식적인 행위도 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6가', 나', 다')과 (27가', 나', 다')과 같이 반대되는 상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20) 결국, ‘통제할 수 없

- 151 -

는 행위나 상태’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태도 용언’ 부류로 형성
된 부정 명령문은 그 주어가 긍정 명령문에서 가지지 않는 행위주성을 가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1.3.2.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
명령문을 구성하는 명제 p가 ‘청자의 미래 행위’라는 점은 명령문의 특
징으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 왔지만, 사실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는 그
것이 정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부정 명령문은 p가 성립하는 사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종종 발화되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통해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8) 가. (지금 뛰고 있는 아이에게) “뛰지 마!”
나. (지금 뛰고 있지 않은 아이에게) “뛰지 마.”

(28)의 예가 보여 주는 것은 발화시에 청자가 이미 뛰고 있거나, 뛰고 있
지 않거나 두 경우에 모두 ‘뛰지 마’라고 하는 부정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동일한 문장이지만 두 경우에서 각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같지
않다. (28가)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뛰는 ‘행위의 중단(stop)’을 요구하는
것이며, (28나)에서는 장차 청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prohibit)’하
는 것이다. 본고는 4.1.1.에서 이 두 가지를 프래스틱 부정(명제 부정)과
트로픽 부정(양태 부정)으로 구분한 바 있다. (28가)의 경우는 p가 참이
되는(청자가 뛰는) 사태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화자가 not-p가 성립
하는 사태를 발생시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28나)의 경우는 미래에 청자
20) 고성환(2003: 31)에서는 ‘건강해라’는 명령이 아니라 기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명령 수행의 주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도 이러한 발화로써 청자에게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승희(2004: 564), 김선영(2011: 170) 등에서는 상
태 실현이 주어 의지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부류(신체적, 정신적 상태 동사
부류)로 명령과 기원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부정 명령일 경
우에 행위 주체의 인위적인 행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명령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명
령과 기원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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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p가 성립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
다. 이 두 가지 의미의 차이를 편의상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으로 구분하
기로 한다. 모든 부정 명령문은 이와 같이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 두 가
지로 의미 구분이 가능하다.21)
반면 긍정 명령문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긍
정 명령문을 구성하는 명제는 모두 청자의 미래 행위에 대한 것이다. 때
로 문맥이나 시간 부사를 통해서 화자가 요구하는 행위의 실행 시점을 추
론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긍정 명령문에서 근미래/원미래와 같은 구
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정 명령문과 달리 발화시에 p가 성립하는 사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화자는 긍정 명령문을 발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발화시에 이미 밥을 먹
고 있는 아이에게 ‘밥 먹어’라고 명령하는 것은 특별한 화용적 상황이 없
는 한 기묘하게 느껴진다. 이미 누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의
미로 ‘누워 있어’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어
있-’이라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는 행위 자체보다 ‘행위의 지속’
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2.1. 참고)
부정 명령문에서 구분되는 이와 같은 의미 차이는 종결어미의 결합 양
상과도 관련이 있다. 즉 부정 명령문에서 일부 종결어미는 금지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만을 가질 뿐 중지 명령에는 사용될 수 없다.
(29) 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

가'.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먹지 마시라.
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21) Akihenvald(2010: 128-9)에서는 대부분의 언어가 명령문에서 시제를 가지지 않지만,
시제 구분이 있는 언어일 경우에는 ‘즉각 명령(immediate imperative)’과 ‘지연 명령
(delayed imperative)’의 이분 체계가 흔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어 명령문이 시제
형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으나, 이것이 시간과 관련된 개념적
인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 명령문이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으로 구분되는 것은 즉각 명령과 지연 명령의 시간 구분과도 개념적으로 맞닿아
있는 면이 있다. 이미 청자가 행하고 있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은 즉각적인 수행을 요
구하는 것이고, 장차 청자가 실행할 수도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발화시로부터 좀
떨어진 미래에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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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풀어 주었으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

명령형 종결어미 중 ‘-(으)시라, -(으)라, -(으)ㄹ지니라, -(으)ㄹ지
라, -(으)ㄹ지어다, -(으)ㄹ지로다’는 중지 명령, 즉 현재 하고 있는 행
위를 멈추라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들 어미가 (29가')과 같이
진행 중인 일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
것은 시간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이 청자를 대면한 상황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종결어미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자에게 행위
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를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만 가능하
기 때문이다.

4.2. 부정 명령문과 지시 화행
본 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 번째는 ‘-지 말-’로 형성
되는 부정 명령문의 화행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다. 즉 여러 부정 명령문
을 대상으로 각 발화가 가지는 지시의 힘을 산출해 비교함으로써, 한국어
부정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의 스펙트럼을 확인한다. 첫 번째가 형식을
기준으로 그것이 수행하는 화행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두 번째는 화행
을 기준으로 이를 나타내는 형식의 지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즉 금지나
경계 등 부정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과 유사한 화행을 가지는 문장 부류
를 확인하고 그것이 부정 명령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
다. 이로써 부정 명령문의 범위와 화행을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다.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기로 하자.

4.2.1. 부정 명령문의 지시의 힘
부정 명령문도 긍정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지는 지시의 힘을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의 지시의 힘은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하
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시의 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시의 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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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한 원형적 부정 명령문으로부터 ‘지시의 힘 행사’가 약한 비원형적
부정 명령문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며, 금지, 제안, 충고, 권고, 허락,
기원, 양보 등의 화행을 수행한다. 부정 명령문이 가지는 ‘지시의 힘 행
사’를

계량하는

데에는

앞서

긍정

명령문에

적용한

것과

같이

Takahashi(2012)를 수정한 [표 3-7]을 사용할 것이다.
지시의 힘 행사
(Force Exertion)

HIGH

LOW

ZERO

M.LOW

M.HIGH

[+2]

[+1]

[0]

[-1]

[-2]

(ⅱ) 능력(CAPABILITY)

/

[+1]

[0]

/

/

(ⅲ) 힘(POWER)

/

[+1]

[0]

[-1]

/

(ⅳ) 비용(COST)

[+2]

[+1]

[0]

/

/

(ⅴ) 의무(OBLIGATION)

[+2]

[+1]

[0]

[-1]

[-2]

(ⅰ) 바람(DESIRE)

Total score:

[+8] ~~~~~~~~~~~~~~~~~~~~~~~~ [-5]

[표 3-7] 명령문 원형의 주요 기준(Takahashi 2012: 77 수정)

이제 구체적인 부정 명령문을 대상으로 그것이 가지는 지시의 힘을 확
인해 보자.
(30) 상황: 화자 A가 자신의 딸과 교제중인 B와 대화를 하고 있다.
A: 그렇게 말했는데 계속 노동운동을 해? 결혼 승낙은 꿈도 꾸지 마라.
(31) 상황 (30)에서 화자 A의 발화 ‘결혼 승낙은 꿈도 꾸지 마라’가 가지는 지
시의 힘
(ⅰ) 바람: [+2]
(ⅱ) 능력: [+1]
(ⅲ) 힘:

[+1]

(ⅳ) 비용: [+2]
(ⅴ) 의무: [+1]~[+2]
총합: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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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절대 결혼 승낙을 해 줄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바람 등급은 [+2]로 매길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바라고 있던 청자에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므로 비용도 [+2]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할 것이나, 청자에게 전혀 선택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무 등급은 [+1]~[+2] 정도로 부여
하였다. 각 변숫값의 합은 [+7]~[+8]로 지시의 힘이 강한 발화이며, ‘금
지’ 화행을 나타내는 원형적인 부정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다.
(32) 상황: 건축주의 행태에 분노한 A가 동료들을 선동해 작업을 중단하려고
한다.
A: 보수작업 하지 마. 이놈아들 정신 차릴 때까지 일손 놓자고.
(33) 상황 (32)에서 화자 A의 발화 ‘보수작업 하지 마’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2]
(ⅱ) 능력: [+1]
(ⅲ) 힘:

[0]

(ⅳ) 비용: [+2]
(ⅴ) 의무: [0]
총합: [+5]

(32)에서 화자 A는 동료들이 모두 작업을 중단하는 단체 행동을 통해 건
축주에게 대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바람 등급은 [+2]로 매
길 수 있다. 청자는 A의 동료들이므로 힘의 차이는 없으나 작업을 중단하
는 것은 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므로 비용도 [+2]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실제로 청자가 작업을 중단하는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무 등급은 [0]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각 변숫
값의 합은 [+5]로 비교적 지시의 힘이 강한 발화라고 할 수 있으며, ‘약
한 금지’ 또는 ‘제안’ 정도의 화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4) 상황: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A가 친구 B에게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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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장 때문에 못살겠어. 회사 그만 둘까 봐.
B: 못된 상사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
(35) 상황 (34)에서 화자 B의 발화 ‘못된 상사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점이라
는 것을 잊지 마.’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2]
(ⅱ) 능력: [+1]
(ⅲ) 힘:

[0]

(ⅳ) 비용: [0]
(ⅴ) 의무: [+1]
총합: [+4]

(34)에서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하는 화자 B의 발화는 바람 등급을 [+2]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점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일 뿐이므로 청자의 비용 등급은 [0]이다. 이 발화가
‘충고’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는 청자가 회사를 그만두
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며 자신의 말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 등급은 [+1]로 부여하였다. 전체 변수의 합은 [+4]이다.
(36) 상황: 가스레인지 후드에 쓰여 있는 안내문
레인지 후드 작동 중 밑면 망 안으로 다른 물체를 넣지 마시오.
(37) 상황 (36)에서 안내문 ‘레인지 후드 작동 중 밑면 망 안으로 다른 물체
를 넣지 마시오.’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1]
(ⅱ) 능력: [+1]
(ⅲ) 힘:

[0]

(ⅳ) 비용: [0]
(ⅴ) 의무: [0]
총합: [+2]

(36)은 제품에 적혀 있는 설명문으로, 여기서는 권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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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을 제조 · 판매하는 입장에서 청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할 것을 바
라는 정도는 다소 낮은 [+1]로 볼 수 있다. 화자와 청자 사이 힘의 차이
는 없다고 생각되며, 청자가 이 지시에 따르는 데 물리적, 심리적 부담은
없으므로 비용 등급은 [0]이다. 또한 이러한 지시에 따르는 것이 청자에
게 의무적이지 않으므로 의무 항목 역시 [0]으로 판단한다. 전체 총합은
[+2]이다.
(38) 상황: A가 편찮으신 할머니를 병문안 와서 대화중에 있다.
A: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39) 상황 (38)에서 화자 A의 발화 ‘아프지 마세요.’가 가지는 지시의 힘
(ⅰ) 바람: [+2]
(ⅱ) 능력: [0]
(ⅲ) 힘:

[-1]

(ⅳ) 비용: [0]~[+1]
(ⅴ) 의무: [0]
총합: [+1]~[+2]

(38)의 ‘아프지 마세요’는 부정 명령문 형식이지만, 청자가 해당 행위를
제어 · 통제할 수 있다고 화자가 믿는 것은 아니므로 기원 화행을 수행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화가 가지는 지시의 힘은 거의 [0]에 가깝다.
화자는 할머니인 청자가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바람 등
급은 [+2]로 평가한다. 청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서 능력 등급은 [0]이지만,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비용 등급은 [0]~[+1]로 평가한다. 화자가 생각하는 청자의
의무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 [0]으로 책정한다. 이에 계량된 지시의 힘
은 [+1]~[+2]이다.
(40) 상황: 군에 있는 아들 A는 면회를 오시겠다는 부모님을 만류하고 있다.
A: 아유……. 힘드신데 (면회) 오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41) 상황 (40)에서 화자 A의 발화 ‘힘드신데 오지 마세요.’가 가지는 지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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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람: [0]
(ⅱ) 능력: [+1]
(ⅲ) 힘:

[-1]

(ⅳ) 비용: [0]
(ⅴ) 의무: [-1]
총합: [-1]

(40)과 같은 상황에서 화자인 병사는 실제로는 부모님을 무척 기다리면
서도, 힘드실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말라’고 발화했다고 생각되어
바람 항목은 [0]로 평가한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면회를 오시지 않는 것
이 청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 등급은
[0]이다. 그러나 청자가 화자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오히려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의무는 [-1]로 평가하였다. 이 발화
가 가지는 지시의 힘은 [-1]이다.
(42) 상황: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해 운동을 권해 온 아들 B와 어머니 A가 대
화중에 있다.
A: 자꾸 운동하라고 잔소리 하지 마. 난 운동이라면 딱 질색이라고.
B: 어휴,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평양 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43) 상황 (42)에서 화자 B의 발화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가 가지
는 지시의 힘
(ⅰ) 바람: [-2]
(ⅱ) 능력: [+1]
(ⅲ) 힘:

[0]~[-1]

(ⅳ) 비용: [0]
(ⅴ) 의무: [-2]
총합: [-4]~[-3]

(42)의 상황에서 아들 B는 실제로는 어머니가 운동을 하시기를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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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의 실제 바람은 [-2]라고 할 수 있다. 아
들과

어머니

사이

힘의

관계는

대등하거나

청자가

우위에

있는

[0]~[-1]로 평가할 수 있으며, 청자가 화자의 발화 내용을 따르는 데 비
용은 필요하지 않다.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것은 청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의무

등급은

[-2]로

평가하였다.

이에

총합은

[-4]~[-3]으로 산출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부정 명령문 발화가 가지는 지시의
힘은 긍정 명령문에 비해 스펙트럼의 폭이 넓지 않다. 지시의 힘 등급은
이론적으로 [-5]까지 가능하지만, 화자가 원치 않는 허락을 제외하면 부
정 명령문에서 [-] 값은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긍정 명령문에서
반어적 표현으로 [-] 등급을 가지는 위협이나 경고 화행이 그 자체로 행
위의 중단이나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 명령문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 그래서 화자의 바람 등급이 [-] 값으로 나오는 경우는 (38)과 같이
화자가 청자의 입장을 배려한 발화거나 (40)과 같이 허락 화행을 수행하
면서 화자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발화하는 상황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아프지마’와 같은 기원 화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정 명령문이
행위의 중단이나 차후 행위에 대한 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청자의 능력
등급이 [0]인 경우도 자주 발견되지 않는다.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은 사
태를 나타내는 술어로 이루어진다는 특징 또한 의무 항목에서 [-] 등급
을 얻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하는 듯하다.
지시 화행이라는 명령문의 핵심적 속성을 통해서 확인된 각 부정 명령
문들의 전형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대체로 아래 도식에
서 우측에 위치할수록 원형에 가까운 부정 명령문이며, 좌측으로 갈수록
원형에서 먼 부정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다.22)

22) 긍정 명령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 4-1]에서 금지, 제안, 충고 등은 본문에 제시한
각각의 예문이 수행하는 화행을 표시한 것이다. 다른 화맥, 다른 발화에서는 이들 화행
이 다른 지시의 힘 등급을 가질 수 있다. [그림 4-1]의 도식은 각 화행의 대체적인 위
치를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것이며, 금지 화행으로부터 제안, 충고, 권고, 기원, 양보,
허락 순으로 전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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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성:
등급:

비원형적 ←

→ 원형적

[-5 -4 -3 -2 -1 0 +1 +2 +3 +4 +5 +6 +7 +8]

예문:

(42)

(40)

(38) (36)

(34) (32)

(30)

화행:

허락

양보

기원 권고

충고 제안

금지

[그림 4-1] 다양한 부정 명령문의 지시 화행 척도상 위치

4.2.2. 금지와 경계 화행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부정 명령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본 항에서는 부정 명령문과 유사한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 부류를 검토하고 그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부정 명령문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부정 명령문이 금지의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음은 앞에서 확인했거니와,
금지의 의미도 부정 명령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아래의 예들이 보여주
는 것과 같이 부정 명령문 외에도 의미적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문장에는
다음의 몇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다.
(44) 가. 지금부터 2층 출입을 금지한다.
나.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평가 중에 오해받을 잡담은 하지 않는다.
라. 그러면 못써.
(45) 가. 개와 자전거는 들어올 수 없음.
나. 무단 촬영을 금함.

위 (44)와 (45)의 예문은 한국어에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
용되는 형식으로, 평서형 종결어미, 반말체 어미, 명사형 어미 등을 취하
고 있는 문장이다. 현재 시제의 평서문 형식인 (44가, 나, 다)는 각각 ‘2
층’과 ‘이곳’에 들어오지 말 것과 잡담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44라)는 청자가 발화시에 하고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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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체이지만 진술의 기능이 일차적으로 수행된다고 보아 평서문으로 분
류할 수 있다. (45가, 나)는 ‘-(으)ㅁ’으로 문장이 종결된 것인데, 역시
‘들어오는 것’과 ‘촬영’이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다.
위의 예들은 ‘금지하-’나 ‘없-’, ‘않-’, ‘못’과 같이 그 자체로 금지나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술어, 또는 부정소를 취함으로써 청자에게 특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양인석(1976: 133)에서는 (44가, 나, 다)와
(45)와 같은 예들을 ‘화자 중심의 명령/요청’의 형태로 분류하였으나, 이
들을 명령형 어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논의에서 취하고 있
는 입장이다. 박금자(1987: 77-87)에서는 ‘-는/ㄴ다, -(으)ㅁ’ 등의 어
미는 서술의 종결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명령의 의미는 간접화행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온당한 인식으로 생각된
다. 고성환(2003: 131-5)도 이에 동의하면서, ‘-(으)ㄹ 수 없-’, ‘-(으)
ㅁ’ 등이 간접적이나마 명령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들에 의한 행
위의 부정이 금지를 의미하고, 이것이 ‘-말’에 의한 부정 명령이 나타내
는 금지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형적 관점에서
도 (44), (45)와 같은 유형은 명령문의 핵심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
형 종결어미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주어가 행위주 의미역을 가
지지 않고, (44라)에서처럼 부정소가 ‘말-’이 아닌 ‘못’이 선택됐다는 점
등에서 명령문, 특히 부정 명령문으로 볼 수는 없다.
부정 명령문이 아닌 긍정 명령문으로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예들도 있
다.
(46) 가. 교향악단이여, 음악을 멈추라!
나. 잡담 그만해라!
다. 뇌물은 거절해라.
라. 닥쳐라.

(46)의 예들은 ‘금지’ 또는 ‘중지(中止)’의 어휘적 의미를 가진 술어에 명
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해 금지 화행을 수행한다. 이들은 비록 금지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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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고 할지라도, 부정소가 없으므로 긍정 명령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금지와 부정이 대응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많은 경
우에 부정 명령문이 금지 화행을 수행하기 때문이지만, 사실 금지와 부정
은 별개의 개념이다. (46)와 같은 유형은 지시 화행의 하위 부류인 금지
화행을 수행하고, 명령형 종결어미라는 형태적 특징을 갖춘 전형적인 긍
정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소 없이 명령문이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그만’, ‘작작’, ‘웬만
큼’ 등의 부사가 결합한 문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래 (47)을 보자.
(47) 가. 그만 싸워라.
나. 거짓말 좀 작작 해라.
다. 웬만큼 먹어라.

금지 화행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그만’, ‘작작’, ‘웬만큼’의 의미는《표준
국어대사전》에서 각각 ‘「1」그 정도까지만’,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게
적당히’, ‘「1」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할 만큼’으로 풀이
되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도를 한정하는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인
데, 화자가 판단하기에 현재 청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의 정도가
적당하거나 또는 과하다는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기술된 행위를 중지하라
는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 ‘작작’, ‘웬만큼’ 등이
(47)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않-’, ‘못’ 등의 부정소와 거의 결
합하는 일이 없다. 특히 금지, 만류, 중지 등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부
정 명령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세 가지 부사 중 ‘작작’은 ‘그만하
라’는 의미를 갖는 명령문을 형성하는 용법이 거의 유일하다.23)
(47)과 같은 명령은 그 의미 특성상 현재 청자가 수행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아래 (48가)가 자연스
러운 반면, (48나)는 청자가 수시로 뛰어다니는 아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23) 명령문 외에 ‘작작’이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의 여유 작작한 모습은...’, ‘그는 여유 작
작했고...’와 같이 ‘여유’와 어울려서 쓰이는 용법만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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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다.
(48) 가. (뛰고 있는 아이에게) “그만 뛰어.”
?

나. (뛰고 있지 않은 아이에게) “그만 뛰어.”

위 세 가지 부사 중에서 ‘그만’은 ‘작작’이나 ‘웬만큼’이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지 않고, 행위를 멈추게 하는 지시에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ikhenvald(2010: 358-9)에서는 어휘 요
소인 ‘stop’, ‘leave’ 등이 부정 명령문의 표지로서 문법 형태소화한 언어
의 예들을 보인바 있는데,24) 부사 ‘그만’은 그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지 말-’과 함께 부정 명령에 사용되는 표지로 발달할 가능성을 보여주
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정민(1977: 111)에서도 부사 ‘그만’이 사용된 명
령을 ‘중지명령’이라고 명명하고 ‘그만’을 특정 유형의 명령문을 형성하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어,25) 이와 유사한 관점을 보여 준다. 물론 현재로서
는 (47가, 48가)가 긍정 명령문의 범주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부정 명령문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또 다른 문장 부류는 경계
화행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세계의 많은 언어가 경고(warnings)나 염려
(apprehensives)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경계문
(apprehensives)이라고 하는 이 유형은 화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특정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24) Welsh어에서 ‘cease, stop’를 의미하는 동사의 명령형은 부정 명령문 표지로 사용되
는데, 이것은 행위를 중지하라는 의미보다는 금지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Krahn, Bassa, Klao, Sapo, Western Kru어에서도 ‘stop’을 뜻하는 동사가 부정 명령
문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오세아니아의 Vurës어와 Baining어족 Mali어에서는 ‘stay’를
뜻하는 동사가 부정 명령문 첨사로 발달하였고,
Dyirbal의 방언에서는 ‘leave,
abandon’을 의미하는 동사가 부정 명령문의 표지로 사용된다고 한다(Aikhenvald
2010: 358-9).
25) 중지 명령은 아래 (4가)와 같이 순간적인 행동수행에는 쓸 수 없으며, (4나)처럼 그
행동이 대단히 천천히 일어나는 진행이나 성취의 행동으로 인식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다(이정민 1977: 111).
???

(4) 가. 손을 그만 들어.
나. 그림을 그만 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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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요구한다. 언어별로 부드러운 ‘예상’의 형식을 쓰거나 분명한 부정
소를 가지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나 보통 일반적인 명령문과 같은 형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명령문의 하위 부류로 다루어진다.
경계문의 형식을 가지는 몇 언어의 예를 살펴보자. 이들 언어에서는 경
계문이 명령문의 범주에 포함된다.
(49) a. Tuyuca(Barnes 1979, Aikhenvald 2010: 201에서 재인용)
Naa-ri
fall-APPREHENSIVE.IMPV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떨어지겠어.
b. Tucano(Ramirez1997:148, Aikhenvald 2010: 226에서 재인용)
ãyú-dó

dihatia

b～
-'
i --p
ı̂
i b-d
i --di
ı̂

good-ADV descend+IMPV you-FOC

fall-APPR

나무에서 조심해서 내려와, 떨어질라.
c. Russian(Aikhenvald 2010: 182에서 재인용)
Ne sadite-sj!
NEG

sit.IMPF+2pl.IMPV-REFLEXIVE

앉지마!
Smotri-te

ne

sjadjte!

look.IMPF-2pl.IMPV

NEG

sit.PERF+2pl.IMPV

앉지 않게 조심해(의자가 더러워)!

Tucanoan어족에 속하는 Tuyuca어는 초대, 허락, 경고 등 지시의 하위 유
형별로 각각의 접미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명령 의미일
때는 -ya를 쓰지만, 경고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ri를 사용하여 (49a)와
같은 경계문을 만든다. (49b)는 Tucanoan어족의 또 다른 언어인 Tucano
어의 예를 보여 주는데, 이 언어에서는 경계문이 늘 명령문과 함께 쓰여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경계문의 또 다른 유형은 러시아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완결상과 비완

- 165 -

결상이 분명히 구분되는 러시아어에서는 긍정문일 때 비완결상 명령문이
완결상 명령문에 비해 공손한 명령을 나타내지만, 부정 명령문에서는 이
와는 다른 의미 차이를 보여 준다. (49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완결상
부정 명령문은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완결상 부정 명령문은 염려
나 경고 의미만을 가지며 이들은 자주 경고의 의미를 가지는 ‘look’ 또는
‘look out’과 함께 쓰인다. 이처럼 비완결상 부정 명령문이 명령 의미를,
완결상 부정 명령문이 경고 의미를 가지는 것은 리투아니아어에서도 동일
하다(Geniušenė 1988, Aikhenvald 2010: 182에서 재인용).
한국어에서 염려나 경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은 종결어미 ‘-(으)ㄹ
라’로 형성된다. ‘-(으)ㄹ라’는 사전에서 ‘혹 그렇게 될까 봐 염려됨을 나
타내는 종결 어미’로 풀이된다. ‘-(으)ㄹ라’가 형성하는 경계문의 몇 예를
살펴보자.
(50) 가. 부딪칠라. 제발 안 부딪치게 해!
나. 떠들지 마라. 황두식이가 들을라.
다. 얘, 손 다칠라.
라. 모조리 박살을 내버릴라.

한국어의 경계문은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진술하는 형식으로, 이를
발화함으로써 화자가 바라지 않는 행동을 청자가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
를 가진다. 경계문은 (50가, 나)와 같이 자주 그 앞이나 뒤에서 명령문과
함께 발화되는데, 명령문이 나타나지 않는 (50다, 라)의 경우에도 ‘조심해
라’ 정도의 의미가 함축된다.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절 연결(clause linking)의 의미 유형을 조사한
Dixon(2009: 23-5)에 따르면 ‘가능한 결과(possible consequence)’는 절
연결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의미 유형 중 하나이다. 많은 언어가 어떤 일
을 하거나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
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의 많은 경우는 중심절(focal
clause)이

긍정

명령문,

또는

부정

명령문으로

나타나고,

보조절

(supporting clause)에서 원하지 않는(undesirable) 가능한 결과를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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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Dixon 2009).
한국어에서 화자의 지시를 나타내는 절과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절이 연결된 구조는 흔히 아래 (51)과 같이 나타난다. (51
가)에서는 화자의 지시를 나타내는 절이 명령문으로, 부정적인 결과절이
경계문으로 나타난 것이고, (51나)는 지시를 나타내는 절이 표면에 드러
나지 않고 함축적 의미로 전달되는 경우이다.
(51) 가. 뛰지 마. 넘어질라.
나. 넘어질라.

그런데 (5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어에서는 명령문과 경계문
이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실현되므로, 경계문이 가지는 문장 유형으로서
의 지위도 결정되어야 한다. 범언어적으로 경계문은 명령문, 그중에서도
부정 명령문의 일종으로 다루어져 왔다. 위 (49)의 예들이 보여 주는 것
과 같이 많은 언어에서 명령문의 형식으로 경계문을 표현할 뿐 아니라,
청자에게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 또는 염려함으로써 특정한 행위
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지시의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논의
의 경우도 김종택(1984: 73)에서 경계문을 표현 의미에 근거해 ‘의구형
명령’으로 분류한 바 있다.26)
그러나 한국어의 경계문을 부정 명령문이나 또는 긍정 명령문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종결어미 ‘-(으)ㄹ라’가 결합하는
명제의 내용은 청자가 장차 수행할 행위가 아니며, 청자의 행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50라)의 예는 청자 행위에 따른 자연적
인 결과가 아닌 화자 자신이 수행할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 (50가, 나,
26) 김종택(1984: 72~73)에서는 아래 (5가, 나, 다)를 각각 ‘서술형 명령’, ‘의문형 명령’,
‘의구형 명령’으로 구분하였다.
(5) 가. 조용히 받아 씁니다.
나. 조용히 할 수 없어요?
다. 애기 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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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도 구분된다. 명령문의 원형 속성 측면에서 보면, 비록 ‘-(으)ㄹ라’
가 명령형 종결어미와 유사한 형태이나 이것이 일반적인 명령문으로 쓰이
는 예가 없다는 점에서 명령형 어미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추론되어 파악되는 지시의 의미는 화자가 염려나 경고를 표현함으로써 발
생되는 이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임동훈(2011: 338)에서도 한국어
의 경계문이 과거시제와 결합할 수 있고, ‘이다’와도 결합할 수 있으며,
또 ‘말다’ 부정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명령문의 일종이라
기보다 평서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27)
결론적으로 한국어 경계문은 평서문의 일종으로서 이것의 발화가 수행
하는 지시 화행은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에서 추론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경계문이 출현하는 환경이 주로 부정 명령문의 앞이나 뒤
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계문의 발화는 지시 화행의 전략적인 사용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언어에서 경계문이 부정 명령문과 같은 형
식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27) 임동훈(2011: 338)에서는 아래 (6)과 같은 경계문의 예를 통해 이들이 평서문의 범주
에 포함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6) 가.
나.
다.
라.

벌써 도착했을라.
그 귀찮은 놈도 왔을라.
잘 봐라. 가짜일라.
그러다가 오지 않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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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령문의 비지시적 용법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데, 그중 일부
는 지시 화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령문이 수행하는 비지시 화행
은 아주 주변적인 용법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명령문이 아닌 것으로 보
고 명령문 논의에서 다루지 않아 왔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 명령문의 비
지시 용법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명령문이 지
시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을 살펴볼 것이다.
5.1.에서는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로 해석되는 ‘조건 명령문’을 살펴본다.
조건 명령문은 지시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 명령문의 대표적인 예로, 유사
명령문(pseudo-imperative)이라고도 한다. 5.2.와 5.3.에서는 인사말에
사용되는 명령문,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명령문, 그리고 진술, 질문 화행
등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박용익(1998:
59)에서는 화행을 기능에 따라 주제적 대화 화행과 구성적 대화 화행으
로 구분한 바 있다. 주제적 대화 화행은 그 기능이 명제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대화에서 정보의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며, 구성적 대화 화행은 그
기능이 담화의 진행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 분류에 따라 5.2.에서는 명
령문이 수행하는 구성적 대화 행위인 인사와 담화표지를, 5.3.에서는 주제
적 대화 행위에 포함되는 명령문의 진술, 질문, 응대 화행을 논의한다.

5.1. 조건 명령문
조건 명령문이란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해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로 해
석되는 문장을 말한다. 이것은 그간 ‘의사 명령문(pseudo-imperatives)’
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범언어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의종
(2014)에서 ‘전형적으로 명령(命令, imperative)을 나타내는 문법적 수단
이 조건(條件, conditional)을 나타내는 문법적 수단으로 용도가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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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구문’이라고 정의하고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조건 명령문의 특
징을 대조하여 논의한 바 있다.1) 그 이전 논의로는 조건 명령문이라고 명
시하지는 않았으나 김진희 ․ 김강희(2012)에서 반사실 가정을 나타내는 ‘았어 봐’, 경고 의미를 가지면서 미래 사실을 가정하는 ‘-았단 봐’, 단순
가정의 ‘-아 봐’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기술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 명령문의 예를 살펴보자.
(1) 가. 애비만 와 봐. 내 안 일러 줄 줄 알구.
(= 애비만 오면, 내가 일러 줄 것이다.)
나. 내가 손 떼구 들어앉아 있어 봐. 죽두 밥두 안 되지.
(= 내가 손 떼고 들어앉아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1가, 나) 각각에서 선행 문장은 모두 명령형 종결어미를 취하고 있지만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 안의 의미처럼 조건이
나 가정을 나타낸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1)과 같이 가정이나 조건 의
미를 나타내는 데 명령문의 형식을 사용하는 현상이 한국어뿐 아니라 세
계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조건 명령문이라는 특이한 현상은
그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는데, 이 유형의 문장 유형은 무엇인
지, 이들 부류가 수행하는 화행은 지시 화행인지 아니면 진술 화행인지,
그리고 왜 하필 명령의 형식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범언어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의 조건
명령문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5.1.1. 조건 명령문의 유형
조건 명령문은 구체적인 의미와 문법 현상에 따라 몇 가지 세부 유형으
로 나눌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유형 분류가

1) 본고의 조건 명령문에 대해 이의종(2014)에서는 ‘명령 조건 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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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는 Jary and Kissine(2014: 111-4)에서 가져온 것이다.
(2) 영어 조건 명령문의 유형
a. Finish this by noon and I'll pay you double.
(정오까지 끝내라, 그러면 두 배를 주겠다.)
b. Come any closer and I'll shoot.
(조금만 더 가까이 와 봐, 그럼 쏴 버릴 거야.)
c. Catch a cold and you could end up with pneumonia.
(감기 걸려봐, 폐렴까지 갈 수 있어.)
d. Stop or I'll shoot.
(멈춰, 그러지 않으면 쏴버릴거야.)

첫 번째는 (2a)와 같이 명령문에 나타난 표면적 의미 그대로 지시하는 유
형이다. 선행절만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명령문과 구분되지 않는다. 두 번
째 유형인 (2b)는 화자가 명령문으로 기술된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지시의 힘은
가지지만 표면적 의미와는 반대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다. (2b)의 경
우 화자가 실제 의도한 것은 ‘Don't come any closer’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2c)와 같이 지시의 힘을 가지지 않고 순전히 조건으로만 해석되
는 유형이다. 총칭 주어가 나타나는 등 명령문이 가지는 일반적인 인칭
제약이 지켜지지 않는다. 마지막 유형은 나머지 (2a, b, c)가 and로 연결
되는 것과 달리 or로 절이 연결되는 유형이다. (2d)에서 선행하는 명령문
은 지시의 힘을 가지며 후행절에는 청자가 원치 않는 상황이 기술된다.
이 유형에 대해 Davies(1986)에서는 ‘최후통첩 같은 명령문(imperative
like ultimatums, ILUs)’라고 하여 (2a, b, c)의 조건 명령문과 구분하였
는데, Jary and Kissine(2014: 114)에서도 이 견해에 따라 (2a, b, c)는
‘조건절 같은 명령문(imperative-like conditionals, ILCs)’으로, (2d)는
ILUs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의사 명령문(pseudo-imperative)에 대한 논
의에서는 (2)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조건 명령문은 명령문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접속 표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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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문인 선행절과 평서문인 후행절이 단순 병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는 점에서 영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제 한국어의 조건 명령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
자.
(3) 가. 일단 신청해. 그러면 또 길이 생길거야.
나. 그 사람 잡아. 안 그러면 분명히 후회한다.
(4) 가. 도망만 가 봐. 국물두 없어.

나. 애비만 와 봐. 내 안 일러 줄 줄 알구.
다. 옛날에 잘 되었어 봐. 줄줄이 서빙고 행이지.

라. 땅을 열 길을 파 봐라. 백 원 한 장 나오나.

(3)과 (4)에서 명령문은 모두 조건의 의미를 가지지만, 본고는 이중 (4)
만을 조건 명령문으로 분류한다. (3)과 (4)는 크게 접속어의 유무로 구분
된다. (3)의 예는 명령문과 후행 평서문 사이에 ‘그러면’과 ‘안 그러면’ 같
은 접속어가 있어서 선행 명령문을 조건으로 해석되게 한다. (3가), (3
나)는 각각 영어 조건 명령문의 유형에서 (2a), (2d)와 유사한데, 두 개
절이 독립된 문장으로 나타나는 한국어에서 선행하는 명령문이 일반적인
명령문과 차이가 없다.2)
(4)의 예들은 (3)과 달리 접속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보-’라는 형
태가 사용된다. 위협의 의미를 가지는 (4가)는 영어 조건 명령문의 유형
에서 (2b)와 유사하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태와 반대되는 행
위를 청자에게 요구하는 지시의 힘을 가진다. (4나, 다, 라)는 영어 조건
명령문에서 순전히 조건으로만 해석되는 (2c)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들 각각은 다시 단순 가정, 반사실적 가정, 양보 등 의미적으로 구
분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3)과 (4) 가운데, 주로 보조동사 ‘보-’가 결합하고, 접속
표지가 요구되지 않으며, ‘-었어 봐’와 같은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는 (4)
2) 맥락에 따라서는 ‘그러면’과 ‘안 그러면’이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아도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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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건 명령문으로 문법화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4가, 나, 다, 라)는 각각 네 가지 조건 명령문의 유형을
보여준다. 이들은 서로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보이며, 관습화 정도도 각
기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자.
(5) 첫 번째 유형
가. 도망만 가 봐. 국물두 없어. [(4가)]
나. 그딴 소리 다시 했단 봐라. 내 너를 당장에 관가에 발고헐 게다.
다. 내 앞에서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둥 그런 소리 했단 봐라.
?

다′. 내 앞에서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둥 그런 소리 했단 봐라. 너 원
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

첫 번째 유형은 네 4가지 조건 명령문 유형 중 유일하게 지시의 힘을 가
진다. 선행하는 명령문은 청자의 특정한 행위를 가정하고, 후행절에서 그
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기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명령문 표면적으로 나타난 행위를 청자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화행을 수행한다.
이 유형의 조건 명령문은 의미적으로 위협이나 경고의 의미가 두드러진
다. 이런 해석은 화맥뿐 아니라 특정한 억양이나 관용적으로 쓰이는 형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 유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형태인 ‘-었단 봐-’에는 일반적인 명령문에서 사용될 수 없는 시제
표지 ‘-었-’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화자가 바라지 않는 행위를 청자가 이
미 실행한 것으로 가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후행절에서 그 행위 이후에
벌어질 원치 않는 상황을 기술함으로써 위협이나 경고의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었단’에서의 ‘-단’은 ‘앞 절의 행위가 수행되
면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함축을 유발하는 연결어미 ‘-다가는’의 준말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5다′)에서 보는 것처럼 ‘-었단 봐’ 뒤에 청자가 원
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결국 (5다)와 같이 후행절 없
이 명령문 단독으로 쓰이더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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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게 되어 동일하게 위협 해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었단 봐’에
서 ‘-다가는’ 뒤에 나타나는 ‘봐’는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생길 일을 ‘보라’
는 의미이므로, 본동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른 조건 명령문에
일반적으로 보조동사 ‘보다’가 결합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첫 번째 유형의 조건 명령문은 일반적인 명령문과 마찬가지
로 주어가 2인칭이며, 행위주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나머지 다른 유형과
대별된다.
두 번째 유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단순 가정의 의미를 가
질 뿐 지시의 힘을 가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6) 두 번째 유형
가. 애비만 와 봐. 내 안 일러 줄 줄 알구. [(4나)]
나. 나만 없어 봐. 이 집안 꼴이 뭐가 되나?
다. 이제 가을만 돼 봐라.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릴 거야.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조건 명령문은 (6가)와 같이 의미상 위협으로 생
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위 주체가 발화 상황에 있지 않은 경우, 특히 화
자의 혼잣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주어에 2인칭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시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문장의 주어는 (6)의 예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3인칭, 1인칭, 무정물까지 모두 가능하며, 행위주역뿐 아니라 (6다)
처럼 대상역을 가지는 주어도 나타난다. 일반적인 명령문의 경우 ‘행위의
주체가 제어 · 통제할 수 있는 술어’와 결합한다는 제약을 가지지만, 두 번
째 유형의 조건 명령문은 그런 제약에서 자유롭다.
조건 명령문과 후행문이 병치되는 구성은 조건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
‘-(으)면’이 형성하는 조건문과 의미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
도 적지 않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조건문의 경우 ‘선행절이 성립되면
후행절이 실현된다’라는 서술문과 ‘선행절이 성립되면 후행절을 실현시켜
라’라는 수행문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3) 조건 명령문은

3) 김은희(1996: 277)에서는 조건문의 역할을 서술문과 수행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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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문을 구성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래 (7)과 (8)의 예
가 그 차이를 보여 준다.
(7) 가. 밤이 되면 개구리 울음 소리가 시끄러울 것이다.
나. 밤이 되면 창문을 닫아라.
(8) 가. 밤이 돼 봐. 개구리 울음 소리가 시끄러울걸.
나. *밤이 돼 봐. 창문을 닫아.
(9) 가. 밤이 되면 창문을 닫을까?
나. 밤이 되면 창문을 닫자.
다. *밤이 돼 봐. 창문을 닫을까?
라. *밤이 돼 봐. 창문을 닫자.

(9)의 예는 조건 명령문과 ‘-(으)면’ 뒤에 의문문과 청유문을 연결시켜
본 것인데, (9다, 라)에서 볼 수 있듯이 조건 명령문의 경우에는 모두 불
가능하다. 위 (6가, 나)의 예를 보면 ‘애비만 와 봐. 내 안 일러 줄 줄 알
구.’, ‘나만 없어 봐. 이 집안 꼴이 뭐가 되나?’처럼 후행절에 의문문 형식
이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각각 ‘내가 일러 줄 것이다’와 ‘이 집안 꼴이 엉
망이 될 것이다’라는 진술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건문과 조건 명령문은 보조사 ‘-만’의 용법을 통해서도 미묘한 의미
차이가 확인된다. 다음 예를 보자.
(10) 가. 이제 가을만 돼 봐라.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릴 거야.
나. 이제 가을만 되면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릴 거야.
(11) 가. 도망만 가 봐. 국물도 없어.
*

나. 도망만 가면 국물도 없어.
다. 도망만 가면 살 수 있어.

조건 명령문의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10가)는 (10나)와 같이 ‘-(으)
면’ 조건문으로 대치가 가능하지만, 첫 번째 유형인 (11가)는 (11나)와
같이 ‘-(으)면’ 조건문으로 대치할 경우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는 조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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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건 명령문 각각에서 ‘만’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즉 조건절에 사용된 ‘만’은 후행절이 나타내는 상황이 되기 위한 조건
을 표시한다면, 조건 명령문에서의 ‘만’은 결합한 명사구를 강조하는 용법
으로 사용된다. (11나)가 비문법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후행절의 내용이
청자가 바라지 않는 상황일 때, 그러한 상황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
는 것이 화용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11다)는 후행절에 청자에
게 이로운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조건절에서 ‘만’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것
을 보여 준다. ‘명사구+만 ~어 봐’로 굳어진 형태는 특히 조건 명령문의
두 번째 유형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강조 용법의 ‘만’이 결합함으로써 ‘명
제가 나타내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후행문의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확
인하게 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건 명령문의 세 번째 유형은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
(12)가 대표적인 예이다.
(12) 세 번째 유형
가. 옛날에 잘 되었어 봐. 줄줄이 서빙고 행이지. [(4다)]
나.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때를 타고나야 돼. 지봉 선생두 이백 년만 늦게 태
어났어 봐. 당신 명껏 살기가 힘들었을 테니. (이의종 2014: 227)

세 번째 유형에는 ‘-었어 봐’ 형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과거시제 표
지 ‘-었-’은 조건 명령문이 나타내는 상황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
을 나타내며, 따라서 현재나 미래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기술된
다. ‘-봐’는 보조동사 ‘보다’에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보조동
사 ‘보다’는 ‘경험’의 의미로 해석된다. 끝으로, 이 유형 역시 일반적인 명
령문이 가지는 서술어 제약, 주어 제약, 시제 제약에서 자유로운 양상을
보인다.
네 번째 유형은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라기보다는 양보 의미를 가지는
조건 명령문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13) 네 번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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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땅을 열 길을 파 봐라. 백 원 한 장 나오나. [(4라)]
나. 원자탄이 떨어져 봐.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하나.

다른 유형의 조건 명령문은 모두 명령문(p)과 후행문(q) 사이에 ‘p이면
q’인 관계가 성립하는 반면, 양보의 조건 명령문은 ‘p이면 ~q’의 관계가
성립한다.4) 즉 (13)의 예문은 아래 (14)와 같이 ‘p이면 q’라는 일반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한 수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4) 가. 땅을 열 길을 파면, 무엇이라도 나온다.
나. 원자탄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놀란다.

네 번째 유형에는 보조동사 ‘보다’가 ‘시도’와 ‘경험’의 의미로 해석된다.
역시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에서 자유롭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 조건 명령문의 유형 네 가지를 아래 표와 같이
차이를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건 명령문 중 첫 번째 유형만이
명령문의 통사적인 특성을 대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 형

①

②

③

④

지시의 힘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조건 명령문의 의미

위협

단순 가정

반사실

양보

주어

2인칭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시제

현재/과거

현재

과거

현재

서술어

통제가능술어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본동사/보조

보조동사

보조동사

보조동사

동사 ‘시도’

‘경험’

‘경험’

‘경험’, ‘시도’

‘보다’의 의미

[표 5-1] 조건 명령문의 유형별 특징

4) 양보의 의미가 p와q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문 ‘p-면, q’
의 구문에서 발생한다는 논의는 박승윤(2007)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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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조건 명령문의 기원과 발달
본고는 5.1.1.에서 영어 조건 명령문의 유형과 대응되는 한국어 조건 명
령문을 살펴본 바 있다. 영어 조건 명령문처럼 접속어가 나타나고, ‘보-’
와 같은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유형은 비록 조건으로 해석될지라도 일반
적인 명령문과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건 명령문으로 다루지 않았
다. 편의상 (3)의 예를 다시 되풀이하기로 하자.
(3) 가. 일단 신청해. 그러면 또 길이 생길거야.
나. 그 사람 잡아. 안 그러면 분명히 후회한다.

우리는 흔히 (3)과 같이 명령문을 발화하고 나서,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
하거나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사태를 나타내는 문장을 함께 발화한
다. 그렇게 명령문과 평서문이 나란히 이어지는 경우, 선행하는 명령문은
자연히 후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선행 조건으로 해석된다.
애초에 명령의 형식이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얻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명령절+결과절’ 구성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에서 비롯한 것일 가능
성이 크다. Alcázar and Saltarelli(2014: 32-3)에서는 명령문 두 개가
이어질 경우에 첫 번째 명령은 선행 조건(precondition)으로 해석되면서
조건문으로 전이되고 결국 화용적 추론이 재분석에 이르게 되면서 의미의
일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한국어의 명령문은
(3)과 같은 구성에서 추론된 조건 해석이 점차 의미의 일부가 되었고, 특
히 명령문이 선행 사건으로 해석될 때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해짐으로써 조
건 명령문이라는 특별한 구문이 발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건 명령문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의종(2014: 244-5)도 유
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명령문을 반어법적으로 사용하
여 위협을 가하는 표현으로부터 다의적 의미 확장을 통해 조건 명령문이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명령문의 반어적 용법 가운데 한 용례가
특별히 높은 빈도로 오랫동안 쓰이다가 점차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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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지 않고 독자적인 단위로 기억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음운 변화, 의
미 변화, 함축의 관습화를 겪으면서 본래의 구문과의 연관성이 희미해져
새로운 구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다루었던
조건 명령문의 네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구문을 조건 명
령문의 기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본고와 차이가 있다.
조건 명령문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명령문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지시의 힘을 가지는 첫 번째 유형이다. 일반적인 명령문과 동일한
주어, 시제, 서술어 제약을 받으면서, 반어적으로 쓰이는 명령문의 용법과
의미 기능이 흡사하다.
(15) 명령문의 반어적 용법
가. 오늘도 국제대학원 가기만 해라.
나. 취해서 한 소리네 어쩌네 하기만 해 봐.
다. 너 공 넣기만 해 봐. 가만 안 둬.

(16) 조건 명령문의 첫 번째 유형
가. 도망만 가 봐. (그러면) 국물두 없어.
나. 그딴 소리 다시 했단 봐라. (그러면) 내 너를 당장에 관가에 발고헐 게다.

(15)의 명령문은 모두 표면적으로 화자가 바라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며,
Grice의 대화 함축 이론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지시의 힘이 대화상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다. 청자가 명령문에서 기술된 행위를 했을 때에
는 그 이후에 청자에게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정보가 (15가, 나)
와 같이 명령문 단독으로 쓰인 경우 함축으로 발생하며,5) (15다)와 같이
후행문이 따라올 경우에는 진술로 전달된다. 이러한 반어적 용법 중에서
‘시도(try)’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 동사 ‘보다’가 결합한 (15나, 다)와 같
은 용례가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하나의 언어 단위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용언 + 보조용언 ‘보다’ + 명령형 어미] 구문
이 (16)과 같은 조건 명령문 첫 번째 유형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여기에는 화맥과 특정한 억양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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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 같이 위협 의미를 가지는 첫 번째 유형은 화자가 원치 않는 상
황을 지시하는 명령문과 청자가 원치 않는 상황을 기술한 평서문, 또는
그러한 함축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된다. 선행하는 명령과 후행하는 진술,
또는 함축은 인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명령문은 조건의 선행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본용언 + 보조용언 ‘보다’ + 명령형 어미] 구문이
조건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점차 애초의 위협 의미와는 별도로 순수하게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조건 명령문의 두 번째 유형이다. 여기서부터는 명령문과의 연관성이 점
차 멀어지면서 일반적인 명령문이 가지는 주어 인칭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에서 탈피해 일반 조건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내는 세 번째 유형과 양보 의미를 가지는 네 번째
유형 중 어떤 의미가 먼저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조건 용법으로부터 다의적인 의미 확장을 거쳐 형성된 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이 기원적인 용법으로부터 멀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명령문
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다의적 의미 확장설을 뒷받침한다. 본용언과 보
조용언이 결합한 구성에서 시제 표지는 보조 용언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
나 조건 명령문에서는 본용언에 결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명령형 어미
가 결합한 종결형에 시제 표지가 올 수 없다는 명령문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조건문과 달리 조건 명령문이 서
술문만을 형성할 뿐, 수행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기원적인 용법
의 특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2. 인사와 담화표지
인사나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명령문은 청자에게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
을 뿐 아니라, 담화상에 어떤 정보를 더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 관습적으로 사용되며 한정된 목록을 가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사나 담화표지로 쓰이는 경우는 명령문의 범주에서 자주 제

- 180 -

외되었으며 명령문 연구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아 왔다. 본고는 이들 용
법이 전형적인 명령문의 쓰임과는 다르지만 문장 유형상으로는 역시 명령
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령하지 않는 명령문’ 부류에 포함하고 여기
서 그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5.2.1. 인사의 본질과 기능
많은 언어에서 ‘잘가’, ‘안녕히 계세요’ 등의 인사(greetings, farewells)
나 ‘좋은 하루 보내세요’와 같은 축원(good wishes)에 명령문이 사용된
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 참여자간 친교를 위한 하나의 화법 공식으로서
기능할 뿐 명령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가령 어떤 화자가 친구와 헤어지면
서 ‘또 보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으며, 상급자인 화자가 사무실을 나가면서 하급자에
게 ‘그럼 수고해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를 힘들이고 애써서 일하라는 의
미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화자가 공손하게 대화를 마
치거나 청자와의 인간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회
적인 약속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인사가 가지는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성격 때문에 인사말은 명령
문이 아닌 독자적인 범주로 자주 다루어졌으며, 특정한 화행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왔다. 그러나 종결어미를 갖춘 온전한 문
장은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명령문을 원형 이론
의 관점에서 범주화해야 한다는 본고의 입장에서 인사말은 지시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 비원형적 명령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인사말을 명령문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첫째로 그 명제 내용이 청자의
장차 행위(또는 상태)에 해당하며, 둘째로 명령문 원형 속성 여섯 가지
중 네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가 3.2.1.에서 제시한 명령문 원
형의 속성을 여기에 다시 가져와 보기로 한다.
(17) 명령문 원형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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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진다.
나. 지시 화행을 가진다.
다. 문장 주어가 2인칭이다.
라. 주어는 행위주 의미역을 가지며, 술어는 ‘행위의 주체가 제어 ·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 특성을 가진다.
마.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소가 ‘아니’나 ‘못’ 대신 ‘말-’이 선택된다.
바. 시제와 양태 표지를 가지지 않는다.

‘어서 오세요’, ‘이만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의 인사말
은 명령형 종결어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생략된 문장의 주어는 2인칭
청자이므로 (17가)와 (17다)의 속성이 확인된다. 또한 ‘아프지 마세요’
같은 예에서 부정소가 ‘아니’나 ‘못’ 대신 ‘말-’이 선택됨을 확인할 수 있
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은 시제나 양태 표지를 가지지 않으므로
(17마)와 (17바)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명
령형 종결어미를 가진 문장이 발화 현장에 있는 청자 주어를 취하지 않거
나, 행위 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술어와 결합하는 등의 비원형적인
명령문들을 많이 보아 왔다. 비록 명령형의 인사말이 (17나)와 (17라)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명령문 범주의 주변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자
격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명령형의 인사말이 명령문으로서의 지위를 의심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것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말은 특정한 화행을 수행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말하는 것이 곧 행위’라는 화행 이
론에 따르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혼잣말이나 간투
사, 담화표지 등이 아닌, 청자를 향한 발화라면 어떤 종류의 화행이든 수
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사말은 Searle(1976)에서의 화행 분류 가운데,6) 정표 행위를 수행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표 행위(Expressive)란 특정한 일의 상태에 대
6) Searle(1976)에서는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를 ① 단언 행위(assertives), ②
지시 행위(directives), ③ 언약 행위(commissives), ④ 정표 행위(expressives), ⑤ 선
언 행위(declarations)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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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화자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보기로는 감사하기,
축하하기, 사과하기, 위로하기, 개탄하기, 환영하기 등이 있다. 장석진
(1987), 조은주 · 고은정(2015) 등에서도 인사는 표현 행위로 분류된다.
조은주 · 고은정(2015)에서는 인사가 상대방을 알아보고 인식했다는 심리
적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표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장석
진(1987)도 인사를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 인사 화행을 정
표 화행의 하위 부류로 분류한 바 있다. 한편으로 일상적인 인사뿐 아니
라 저주(curse)도 명령문 형식으로 자주 사용된다. ‘나가 죽어’, ‘엿이나
먹어라’의 경우 진짜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기보다는 화자의 감정적 상태
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사말로 기능하는 명령문 중에는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화도 없지 않다. 예들 들어, 손님인 화자를 청자가 배웅하러 나
왔을 때, 화자가 청자에게 ‘어서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인사말이면서
동시에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 또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운
전 조심해요’라고 인사한다면, 이것 역시 약한 강도이지만 지시 화행을 가
지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사말이 정표 화행이나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각각의 관습화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인사말로 사용하는 표현들은 관습화의 정도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안녕히 계세요’가 고도로 관습화된 표현이라면, 병문
안을 가서 ‘빨리 회복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비교적 덜 관습적이고, 화
자의 심리 상태가 표면적 의미로 전달된다. ‘운전 조심하세요’처럼 관습화
가 덜 진행된 경우는 문맥상 명령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인사말은 애초에 명령문이었던 것이 관습화를 겪으면서 그나
마의 약한 지시의 힘까지 잃고 정표 화행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사말에 있어서는, 지시로부터 기
원, 축원, 정표 행위가 각각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7)
7) 한국어에서 인사와 축원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축원에서 관습화가 더 진
행되면 인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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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이 관습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한 언어에서 사용되는 인사말은
어느 정도 한정된 목록을 가진다. 문금현(2009)에서는 한국어의 인사말을
일상적 상황(시간대별, 만났을 때, 헤어질 때)과 특정한 상황(송년 및 신
년 축하, 생일 축하, 집들이 초대, 문상 및 병문안, 건배, 상점에서 나올
때)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분류를 바탕으로 명령문으로 나타나
는 인사말 목록을 보이면 아래 [표 5-2]과 같다.
구분

상황

인사말

집에서 배웅할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

만났을 때
일상적

·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몸조심하세요. 살펴 가세요.

상황
헤어질 때

조심해서 가세요. 잘 가요. 운전 조심하세요. 또 보자.
차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수고해요. 쉬십시오.
가세요. 가. 그럼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특정한
상황

신년 축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님 초대

어서 오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병문안
상점에서 나올 때

빨리 나으세요.
많이 파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표 5-2] 명령문으로 나타나는 인사말

한국어뿐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인사가 명령 형식으로 나타난다. 관습
화된 인사 표현은 비합성적이고 해당 언어공동체에서 특유한 의미를 가지
지만, 많은 경우에 언어간 번역이 가능하다.
(18) Manambu어(Aikhenvald 2010: 242 재인용)
가. yara adakw
well stay.IMPV
'Stay well'
나. yara ma:y
well go.IM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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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well, good-bye'

(18)에서 보듯이, Manambu어에서는 떠나는 상황에서 화자가 하는 인사
에 ‘stay’ 동사를 사용하며(18가), 이에 대한 청자의 대답은 동사 ‘go’를
사용한다(18나). 한국어에서도 떠나는 사람은 ‘잘 있어’ 또는 ‘안녕히 계
세요’를, 배웅하는 사람은 ‘잘 가’ 또는 ‘안녕히 가세요’를 사용하는 것이
다. 마야어족에 속하는 Tzeltal어의 경우는, 환영 인사로 laʔ ‘come’을, 환
송 인사로 ban ‘go’를 사용하며, 방문객에게 naklan ‘sit down’이라고 인사
한다. 각각 ‘오세요’, ‘가세요’, ‘앉으세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구 반대편
에서 동일한 인사를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다.

5.2.2. 명령문의 담화표지화
명령문 중에는 지시의 힘도 가지지 않고, 담화의 진행에 관여하지 않으
면서 화자의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담화표지로서 사용되는
예들이 있다.
(19) 가. 인형을 만들려면...어디보자...먼저 필요한게... 클레이하고 풀이 있어
야겠다.
나. 얘. 봐 봐. 이 방에선 니가 젤 막내야. 이 팀 사람들이 뭔 일만 생기
면 찾는 막내라구.
다. 이것 보세요!! 거긴 우리 땅이에요. 당신들 성역이 아니라구요.
라. 요것 봐라. 너 보통내기가 아니구나.

(19가)는 청유형 어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청자에게 어떤 지시를 나타
낸다기보다는 혼잣말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발화는 화자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생각해 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 (19나)와 같은 발화는 청자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우선
적으로 청자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다. 역시 어떤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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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은 없으며 화자가 호격어 뒤에 입버릇처럼 가볍게 덧붙이듯이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19다)는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동시에 청자의 주목
을 끄는 효과를 가지는 듯하다. ‘이것 보세요’가 지시가 아닌 담화표지로
서 쓰이는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가 별로 친숙하지 않는 관계에서 다소 부
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사용된다. (19라) 역시 혼잣말의 성격이 강하며 생
각이나 내용의 전환을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는 듯하다.
(19)에서 사용된 예들은 모두 동사 ‘보다’가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담화 표지로서 사용되는 명령문은 청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보아라’의 의미 기능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담화표지화했을 때에는 명제적 의미가 약하거나 거
의 없어진다.
담화표지로서 사용되는 명령문은 언어 간 번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어 Guarda!(look)은 화자가 대화에서 주목을 끌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된다. 영어에서 look이나 look here가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게 스페
인어에서 Mira(보아라), 포르투갈어에서 olha(힐끗 보다)가 사용된다
(Aikenvald 2010).

5.3. 명령문의 진술, 질문, 응대 화행

5.3.1. 명령문의 간접 화행
명령문은 때로 진술, 질문 화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
러나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데 매우 빈번하게 쓰이
는 반면, 명령문의 간접 화행은 그 빈도가 현저히 낮다. 이것은 명령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면위협행위로서의 성격이 간접 화행을 사용하
는 심리적 기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접 화행은 상대
방에 대한 체면 위협의 위험이 클 때, 소극적 체면위협행위를 보상하기
위한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사용된다(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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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vinson

1987:

158-9). 그렇기 때문에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데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간접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명령문이 진술이나 질문 화행을 수행
하는 것은 체면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명령문의 간접 화행은 오히
려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를 보다 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효과는 명령문이 가지는 체면위협행위로서의 성격과 무
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자.
(20) 가. 땅을 파 봐, 기름이 나오니?
나. 너도 내 나이 돼 봐라.
다. 내가 이제 니 걱정을 하나 봐라.
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마. 어디 편하게 농사짓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20)은 명령문이 진술 화행을 수행하는 예들을 보여 준다. (20가)에서
‘땅을 파 봐’는 청자에게 진짜로 땅을 파는 행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땅을 파도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진술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청자에게 기름을 아껴 쓰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20나)는 화자가 실수 등으로 겸연쩍을 때 쓰기 쉬운 말로서, ‘너도
내 나이 되면 똑같이 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20다)나 (20라)는 ‘이
제 너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다’ 정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
는데, 청자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역시 지시와는 거리가 멀다.
(20마)는 ‘편하게 농사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진술한 것이
다.
(20)의 예들이 보여 주는 한 가지 공통점은 각각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관습화된 용법이라는 점이다. (20가)에서 ‘땅을 파 봐. ~이 나오나’,
(20나)의 전체 문장, (20다)에서 ‘내가 이제 ~하나 봐라’, (20라)의 전체
문장, (20마)에서 ‘어디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는 모두 합성적
으로 분석되지 않고, 각각이 진술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어휘부에 저
장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20)과 같은 예들은 사실상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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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다.
명령문으로 질문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정
종수 · 이필영(2005: 59)에서는 아래 (21)과 같은 구문이 명령으로 질문
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였다.
(21) ~를 {알려/말해} {줘/줘요/주세요/주십시오}
‘지금 가는 곳을 말해 줘.’

(21)과 같은 예는 지시와 질문의 두 가지 화행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한
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을 간접 화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청자가 (21)
을 관용적 표현으로 인식하든, 또는 추론을 통해서든 현재 화맥에서 지시
가 아닌 질문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시와 질문, 두 가지 해
석이 모두 가능해 보인다.
(21)의 발화에 대한 응답은 다음 (22)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가 가
능하다.
(22) 지금 가는 곳을 말해 줘.
가. 알겠어, 조금만 참아.
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에 가는 중이야.

5.3.2. 명령문의 응대 화행
이제 진술이나 질문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응대 화행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화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대응쌍의 기준에서 보면
요구와 응대로 대별된다. 본고에서 지금까지 다룬 진술이나 질문, 지시 화
행은 요구 화행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되는 것이 응대 화행이
다.8) 이것은 지금까지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 온 것인데,9) 응대에서의
8) 응대 화행이라는 대분류 자체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 하위 화행은 논의된 바 있
다. 예를 들어 Bach and Harnish(1979)에서는 진술 화행의 하위 부류로 반대 화행,
찬동 화행, 항의 화행, 호응 화행을 두었으며, 인사 화행의 하위 부류로 응대거부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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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화행은 정종수· 이필영(2005)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논의
에서는 대화 행위를 상호작용적 층위를 기준으로 요구 화행과 응대 화행
으로 대별한다. 그리고 요구 화행은 진술, 질문, 명령, 청유, 약속, 표출
화행으로, 응대 화행은 긍정, 부정, 수락, 거절, 응대거부 화행으로 구성된
다. 이 논의에서 제시한 응대 화행의 종류는 아래 [표 5-3]과 같다.

상호작용적
층위

응대화행

화행

하위 화행

긍정화행

동의화행, 찬성화행, 긍정화행, 확인화행, 응답화행, 관
심화행, 인정화행

부정화행

수락화행, 수긍화행

수락화행

이의화행, 반론화행, 이론화행, 반박화행, 반증화행, 부
정화행, 의심화행, 의혹제기화행, 부인화행

거절화행

거절화행, 사양화행, 불응화행, 불허화행

응대거부화행
[표 5-3] 응대 화행의 종류(정종수· 이필영 2005: 62)

진술이나 질문, 명령, 청유 등의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응대와 무
응대가 있을 수 있고, 응대는 다시 긍정적인 응대(수락)와 부정적인 응대
(거절)로 나누어진다. 긍정적인 응대로 사용하는 것은 간투사 ‘어, 응, 네,
그래’가, 부정적인 응대로 사용하는 것은 간투사 ‘피, 에이, 아니, 아니요’
가 전형적이다. 그리고 선행 발화의 명제 내용을 반복하거나, 대용어로 반
복하는 행위도 직접적인 응대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3) 화자1: 철수가 집에 갔어.
화자2: (응,) 철수가 집에 갔어. / (응,) 그랬어.

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정종수 · 이필영(2005)에 따르면 응대 화행에 속하는 것들이
다.
9) 응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장경희(1999, 2000, 200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들
일련의 논의는 진술, 질문, 청유, 지시 등에 대한 응대 유형과 수행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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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2: (아니,) 철수가 집에 안 갔어. / (아니,) 안 그랬어.

(23)의 예는 진술에 대한 긍정/부정 응대가 직접적으로 수행된 경우를 보
인 것이다. 간접적인 응대는 (23)에서 볼 수 있는 간투사나 선행 발화 반
복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였다(정종수· 이필
영 2005: 60-2).
그러나 간투사와 선행 발화 반복만을 직접적인 응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 [표
5-3]의 하위 하행 중 동의화행과 이의화행, 또는 수긍화행과 부인화행만
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외 화행은 모두 간접적으로밖에 나타
내지 못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다.10)
명령문이 응대에서 사용되는 경우, (23)에서 제시한 직접적인 응대 방
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모두 간접적인 응대 화행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
나 명령문이 지시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응대로만 사용되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된다. 선행 화자의 진술에 대해 후행 화자
가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한 장경희(1999)에 따르면, 명령문 형식으로 상
대방의 행위를 지시하는 대응 방식은 매우 일반적인 대응 중 하나이다.11)
10) 아래 (1)에서 ‘철수가 집에 갔어’라는 선행 발화에 대한 응대는 아래와 같이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화자2의 응대는 대부분 [표 5-3]에서 제시한 하위 화
행인 동의화행, 찬성화행, 관심화행, 반박화행, 의혹제기화행 등에 해당한다.
(1) 화자1: 철수가 집에 갔어.
화자2: 그래, 맞어., 진짜?, 설마..., 그럴 리가?, 아닐걸?, 정말이야?, 거짓말 마., 잘
됐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 진짜 갈 줄은 몰랐는데., 알 게
뭐야., 이제 너도 가., 우리도 가자.......
11) 장경희(1999: 26-30)에서는 선행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접근하는 대응의 관점은 인
지적 관점, 정서적 관점, 행위적 관점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명령문이 나타날 수 있
는 것은 행위적 관점의 대응으로, 여기에는 (2)에서 민호와 같이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거나, 순자와 같이 상대방의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2) 철수: 순이가 이 책을 가져왔어.
민호: 책을 가져왔다고 알려 주니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
순자: 책을 가져왔다고 하니, 영호야 네가 나가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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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를 보자.
(24) 화자1: (식탁 앞에 서서) 와, 맛있겠다.
화자2: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드세요.
화자2: 손대지마. 너 주려고 만든 거 아니야.

(24)에서는 화자1의 발화에 대해 화자2가 명령문으로 응대하는 것을 보
여 준다. 여기서 화자2의 발화는 상대방 진술에 대한 응대이면서 동시에
지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4)의 예는, 하나의 발화가 하나의 화행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화행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응대화행이 요구화행과 다른 층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하나의 발화가 요구화행과 응대화행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이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선행 화자의 발화에 대해 명령문으로 응대하는 표현의 범위는 사실상
무한하다. 여기서는 비교적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명령문으로의 응대를 몇
가지 제시한다. 아래 (25), (26)에서 제시한 응대 표현은 관습적으로 사
용된다고는 하나 지시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관습적인 용법
으로 쓰이는 명령문은 응대화행의 하위 화행 가운데 부정화행을 수행하는
표현이 많다.
(25) 화자1: 김과장 이번에 승진했대.
화자2: 웃기지 마.
화자2: 거짓말 마.
(26) 화자1: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또 놀러 가냐?
화자2: 닥쳐.
화자2: 너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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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고는 한국어의 주요 문장 유형 중 하나인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에 대
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명령문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
어 왔고, 본 논의의 상당 부분은 이것에 기대고 있다. 본고에서 특히 관심
을 두었던 문제는 ‘명령문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
다. 명령문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미진한 부
분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본고의 2장과 3장에 걸쳐 논의하였다. 가
장 먼저 서법(mood), 문장 유형, 문장종결법 등 여러 관점에서 기술되어
온 명령문의 지위를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의 관습적인 연관성으로
규정되는 문장 유형의 하나로서 정립하였다. 형식과 화행이 관습적인 연
관성을 갖는 것이 문장 유형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이 명령문 범주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확
인하고 고전적인 범주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명령문 범주
는 본질적으로 범주 경계가 불명확하고, 구성원들 간의 지위도 동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형적 관점에서 명령문의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하였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명령문은 ‘그 원형적 기능이 지시 화행을 수
행하며 형태 ․ 통사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 문장 유형’으로 정의되
었다.
기존에 한국어의 명령문을 규정하는 데 가장 손쉽게 이용되었던 것은
명령형 종결어미라는 형태적 특징이다. 본고가 이를 명령문 정의에 드러
내지 않은 것은 명령형 종결어미의 유무로 명령문인지 아닌지 나누는 이
분법적 관점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령형 종결어미는 명령문 원형의
여러 속성 중 하나로서, 이 속성을 가진 문장은 원형에 보다 가까운 것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만
을 나타내는 조건 명령문은 비원형적인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
로 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행 억양으로 명령 의미가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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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체 어미 결합 문장은 원형적 명령문에 가깝다. 본고는 명령문의 핵심
적인 속성인 명령형 종결어미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명령형 전용의 종
결어미, 통용 종결어미, 명령 기능을 가지는 유사 어미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류는 모든 명령형 어미의 지위가 동등하
지 않으며, 그 내부적으로 다시 보다 전형적인 어미와 덜 전형적인 어미
가 전형성 측면에서 위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령문의 범위와 관련해서 명령문 외에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다양한
전략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명령 표현으로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지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무동사문, 생략문, 명사화문 등
의 불완전문과 평서문과 의문문의 특이 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과
같이 종결어미가 아예 쓰이지 않거나 평서형 또는 의문형 어미가 결합한
문장은 명령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령문의 범주가 원형적인 명령문과 비원형적인 명령문으로 구성된다는
본고의 관점은 명령문의 하위 유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
되었다. 광의의 명령문은 다시 진성 명령문과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 분
류된다. 기존에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서 언급되어 왔던 것은 청유문과
기원문, 허락문 등으로, 이들은 명령문의 원형 속성 중 일부만을 결핍한
비원형적 명령문으로 파악된다. 그중 청유문은 지금까지 대체로 한국어의
주요 문장 유형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던 것으로, 독자적인 종결어미 체
계 등 명령문으로부터 독립시킬 근거가 없지 않다. 그러나 본고는 청유문
이 수행하는 청유, 제안, 또는 요청 등의 화행이 명령문의 수행 화행과 분
명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령문의 원형 속성 중 2인칭 주어라는
속성을 결핍한 비원형적인 명령문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유형론적
으로 명령법의 주어 인칭이 2인칭으로부터 3인칭이나 1인칭 복수, 1인칭
단수 순으로 전형성이 떨어지는 위계를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는 한국어의
청유문을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 주었다.
그리고 기원문과 진성 명령문은 화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청자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서 구분된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를 통해
요구되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지만, 기원문은 화자에게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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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믿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문은 명령문의 원형 속성 중 지
시 화행이라는 주요 속성을 결핍한 비원형적 명령문이다. 허락문의 경우
는 ‘-렴’과 ‘-려무나’를 허락형 어미로 보고 명령문의 하위 유형으로 삼
는 견해가 종종 있어왔지만, 본고는 허락문을 구분되는 문장 유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렴’과 ‘-려무나’ 등이 허락 화행과 일대일의 대응관
계를 가지지 않으며, 동일한 문장이 발화 상황에 따라 명령으로도, 또는
허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서 분류할 근
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어서 본고가 중요하게 다룬 문제는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계
에 대한 것이다. 명령문의 정의에서 ‘그 원형적 기능이 지시 화행을 수행’
한다고 한 것은 비원형적 기능, 즉 비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의 존
재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간 비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명령
문의 존재는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
다. 더구나 지시 화행의 개념과 범위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에 지시 화행의 개념을 ‘청자
에게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하위
화행을 검토함으로써 지시 화행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의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의 범위가 대체로 지시 화행의 범위에서 설명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명령문의 화행은 지시 화행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도 모두 동일한 지시의
강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령문 범주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원형적 관점에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령문의 발화는 각
기 다른 지시의 강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명령문 발화가 가지는 지
시의 강도를 ‘지시의 힘’이라 명명한다. 그리고 Takahashi(2012)의 방법
을 원용해 여러 명령문에 대한 지시의 힘을 산술적으로 계량하여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지시의 힘이 강한 원형적 명령문으로부터 지시의 힘이 약
하거나 거의 없는 비원형적 명령문까지 다양한 명령문이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령문의 통사적인 특징으로는 주어의 출현 여부, 주어 인칭과 의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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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와 상, 결합 술어 제약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명령문은 대부분 지시
의 대상이 청자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
서 명령문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2인칭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지시의 대상
이 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특정 조사가 결합해 추가적인 의미를 전
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어가 실현된다. 그리고 주어가 1인칭이나 3인
칭일 때, 개별화된 대상이 아니거나 총칭적일 때, 그리고 비행위주역일 때
전형성이 낮아진다. 명령문의 시제 및 상과 관련해서는 명령문의 ‘미래성’
과 관련한 여러 현상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어에서 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식이 명령문에 쓰였을 때 명령문 특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예들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명령문이 가지는 결합 술어 제약을 살펴보았다.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명령문의 서술어를 ‘행위의 주체가 제어 ․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술어’로 범주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인 범주화는 명령문의
서술어 결합 양상을 정확히 보여 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1200만
어절 규모의 세종 말뭉치를 대상으로 명령형 어미와 결합 가능한 것으로
논의되어 온 형용사가 명령문에 출현하는 빈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형용사가 실제로 명령문으로 출현하는 빈도는 일부 술어를 제외하고는 매
우 낮았으며, 지시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에 나타날 때에는 대부분 ‘-어
야 한다’와 결합해 평서문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어 져라’와 결합해 동
사처럼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명령문의 특징과 화행은 4장에서 ‘-지 말-’로 형성되는 한국어
의 부정 명령문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검토되었다. 부정 명령문은 금지문
이라고도 불려왔는데, 기존 논의에서 금지문이라는 술어를 사용한 것은
‘명제의 진리값을 바꾸는’ 부정의 개념으로 진리값을 가지지 않는 명령문
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명제의 부정(propositional
negation)

뿐

(performative

아니라,
negation)

양태
등

부정(modal
여러

negation),

종류의

부정이

수행

부정

존재한다는

Lyons(1977)의 견해를 소개하고,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의 종
류를 검토하였다. 또한 ‘-지 말-’ 명령에서 ‘말-’을 부정소로 볼 수 있다
는 점과 부정 극어와 호응한다는 점 등에서 부정 명령문이라는 술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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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타당함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부정 명령문의 범위를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표현과 부정 명령문을 구분하였으며, 금
지와 인접된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주로 명령
문과 청유문에 사용되는 부정소 ‘말-’의 분포와 의미를 검토하였으며, ‘말
-’이 비현실법(irrealis)과 관련된 형태일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부정 명령문 범주가 흥미로운 것은 문장의 의미와 다른 문법 범주와의
상호 관계 등에서 긍정문과는 상당 부분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때문인데,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부정 명령문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청자가 이미 진행 중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중지 명령’과 장차 청자가 할 수 있는 행위
를 자제시키는 ‘금지 명령’이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가 동일한
표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정 명령문의 화행과 관련해서는 긍정문
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부정 명령문이 가지는 지시의 힘을 평가하
여 비교하였다. 부정 명령문 역시 지시의 힘이 강한 것으로부터 약한 것
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금지, 제안, 충고, 권고, 기원, 양보,
허락 등 넓은 스펙트럼의 화행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명령문의 비지시적인 용법이다. 이것은 지시의
힘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로, 여기에는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가지
는 조건 명령문, 인사나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명령문, 진술이나 질문 등의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 등이 포함된다. 조건 명령문은 명령의 형식
이 별도의 표지 없이 조건이나 가정 의미를 나타내면서 대개 지시 화행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한 현상이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 본고는 한
국어 조건 명령문의 유형을 분석하고 명령에서 조건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범언어적으로 명령의 형식이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
게 된 데에는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와 같이 명령문이 후행문과 병
치되면서 선행 조건으로 재해석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와 같은 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인사나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명령문은 언어
생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학술적으로는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아 왔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유형과 관습화를 살펴보았으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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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언어 간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간접 화행
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문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평서문이나 의문
문이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그 빈도가 현저히 낮은데, 명령문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면위협행위로서의 성격이 간접 화행을 사용
하는 심리적 기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에 대한 모든 문제를 살펴보려
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나 목적 달성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예컨
대, 본고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검토하면서 그 목록이 닫힌 집합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든지/-든가’와 ‘-(으)ㄹ 것’ 등이 현대 국어
에서 명령형 종결어미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한편으로 ‘-시압, -합쇼’ 등
은 이제 사어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자 주어를 취하는
‘-(으)ㄹ게’와 ‘-지 않-’이 쓰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평서문의 특이 용
법이 앞으로 적절한 명령 형식 혹은 명령문으로 자리잡을지 모른다. 살아
있는 대상으로서 명령문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루
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후일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여
기서는 명령문이라는 범주의 성격을 새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작은 의의를 두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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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rammar and Speech Acts of
Korean Imperative Sentences

Lee, Ji So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determines the essential features and range of
imperatives, which are among the major sentence types in the
Korean

language.

Among

other

things,

the

research

aims

to

scrutinize the overall properties of Korean imperative sentence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detail, to determine
how they correlate with other grammatical categories, and to assess
their relationship to directive speech act.
First, we establish that the imperative, having a status that has
been described from such perspectives as mood, sentence type, and
sentence-final

mood,

is

one

of

the

sentence

types

that

are

associated with customary imperative final endings and directive
speech acts. Despite the definition of sentence type, it is confirmed
that imperative final endings and directive speech acts are neither
necessary

nor

sufficient

imperative

sentences,

condition

thereby

inclusion

constituting

- 212 -

an

in

the

range

objection

to

of
the

traditional

categorization.

Furthermore,

it

is

claimed

that

the

categorization of imperatives requires an prototype approach due to
the fact that the category of imperatives has unclear boundaries by
its nature, and the statuses of its constituents are not necessarily
equivalent. Accordingly, the imperative is defined as "a sentence
type with distinctive morpho-syntactic properties whose prototypical
function is the performance of directive speech act"
Numerous pages of this thesis are devoted to carefully reviewing
the definition of imperatives. As a starting point, an exhaustive list
of

imperative

final

endings

is

consulted

to

determine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mperatives. The next step is to
divide this list further into final endings that are exclusive to
imperatives, final endings that have a common use, and similar
endings that have imperative function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re examined. By then examining issues like whether the subject
appears syntactically, the number and person of the subject and its
thematic role, the tense and aspect of the sentence, and restrictions
on predicates, the evidence that establishes the imperative as a
distinct sentence type is confirmed. There is also an attempt to
examine how this characteristic of Korean imperatives can be
understood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The typological research
revealing

that

a

second

person>third

person>first

person

plural>first person singular ranking is typical shows that the similar
ranking within the Korean imperative mood also fits the typical
pattern and adds to the possibility that the propositive in Korean
can be included in a broader category of imperatives.
Furthermore, much emphasis was given to the directive speech
act,

which

is

a

prototypical

function

of

the

imperative.

The

performance of a directive speech act, the prototypical func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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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 type called imperative,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a
non-prototypical

function,

in

other

words,

an

imperative

that

performs a non-directive speech act. The presence of imperatives
that seem to carry out non-directive speech acts has brought on
many

disput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mperative

and

directive speech acts. These disputes have only worsened, because
the definition and scope of directive speech acts have not been
clearly settled on. Because of this, the directive speech act is
defined here as "providing a reason for action to the hearer,"
avoiding the question of the scope of the directive speech act by
examining sub-speech acts that satisfy this definition. Then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scope of the speech acts that Korean
imperatives perform can, in general, be explained within the scope
of the directive speech act. However, there are two important
characteristics within the scope of imperatives: some imperative
speech acts cannot be explained as directive speech acts, and not
all imperatives that carry out directive speech acts possess the
same strength.
In prototypical perspective, the triggers for imperatives, which
occur in various contexts, exhibit commands of different strength. In
this research, the strength of a command that is the force of an
imperative is called its "directive force". The directive force of
various imperatives are prototypically calculated and compared using
Takahashi (2012)’s method. From this calcul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range of imperatives exhibits a scale from prototypical
imperatives, which have great directive force, to non-prototypical
imperatives, which have little or no directive force.
The characteristics of imperatives are examined with a focus on
Korean negative imperatives that exhibit the form '-ji 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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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imperative shave often been referred to as prohibitiv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rm "negative imperative" in place
of "prohibitive" is also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the negative
form 'mal-' used in negative imperatives may be related in form to
the irrealis is proposed as well. What is so interesting about
negative imperatives is the fact that they display much asymmetry,
unlike affirmatives, in many respects like the definition of a
sentence but similar to other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refore,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difference and the specific
details are explored. As with affirmative imperatives, the directive
force of negative imperatives is also assessed. It is confirmed that
negative imperative likewise exhibit a class structure from high to
low directive force, and that they perform various speech acts,
including

prohibitions,

offers,

advice,

recommendations,

wishes,

concession, permission, and more.
Finally,
Included

the
in

non-directive

the

category

use

of

of

little

imperatives
to

no

is

directive

examined.
force

are

conditional imperatives, imperatives used for greetings or discourse
markers,
statement

and
or

imperatives
questions.

used

for

indirect

Imperatives

speech

displaying

acts

conditions

like
or

suppositions being a cross-linguistic phenomenon, this research
analyzes types of conditional imperatives in Korean, and looks into
conditions in which they develop. Imperatives that function as
greetings

or

discourse

markers

take

up

a

fair

portion

of

communications, and it is interesting that they can be translated
between languages in many instances. Imperatives used in carrying
out indirect speech acts are low in frequency relative to declaratives
or interrogatives carrying out indirect speech acts. This is because a
face-threatening act, which imperatives inherently possess,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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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well with the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utilizes indirect
speech acts.
Key words: imperatives, sentence type, prototype theory, directive
speech act, negative imperative, conditional 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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