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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한국어의 구어 문말 형식 ‘-긴’에 대한 연구  
包 娟(포 연)

  본고는 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문말 형식 ‘-긴’의 문법·의미·화
용적 특성을 귀납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말 형식 ‘-긴’
은 ‘부정/반박’ 기능의 ‘-긴1’, ‘평가’ 기능의 ‘-긴2’, ‘선행 발화 내용을 
수용/긍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는’ 기능의 양태부사 ‘하긴’으로 
나뉜다. ‘부정/반박’의 ‘-긴1’ 기능은 선행 발화의 명제 내용에 대한 부정
인지,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부정인지에 따라 ‘명제 부정’의 ‘-긴1-1’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긴1-2’로 나뉘며, ‘평가’의 ‘-긴2’ 기능은 화자 평
가 시의 태도에 따라 ‘부정적 평가’ 기능의 ‘-긴2-1’과 ‘긍정적 평가’ 기
능의 ‘-긴2-2’로 나뉜다. 문말 형식 ‘-긴(기는)’은 기존 연구에서 ‘반박’
과 ‘평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논의되어 왔지만, ‘선행 발화에 대한 
반박’과 ‘부정적 평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본고는 기존 논의에서 다루
어져 왔던 ‘선행 발화에 대한 반박’을 ‘명제 부정’으로 보고, ‘명제 부정’
과 ‘부정적 평가’ 외에 ‘상위언어적 부정’과 ‘긍정적 평가’ 두 가지 세부 
용법을 새롭게 밝혔다.
  문말 형식 ‘-긴’은 한국어 사전에서는 종결어미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불완전한 문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적 구성
에서 문 종결 형식이 발달하면서 주절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탈종속화
(insubordination)의 일례로 다룰 만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긴1’은 ‘부정/반박’의 담화 기능으로서,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이 있
고, 혼잣말보다 상대에게 하는 말에 더 많이 쓰이며, ‘개뿔’류 비속어 표
현이 붙는 경향이 있다. ‘-긴1’은 후행 요소가 복원 가능하며 그 후행 
요소가 ‘의문사 VP-?’와 같은 수사의문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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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1’은 선행 용언으로 동사, 형용사, ‘이-’와 두루 결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제약이 없다. ‘요’도 붙을 수 있다. 
  특히, ‘-긴1’은 뒤에 복원 가능한 후보로 수사의문문만 허용한다는 점
에서 문장유형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과 ‘부정/반박’ 기능으로서 특정 의
미·기능을 수행하는 것, ‘-었-’이 없이 과거 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탈종속화의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긴1’은 탈종속화 절이 형성되
는 역사적 궤적 중의 세 번째 단계, 즉 ‘관습화된 생략’ 단계에 있으며, 
경제성과 공손성을 위해서 탈종속화가 일어났음을 검토하였다. 
  ‘-긴1-1’과 ‘-긴1-2’는 ‘명제 부정’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기능적 차이
를 보이며,  ‘-긴1-1’보다 ‘-긴1-2’에 ‘개뿔’류 비속어 표현이 붙는 일이 
적다. ‘-긴1-2’의 경우, 의문사가 포함된 동사구가 선행하는 경우가 압도
적이며, 이는 ‘-긴1-1’과 구별된다. 한편, ‘-었-’은 ‘-긴1-1’과는 결합할 
수 없으나, ‘-긴1-2’와는 통합이 가능하다. 주체가 화자일 때, ‘-시-’의 
통합은 ‘-긴1-1’은 불가능하나 ‘-긴1-2’에는 허용된다.
  ‘-긴2’는 ‘평가’의 담화 기능으로서,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혼
잣말의 성격이 강하며, ‘개뿔’류 비속어 표현이 잘 결합하지 않는다. ‘-
긴2’는 복원할 만한 후행 요소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굳이 그 의미를 
복원한다면 ‘왜 (이렇게) VP-?’와 같은 수사의문문 혹은 ‘(사람 참) 정
말 VP-.’와 같은 평서문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긴2’는 선행 
용언 제약이 있으며, 형용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동사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시-’는 통합 가능하
지만 ‘요’는 통합될 수 없다. ‘-었-’도 통합되지 않는다. 
  ‘-긴2-1’과 ‘-긴2-2’는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의 기능적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긴2-1’는 앞/뒤에 ‘씨발’류 비속어가 올 수 있는 반면 ‘-
긴2-2’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또한 ‘-긴2-1’에 ‘-시-’가 결합되는 경우
는 다시 尊待와 非尊待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非尊待로 쓰인 
‘-시-’는 비꼼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이다. 
  특히, ‘-긴2’의 후행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래 종속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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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달한 문 종결 형식이라는 점은 분명함을 살펴보았다. ‘-긴2’는 ‘평
가’ 기능으로서 특정적인 의미·기능을 가진다는 것과, ‘-었-’, ‘요’와 통
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종속화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긴2’는 탈종
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 중 세 번째 단계(‘관습화된 생략’)에서 
네 번째 단계(‘주절 구조로의 재분석’)로 넘어가고 있으며, 경제성 차원
에서 탈종속화가 일어났음을 논의하였다.
  양태부사 ‘하긴’은 ‘하기는’의 준말이며, ‘하기는’은 ‘그러하기는’에서 ‘그러-’
를 생략시킨 형태로 부사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긴’은 ‘선행 발화를 
수용/긍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혼잣말로서
의 성격이 강하고, ‘요’가 통합되는 일이 흔치 않으며, 비속어 표현이 잘 붙지 
않는다.  

주요어: 구어 문말 형식 ‘-긴’, 탈종속화(insubordination), 명제 부정, 
상위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양태부사 ‘하긴’ 

학  번: 2014-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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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기는
《표준》 (없음) (없음)

《고려》
[-기+ㄴ(<는)] 
전성어미 ‘-기’와 보조사 ‘-ㄴ’가 결합한 말. 
¶ 이 음식은 먹긴 편한데 맛이 없다. (966면.)

(없음)

《연세》

「준꼴」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 조사 ‘는’이 결합한 말로〕
  ‘-기는’이 줄어든 말. 
¶ 전쟁과 포로 수용소에 대한 체험담 같은 것은 감동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기록물의 가치밖에는 없다. (276면.)

(없음)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구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문말 형식 ‘-긴’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문말 형식 ‘-긴’의 실제 사용 양상을 검토하
고 그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긴’ 또는 ‘-기는’의 사전 뜻풀이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1) 

[표1] ‘-긴’ 또는 ‘-기는’의 사전 뜻풀이

  사전 뜻풀이를 검토한 결과, 사전에서는 ‘-긴’에 대해 형태 분석 정보와, 
‘V-긴 하-’구성 또는 ‘V1-긴 V2’라는 평서문 구성의 용례만 제시하였다. 
이 외에 ‘-긴(기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 즉, 동일 어간 반복의 
‘V-긴 V’라는 평서문과, ‘V-긴 의문사 V-?’라는 의문문 구성에 대한 설
명 및 예시는 없다. 세부적으로 문장 종결의 ‘-긴’에 대한 언급도 없다.2) 

1) 뜻풀이 분석에 활용된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고려대)한국
어대사전≫(이하 ‘≪고려≫’),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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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말 형식 ‘-긴’의 용법(의미 효과)을 사전 뜻풀이만으로 제대로 파
악할 수 없다는 우려가 생긴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 끝에 쓰이
는 ‘-긴’의 실제 사용 양상을 관찰하였으며, 통계 및 분석 작업을 거쳐서 
‘-긴’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 등을 귀납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어 말뭉치는 “이민 준구어 말뭉치”로, 총 7454회
에 해당하는 영화 및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는 약 
24,260,020어절이다.3) 이 자료에서 ‘긴.’을 검색한 결과 2980개의 용례가 
있었고 ‘긴요.’는 596개가 있었다. 이 중에서 ‘하긴.’의 용례가 770개이고, 
‘하긴요.’의 용례가 10개이다.4) 본 논의에서는 추출한 용례들을 일일이 살
펴보고 분석함으로써 문말 형식 ‘-긴’에 몇 가지 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각 용법에 따른 ‘-긴’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기는’을 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는’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이민 준구어 말뭉치”에서 추출‧통계한 결
과에 의하면 ‘-긴’은 총 3576번 나타나고 ‘-기는’ 총 544번 나타난다. 즉, 
구어에서 ‘-기는’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
기 때문이다. 둘째, ‘-긴’과 ‘-기는’은 통사‧의미‧담화 기능상 큰 차이가 없
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뉘앙스/어조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이다.5) 
  문말 형식 ‘-긴’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에는 ‘-기는’ 구
문의 온전한 원래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다룰 때 ‘-기는’ 구문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말하는 ‘온전
한 원래 구조’는 통시적인 관점보다는 공시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다는 점
을 미리 밝혀 둔다. 한편, ‘-긴’을 연구할 때, 필요에 따라 그의 본말인 ‘-
기는’의 용례를 보조적 또는 부분적으로만 살펴보았다.

2) 이는 문말 형식 ‘-긴’이 종결어미로 취급받지 못함을 보여준다.
3) 이민(2012)을 참고할 것.
4) 구어 말뭉치에서 문장 끝에 나타나는 ‘-긴’을 검색할 때, ‘하긴.’도 추출되었기에 같이 

다루기로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양태부사 ‘하긴’은 단독으로 문장
을 이루는 ‘하긴.’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5) 뉘앙스/어조상으로는 ‘-긴’이 제한적이고, ‘-기는’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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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의의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예문 또는 부분적으로 말뭉치에서 용례를 
가져온 것과는 달리, 본고는 살아 있는 대량의 한국어 구어 데이터를 바탕
으로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 어느 정도 더 높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논의에서는 ‘-긴(기는)’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그 또한 대개 ‘반박’과 ‘평가’로 이분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6) 
본고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각각 다시 세분하였다. 즉, 명제 자체에 대한 
부정인지 아닌지에 따라 ‘-긴1-1(命題 否定)’과 ‘-긴1-2(非命題 否定, 상위
언어적 부정, metalinguistic negation)’로 나누었으며,7) 화자가 평가할 때 
보이는 태도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에 따라 ‘-긴2-1(부정적 
평가)’와 ‘-긴2-2(긍정적 평가)’로 나누었다. 아래 예문 (1 ㄱ~ㄴ')은 각각 
‘명제 부정’, ‘상위언어적 부정’, ‘부정적 평가’ 그리고 ‘긍정적 평가’에 해당
하는 용례들이다. 또한, 양태부사 ‘하긴’의 용례는 (1 ㄷ)과 같다. 

       (1) ㄱ. 갑: 철수 하는 짓 보면 바보 같아. 
               을: 바보 같긴. 
           ㄱ'. 갑: 어떡해요?
               을: 어떡하긴요. 끈기로 버텨야죠.
           ㄴ. (갑이 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을: 짜식, 급하긴.
           ㄴ'.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스승: 자식, 진지하긴.
           ㄷ. 갑: 아... 배고파. 라면 먹을래?
               을: 살쪄.
               갑: 하긴. 너 살 좀 빼야겠더라?

6) 구현정(2012), 문숙영(2015) 등을 참고할 것.
7) 실제로 ‘非命題 否定’이라는 술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命題 否定’과 대조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임을 미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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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1 ㄱ, ㄱ')은 선행 발화 내용을 부정/반박한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1 ㄱ)은 선행 발화에서 이미 주어진 명제 내용 자
체를 부정/반박하고 있는 반면, (1 ㄱ')은 선행 발화에서 이미 주어진 명제 
내용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의 발화의 적절성을 문제로 삼고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1ㄱ)에서는 ‘바보 같다’라는 명제를 부정함
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명제 ‘바보 같지 않다’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진
리조건적인 부정 또는 기술적 부정의 범주에 들 수 있다. 반면, (1 ㄴ)에
서는 ‘어떡하다’라는 명제를 부정하여 그 반대의 명제 ‘어떡하지 않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어떡해?’라고 묻는 행위 자체의 
적절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8) 한편, (1 ㄴ, ㄴ')은 모두 상
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거나 어떤 말을 듣고 화자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인
데, (1 ㄴ)에서는 화자가 부정적 태도를 보이므로 ‘부정적 평가’에 해당하
고, (1 ㄴ')에서는 화자가 긍정적 태도를 보이므로 ‘긍정적 평가’에 해당한
다. (1 ㄷ)에서는 화자가 ‘하긴.’이라는 발화를 하였는데, 화자는 상대방이 
말한 ‘(라면 먹으면) 살쪄’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에게 라면을 
먹으라는 자신의 제안을 유보하는 것이다.9)
  이로써 기존 논의에서 언급되지 못했던 ‘상위언어적 부정’과 ‘긍정적 평
가’라는 두 가지 세부 용법을 찾아낸 셈이다. 그 중에서 ‘-긴’의 ‘상위언어
적 부정’ 용법은 ‘명제 부정’의 용법 못지않게 활발하지만 ‘긍정적 평가’의 
용법은 ‘부정적 평가’의 용법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문말 형식 ‘-긴’의 활
발한 용법은 물론 덜 활발한 용법도 아울러, 그 용법을 더 세분하여 각 용
법의 특성을 검토하고 기술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 또는 학습(이해 및 표
현)에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문말 형식 ‘-긴’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기술할 때, ‘평가’ 기

8) Horn(1985:362)에서는 명제 부정이 아닌, 명제 외에 전반적으로 이전 발화의 다양
한 국면이 부정될 수 있는 부정문을 가리켜 ‘상위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
n)’이라고 명명하였다. 소위 ‘이전 발화의 다양한 국면’에는 본고에서 말하는 ‘이전 발
화의 적절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9) 여기서 ‘-을래’는 화자가 상대방 의사를 묻는 것이며, 이는 화자의 제안으로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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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긴2’의 선행 용언 제약 양상(출현 가능한 용언의 목록 및 특성)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문말 형식 ‘-긴1(부정/반박)’과 비슷한 담화 기능을 
지니는 몇 가지 표현들(① 수사의문문, ② ‘NP은/는 {개뿔}’ 구문,10) ③ 
‘VP-긴 무슨/뭘.’ 또는 ‘NP-은/는 무슨/뭘.’ 구문, ④ ‘VP-다니?’ 구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역시 기존 논의에서 다루
지 않았던 부분이다. 

1.2. 선행연구

  기존 연구 중에서 ‘-긴’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기는’를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언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는’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유은정(2011), 구현정(2012), 이수연(2014), 문숙영(2015) 등이 있다. 
  유은정(2011)에서는 스페인어의 술부 분열 구문과 한국어 ‘[V1-기는 
… V2-…]’구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였고, 어간 반복 현상 및 그 의미 
기능을 타 언어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수연(2014)에서는 ‘V-기는 V’를 비롯한 동일어간 반복 구문의 통사
적 특성과 의미 특성 등을 다룬 바 있다. 이러한 어간 반복 현상은 잉여적
이거나 비효율적인 기제가 아니라 특수한 의미나 함축을 가지는 구문을 형
성하는 기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V-기는 V’ 구문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정보구조적인 관점에서 주제 표지의 보조사 ‘은/는’에서 출발하여 구문이 
지니는 ‘대조’ 및 ‘강조’의 의미 기능에 주목하였다. 또한, ‘V-기는 V’ 구문
은 다양한 층위에서 자매항이 가능하며, 자매항을 활성화하여 속성을 세분
화하고, 세분화된 자매항 간의 척도 함축을 통해 화자의 만족도를 세심하
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구현정(2012)에서는 ‘-기는’ 구문의 문법화 현상을 다루었다. 주
로 ‘-기는’ 구문이 근원 구조에서 가지고 있던 ‘명사화된 대상을 문장 또
는 담화의 주제로 들여오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출발하여 구어체 담화에서 

10) {개뿔}은 ‘개뿔’류 비속어 표현(‘개뿔/쥐뿔/개코/말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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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형으로, 나아가 담화 표지로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을 문법화론의 관점
에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는’이 ‘-긴’으로 축약되거나, ‘X기는
(긴) X-’ 혹은 ‘X기는(긴) 하-’와 같은 구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접속
어 ‘하기는(하긴)’을 형성하는 등의 다양한 통사적 확장 및 발달의 양상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문숙영(2015)에서는 한국어 탈종속화의 한 종류로, ‘-든지’, ‘-었으면’, 
‘-는/을 수밖에’, ‘-기를’ 절 그리고 ‘-기는1’(‘부정’), ‘-기는2’(‘평가’) 절
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현상을 살펴보았다.11) 이 논의에서는 이 절들이 몇 
가지 비슷한 문법적 양상 또는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복
원할 만한 후행 요소가 지극히 제한되며 때로는 아예 복원이 불가능한 경
우도 있는 것처럼, 복원되는 전체 구문과 비교할 때 탈종속화 구문은 훨씬 
그 범위가 좁은, 별도의 특정적인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둘째, 
탈종속화에 의해 발달한 종결 형식들 중에는 여러 문장유형으로 두루 쓰이
지 않는 방향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문장 유형이 제한되거
나 모호하다는 점이다. 셋째, ‘-기는’ 등 일부 문말 형식이 시제어미 없이 
과거 사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1.3. 논의의 구성　 

  이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문말 형식 ‘-긴’의 문
법적 위상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종결어미로 굳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문법
적 위상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긴(기는)’이 올 만한 전체 구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문법적 위상을 감안하여, 문말 형식 ‘-긴’을 
‘탈종속화(insubordination)’의 일례로 다룰 만함을 살펴본다. 이어서 탈종

11) ‘탈종속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Evans(2007)에 의하면 탈종속화는 ‘언
뜻 보기에 종속절로 보이는 것이, 관습적으로 주절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키는 술어
이다. 일례로 아래 영어 that절의 쓰임이 이에 해당된다. 

 (1) ㄱ. [I’m amazed and shocked] That he should have left without asking me!
     ㄴ. [I’m amazed] That I should live to see such ingratitude!’(Quirk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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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의 개념과 탈종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 등을 소개한다. 마지
막으로 ‘-긴’의 용법을 나누는 기준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부정/반박’ 기능으로서 ‘-긴1’을 살펴볼 것이다. ‘-긴1’을 ‘명
제 부정’의 ‘-긴1-1’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긴1-2’로 나누어 각각의 문법·
의미·화용적 특성을 고찰한다. 또한, ‘-긴1’과 같이 ’부정/반박’의 기능을 수
행하는 몇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4장에서는 ’평가’ 기능으로서 ‘-긴2’을 고찰할 것이다. 화자가 평가할 때 
보이는 태도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따라 ‘-긴2-1’과 ‘-긴2-2’로 나누
어 각각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기술한다. 
  5장에서는 양태부사 ‘하긴’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살
펴본다.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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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의 문법적 위상과 용법 분류의 기준

2.1. ‘-긴’의 문법적 위상과 탈종속화(Insubordination) 
  문말 형식 ‘-긴’은 ‘-기는’의 준말로서 명사형 어미 ‘-기’에 보조사 ‘는’
이 결합된 형태라는 점은 확실하다. 
  ‘-긴’(또는 ‘-기는’)의 사전 뜻풀이([표1])에서 보았듯이, 문말 형식 ‘-
긴’은 한국어사전에서 종결어미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문말 형식 ‘-긴’
이 구어에서 문장 끝에 오기는 하지만, 아직 종결어미로 굳어지지 않은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문말에 쓰이는 ‘-긴’은 아직 확고한 문법적 
위상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종결어미’ 대신 ‘문말 형식’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긴(기는)’이 올 만한 구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기는’이 올 만한 전체 구문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다음 세 가지 구
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첫 번째는 ‘[VP1-기는]주제(topic) 
[VP2-]평언(comment)’의 구성으로, 동일 어간 반복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이다. 두 번째는 ‘[VP-기는]주제(topic) [VP-]평언(comment).’ 구성으로, 동일 어
간 반복 양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특히, 이 구문의 평언 부분에서 반복되
는 ‘VP’는 ‘하-’로 대체되어 ‘[VP-기는]주제(topic) [하-]평언(comment)’ 구문을 
형성하기도 한다. 세 번째 구문 구조는 ‘[VP-기는]주제(topic) [의문사 + 
VP-]평언(comment)?’이다. 한편, ‘-기는’은 축약에 의해 ‘-긴’으로 나타난다.
  후술될 것이지만, 문말 형식 ‘-긴1’의 온전한 구문은 위에서 세 번째 구
조, 즉  ‘[VP-기는]주제(topic) [의문사 + VP-]평언(comment)?’이다. 이 구조에
서는 후행요소를 복원할 수 있고 후행요소의 형태도 분명하다. 이에 비해 
문말 형식 ‘-긴2’의 경우에는 뒤에 무엇인가 생략된 것이 분명하기는 하
나, 생략된 후행요소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문말 형식 ‘-긴(기는)의 불완전한 문법적 위상 등을 감안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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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영(2015)에서는 ‘종결어미화’가 아닌 ‘탈종속화’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
다.12) 그 이유는 ‘탈종속화’라는 개념이 의존적 구성에서 문 종결 형식이 
발달하는 다양한 현상을 포착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어말에 오지만 아
직 종결어미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문숙영 2015:4-5).13) 이처럼 문말 형식 ‘-긴(기는)’은 아직까
지 명사형 어미 ‘-기’와 보조사 ‘는’의 지위가 분명하여 종결어미라고 하기
가 부담스럽고, 실제로 한국어사전에서도 종결어미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런데 ‘-긴(기는)’ 절은 의존적 구성에서 발달한 것임이 분명하고, 종속절
이 주절처럼 단독으로 쓰임으로써 ‘반박’ 또는 ‘평가’ 등 특정한 의미·기능
을 담당하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탈종속화 현상의 일례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고도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탈종속화를 형태상 생략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생략과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숙영(2015:7)은 탈종
속화는 복원 가능한 후행 요소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 생략과의 구
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간 비종결요소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를 
발견하더라도 생략된 동사를 상정할 수 있다면 생략 구성으로 처리해 왔
다. 그러나 해당 비종결 요소가 모든 환경에서가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만 
독립적으로 쓰인다면 이는 다른 생략들과 똑같이 다룰 일이 아니며, 특히 
복원한 구문과 탈종속화 구문의 문법 현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더욱 그렇
다고 하였다.14)  
  그렇다면 탈종속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Evans(2007:370-374)는 탈
12) 마침법을 실현하지 않던 어말어미가 그 문법 기능이 전용되어 마침법을 실현하게 

되는 현상을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라고 부른다(김태엽 2001:96). 종속절이 주절
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일명 ‘탈종속화’ 현상에 관련해서 한국어의 경우, 주절과 
종속절이 대개 어미로 구분되므로, 연결어미와 같은 비종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발달
하는 현상은 탈종속화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한편, 한국어에서 비종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발달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탈종속화
의 경향 자체는 한국어 논의에서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다(문숙영 2015:4). 

13) 탈종속화는 종결어미화보다 그 폭이 훨씬 넓다. 탈종속화 개념의 장점은, 어말 형식
이 종결어미로 완전히 굳어졌는가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지지 않고도, 해당 구성이 
주절처럼 쓰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문숙영 2015:4-5). 

14) 이런 차이는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사용되는 ‘생
략’이라는 표현도 역시 단순한 생략 현상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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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으로 다음의 네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독일어를 다룬 Buscha(1974)와 Weuster(1983)의 분석에 크게 의지
하여 구성한 것이다. 

  종속 구성 ⇨ 생략(주절의 생략) ⇨ 관습화된 생략 ⇨ 주절 구조로의 재분석 

첫 번째 단계는 분명한 주절을 가진 완전한 구성으로, 보통의 종속절이 사
용된, 일반적인 상황이다. 두 번째 단계는 주절이 생략되는 단계인데, 이때 
주절은 청자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고, 복원될 수 있는 주절의 범위에는 
의미적 제한이 없다. 세 번째 단계는 생략이 관습화되고, 통사적으로 허용
될 만한 구성들이 관습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때 복원이 문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긍정문이기만 하면 허용될 정도
로 극단적으로 일반적일 수도 있고, 어휘까지 지정된 특정 구문만 허용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다.15) 이 단계에 대해 Buscha는 주절이 의
미 변화 없이 제거될 수 있고, 남겨진 종속절을 해석하는 데 언어적, 상황
적 문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이런 구성이 이제 자신
만의 특정 의미를 가지게 되고 생략된 요소의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
습화되는 단계이다.16) 이와 같은 단계들 중 세 번째 단계부터 탈종속화의 
예에 해당된다.17) ‘-긴’ 절의 독립적 쓰임도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를 거쳤겠지만, 구체적으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단계 중 어느 정도까지 

15) 영어의  ‘if 요구’에서 복원되는 주절은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만 제한되는 등 
극단적으로 일반적이다. 반면에 독일어의  ‘Und wenn ich nicht von ihr 
loskomme? (And if I don’t get away from her?)’는 복원되는 주절이  ‘Was 
geschieht(what happens)’로 무척 제한된다(Evans 2007:372-373).   

16) 생략된 요소의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습화된 분명한 한 예는 종속절의 어순을 가진 
wo 절의 양보적 사용이다. Buscha(1976)는  ‘Wo Zehntausende verreck-en műssen 
(where tens of thousands must die)’와 같은 예를 다루면서, 이것이 단순 삭제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원래의 구문은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Evans 2007:374).     

17) 이 과정은 탈종속화를 겪은 구성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도 이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 따라 혹은 개별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탈종속화의 예들이 이런 단계를 다 밟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종속화 
이전과 이후를 대조한다면 변화의 전후 순서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문
숙영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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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종속화가 진행된 결과물인지는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 ‘-긴’의 용법 분류의 기준

  본고에서는 ‘-긴’의 용법을 나누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 핵심 기준
과 보조적 기준으로 양분하고, 이 두 기준을 각각 의미·화용론적 기준과 
통사론적 기준으로 나누었다. 
  우선 핵심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핵심 기준은 핵심적인 의미·화용
적 기준과 핵심적인 통사적 기준으로 양분된다.
  핵심적인 의미·화용적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긴’의 의미·화용적 기능이다. 이에 따라서 부정/반박의 ‘-긴1’(2 
ㄱ, ㄱ'), 평가의 ‘-긴2’(2 ㄴ, ㄴ'), 선행 발화 내용을 수용/긍정하면서 자
신의 원래 생각을 유보하는 양태부사  ‘하긴’(2 ㄷ)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리고 세부적으로 부정/반박의 대상이 명제인지 표현 방식의 적절성인지에 
따라 명제 부정의 ‘-긴1-1’(2 ㄱ)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긴1-2’(2 ㄱ')로 
나눌 수 있으며, 평가 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따라 부
정적 평가의 ‘-긴2-1’(2 ㄴ)과 긍정적 평가의 ‘-긴2-2’(2 ㄴ')로 나눌 수 
있다.

      (2) ㄱ. 신영 : 와아~ 잘 어울린다. 
              국희 : 잘 어울리긴...이상하구만.   <국희, 1-20회>
          ㄱ'. 현수 : (흐뭇, 좋은) 정인아, 나 오늘... 회사 가지 말까?
              정인 : (휙 보며) 왜?
              현수 : 왜긴. (정인 어깨에 팔 두르며) 같이 있을라 그러지이~  

                                               <그대, 웃어요, 35회>   
          ㄴ. 재만 : 같이 먹어야지. 혼자 뭔 맛으로 먹어.
              나라 : (일어나 안방으로 가며)
              재만 : 아, 매정하긴...(쩝)    <별난 여자 별난 남자, 86회>
          ㄴ'. 혜빈 : 아! 내기골프 치자고 하세요. 지난번에 사주신 채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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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기 팍팍 살려드릴게요.
               광남 : 아.. 아직 원장 아니라니까, 그러네.
               혜빈 : 아우 정말 겸손하시긴.    <결혼 못하는 남자, 8회>
           ㄷ. 영자 : 아버지도 술 한 잔 하시겠다고 하는데, 같이 해?
               강석 : 아니에요. 아버지랑 같이 마시면 길어져요.
               영자 : 하긴.    <가문의 영광, 11회>

  둘째, 선행 발화 내용에 대한 언급/반복의 여부이다. 위의 (2 ㄱ, ㄱ')은 
선행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며, (2 ㄴ, ㄴ', ㄷ)은 그렇지 않은 경
우이다. 
  한편, 핵심적인 통사론적 기준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준은 통사적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표면상 생략된 후행절의 
복원 가능성 및 복원 후의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 위의 예문 
(2)에서 보듯이, (2 ㄱ, ㄱ')에서는 각각  ‘잘 어울리긴 뭐가 잘 어울려?’
와  ‘왜긴 왜야?’처럼 후행절의 형태가 분명하고 복원이 가능한 반면, (2 
ㄴ, ㄴ')에서는 후행절의 형태가 그리 분명하지 않다.  ‘하긴’은 어휘화의 
결과로서, 굳이 복원한다면  ‘*그러하긴 그러하다’ 정도는 가능할 듯하다.
  두 번째로 통사적 제약 측면에서 ‘-긴’에 선행하는 용언이 제약을 보이
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긴’은 별다른 제약이 없는  ‘부정/
반박’ 기능의 ‘-긴1’(3 ㄱ, ㄱ')과 일정한 제약을 보이는  ‘평가’ 기능의 ‘-
긴2’(3 ㄴ, ㄴ')로 나뉜다.  

      (3) ㄱ. ‘-긴1-1(명제 부정)’: 잘하긴./예쁘긴./천재긴. 
          ㄱ'. ‘-긴1-2(상위언어적 부정)’: 누구긴./어디긴./왜긴./어쩌긴./뭐 하

러 오긴. 
          ㄴ. ‘-긴2-1(부정적 평가)’: 삐지긴./유치하긴./현실적이긴.(*바보긴./*

도둑이긴.)
          ㄴ'. ‘-긴2-2(긍정적 평가)’: 부끄러워하긴./예리하긴./겸손하시긴.(*잘

하긴./*멋있긴./*천재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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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보조적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보조적 기준은 보조적인 
의미·화용적 기준과 보조적인 통사적 기준으로 나뉜다. 
  보조적인 의미·화용적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비속어 표현이 붙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 경향성이다. 여기서 
비속어 표현은 ‘개뿔’류와 ‘씨발’류로 제한된다. (4)에서 볼 수 있듯이, 문
말 형식 ‘-긴’은 ‘-긴’의 앞/뒤에 ‘개뿔’류 비속어가 잘 붙는 경우(4 ㄱ)와 
그렇지 않은 경우(4 ㄱ')로 나뉘며, ‘씨발’류 비속어가 잘 붙는 경우(4 ㄴ)
와 그렇지 않은 경우(4 ㄴ')로 나뉜다. 

        (4) ㄱ. 갑: 그 남자 정말 멋있어~
                을: 멋있긴 개뿔/쥐뿔/개코/말코 !
            ㄱ'. (갑의 무식한 말을 듣고) 
                을: *무식하긴 개뿔/쥐뿔/개코/말코 !
            ㄴ. (갑의 순진한 말을 듣고))
                을: 젠장, 순진하긴.
            ㄴ'. (예리한 갑의 모습을 보고)
                을: *씨발, 예리하긴.
     
  둘째, 혼잣말 또는 상대에게 하는 말에 더 많이 쓰이는지에 대한 경향성
이다. 이는 구어 말뭉치에서 조사한 결과로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 
  한편, 보조적인 통사론적 기준은 문말 형식 ‘-긴’에 상대 높임의 ‘요’, 선
어말어미 ‘-시-’, ‘-었-’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19) 다음 (5 ㄱ, 
ㄱ'), (5 ㄴ, ㄴ'), (5 ㄷ, ㄷ')은 각각 ‘요’, ‘-시-’, ‘-었-’이 통합 가능한 

18) (3 ㄴ, ㄴ')에서 각각  ‘*바보긴./*도둑이긴.’과  ‘*잘하긴./*멋있긴./*천재긴.’처럼 별표로 
표시한 것은, 각기 ‘-긴2-1(부정적 평가)’ 또는 ‘-긴2-2(긍정적 평가)’의 용법에 한해
서 이런 표현들이 쓰이면 어색하거나 비문법적임을 표시하기 위해서일 뿐, ‘-긴1(부정
/반박)’으로 쓰일 때에는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19) 용법을 나눌 때, 핵심 기준이 먼저 적용되고 보조적 기준은 나중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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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구체적인 양상은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다
룰 것이다.     
  
         (5) ㄱ. 갑: 울어? 
                 을: 울긴요... 땀이 나서 그래요. 
             ㄱ'. (상위자 갑의 놀라는 모습을 보고)
                 을: *놀라시긴요. / 놀라시긴.
             ㄴ. 갑: 지금 바쁘세요?
                 을: *바쁘시긴. / 바쁘긴.
             ㄴ'. 갑: 무슨 말씀이세요?
                 을: 무슨 말씀이시긴.
             ㄷ. 갑: 일 끝났어?
                 을: *끝났긴. / 끝나긴.
             ㄷ'. 갑: 뭐 했어?
                 을: 뭐 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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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반박’의 ‘－긴１’

  문말 형식 ‘-긴’의 가장 두드러진 용법은 ‘부정/반박’이다. 이 장에서는 
이 용법에서 보이는 의미, 화용,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
이다. ‘부정/반박’으로서 ‘-긴1’은 부정의 대상에 따라 다시 ‘명제 부정’의 
‘-긴1-1’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긴1-2’로 나뉜다. 이는 각각 1절과 2절에
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1. ‘명제 부정’의 ‘－긴１-1’

  이 절에서는 ‘명제 부정’의 ‘-긴1-1’이 보이는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기술할 것이다. 우선, ‘-긴1-1’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겠다.

  3.1.1. ‘-긴1-1’의 의미·화용적 특성

  문장 종결의 ‘-긴’이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용법은 상대방의 발화 명제 
자체를 부정 또는 반박을 하는 것이며, 이런 담화 기능의 ‘-긴’을 ‘-긴1-1’
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해당 용례는 다음과 같다. 
           

      (6) ㄱ. 승조 : 재밌는데~ 더 해봐. (썩소)
              하니 : ;;; 아 뭐야..! 왜 남의 방을 엿보고 있어--!!
              은조 : 엿보긴. 문 활짝 열어 놓구선?<장난스런 키스, 1-16회>
           ㄴ. 기사 : 그쪽은 월급 많이 받아요?
               덕배 : 많긴요. 새벽까지 부려먹으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

고. 나 참 더러워서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코끼리(2008), 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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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보석 : 첨 학교 계약하러 가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아시던 사이
셨어요?                  

              순재 : 알던 사이긴. 첫눈에 보고 딱 반했다 왜?  
                                  <지붕 뚫고 하이킥(2009-2010), 124회>
                                                  
예문 (6 ㄱ)에서는 은조가 ‘남의 방을 엿보고 있음’이라는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부정하면서 ‘내가 엿보지 않았음’을 전달하고 있고, (6 ㄴ)에서는 
덕배가 ‘월급을 많이 받음’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내 월급이 많지 않음’
을 알려주고 있다. (6 ㄷ)은 순재가 ‘전에 이미 알던 사이’라는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부정하면서 ‘알던 사이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용례에서 ‘-긴1-1’ 구문에는 선행 발화 명제에 대한 
재인용/언급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7) ㄱ. 창숙 : (OL) 생전 손 하나 까딱 않던 애가 정리는 무슨...
               주현 : (역성들며) 아 애미가 당신 도와줄려구 그런 건데 고만

해. 그깟 방맹이 하나 사면 되지 왜  이케 사람을 잡아
대나 그래.

               창숙 : 잡아대긴... 누가 잡아댔다 그래요? 
<코끼리(2008), 36회>

(7)에서 화자가 선행 발화에서 주어진 ‘(사람을) 잡아대다’라는 명제를 재
인용/언급하면서 부정하고 있다. 뒤에 이어지는 수사의문문 끝에 인용구성
의 ‘-다(고) 그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선 발화에 대한 인용/
언급이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20)  
20) 그러나 극소수의 예외도 발견되는데, 이 예외들에서는 선행 발화의 내용 그대로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 사용된다. 예컨대, 다음 (1 ㄱ, ㄴ)과 같이 각각 ‘황천 가다’ 대신 ‘죽다’를, ‘웬일’ 대신 ‘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 ㄱ.  욕쟁이 : 숨도 못 쉴 땐 황천 가는 거 같더니... 살만 해... 고마워.             김정길 : 죽긴요... 여기 의사가 몇인데요. 제 허락 없인 제 환자들 돌아가시지도 못합니다. 하하하....                  <뉴하트, 10-11회>        ㄴ.  혜  영 :  (놀라) 어? 아빠? 여긴 웬일이에요?            신구 : 왜긴...너랑 교대해 줄려구 왔지.<김치 치즈 스마일(2007-2008),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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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한 금지 또는 요청에 대한 거절’과 같은 
확장적인 담화 기능을 나타내는 용례도 다소 확인된다. 이는 ‘부정/반박’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이 그 용례이다.

      (8) ㄱ. 해리 : (표정)..갔다 와서 할 거야.
              현경 : 갔다 와서 하긴. 안 돼. 들어와. 

                                 <지붕 뚫고 하이킥(2009-2010), 23회>
　　　　　　　　　　ㄱ'. 갔다 와서 하지 마. / 갔다 와서 하면 안 돼.
          ㄴ. (보면 알렉스랑 상은이랑 찍은 사진이다.)
              경태 : (기겁해서) 그거야말로 버리세요.
              석주 : 버리긴. 상은이 물건을 왜 우리 맘대로 버려. 

                                                <인연 만들기, 13회>
          ㄴ'. 안 버릴 거야. / 싫어.

(8 ㄱ)은 어떤 일을 갔다 와서 할 것이라는 상대방의 생각을 화자가 반박/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8 ㄱ')처럼 ‘말-’, ‘안 되-’ 등과 같은 
전형적인 금지 표현에 비해 금지의 뉘앙스가 어느 정도 약화된 듯하다. 이
는 전형적인 금지 표현에는 부정소 ‘말-’, ‘안’ 등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
기 때문이다. (８ ㄴ)은 상대방이 화자에게 어떤 사진을 버리라고 요청했
지만 화자가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문말 형식 ‘-긴’은 반박/부
정의 확장된 기능으로서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
우 역시 (8 ㄴ')에서 보이는 ‘안 버릴 거야’, ‘싫어’ 등과 같은 직설적인 거
절 표현보다는 다소 완곡한 면이 있다.  
  ‘-긴1-1’이 쓰일 때는 그 뒤에서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해 상반된 현
실을 제기하거나 반박(부정)의 이유를 덧붙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각
각 다음 예문 (10)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ㄱ. 철 진 : 춤?
               연 실 : 영화에서처럼 근사한 침대 방에서 술도 마셨겠다. 분위

기도 잡혔겠다. 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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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진  : 싫긴. 좋지.              <화려한 시절, 41-50회>
           ㄴ.  일수모 : 엎드려 절 받기 싫어 야, 그만해.
               콩   심 : 그만하긴. (미자에게) 더해라, 더해. 

<화려한 시절, 21-30회>
      (11) ㄱ. 찬민 : 거울 좀 봐봐. 자기 얼굴이 얼마나 창백한지.. 그러다 쓰

러지면 어쩌려구?
               수하 : 쓰러지긴요. 이래 뵈도 얼마나 튼튼한데..  

<헬로! 애기씨, 13회>
           ㄴ.  순정 : 두리 저 안 찾구 잠들었어요?
                갑진 : 안 찾긴. 내내 찾다가 칭얼칭얼 대다 잠들었지.
                                                        <황금마차, 62회>

  종종 ‘-긴1-1’ 구문은 혼잣말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긴1-1’이 혼잣
말에 쓰이는 것보다는 남의 발화에 대한 반박/부정의 용법으로 쓰이는 경
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상대방의 말에 쓰이는 경우와 혼잣말
에 쓰이는 경우의 용례는 각각 다음 (12 ㄱ), (12 ㄴ)과 같다.  

      (12) ㄱ. 문희 : 민용이가 계속 전화를 안 받네요. 지루하시죠?
              교감 : 지루하긴요. 지루할 게 뭐 있겠습니까... 
                                    <거침없이 하이킥(2006-2007), 61회>

          ㄴ. 윤호 : 이럴꺼면 뭐하러 헤어졌어요? 잊지도 못하면서..
              민정 : (민망하게 웃으며) 윤호야 그런 거 아니야..
              윤호 : (중얼중얼) 그런 게 아니긴... 학교에서도 삼촌만 보면 어

쩔 줄을 모르고...삼촌은 벌써 다 잊어버렸을 텐데 선생
님만 미련..

              민정 : (O.L) 그렇지 않아..
                                    <거침없이 하이킥(2006-2007), 97회>

  ‘긴1-1’ 구문 전후로 비속어 표현은 ‘개뿔’류와 ‘씨발’류 모두 붙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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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개뿔’류 표현이 더 빈번하게 붙는 경향이 있다. 화자가 비속어 표현
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부정/반박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강하게 드러
나며, 경우에 따라 화자의 경멸적인 태도도 드러날 수 있다. 그 용례는 각
각 다음 (13)과 (14)이다. 

      (13) ㄱ. 대  삼 : 잘 한다∼ 애인 멕인다고 이제 호텔 식재료까지 축
내?!!

               봉  이 : 이거 재료빈 제 사비로 냈거든요! 그냥 부러우면 부럽
다 솔직히 정하시죠?!!

               대  삼 : 부럽긴... 개뿔 ! 난 그딴 거 줘도 안 먹을 거거든!!
  <웃어라 동해야, 127회>

           ㄱ'. 부럽긴 뭐가 부러워? 부럽긴 개뿔이 부러워.
           ㄴ. 수인: ...누군지 아니까?
               영작: 글쎄다...알긴 쥐뿔을 알겠니? 그냥 포기한 거지.
           ㄴ'. 알긴 뭘 알겠니?
           ㄴ''. 알긴 쥐뿔 !
           ㄷ. 수  정: (악쓰듯) 부킹하지 말라고 그랬지.
               웨이터: (악쓰듯) 점잖은 친구들이에요.
               수  정: 점잖긴. 개코나.                 <달콤한 인생, 4회>
           ㄷ'. 점잖긴 뭐가 점잖아? 점잖긴 개코나 점잖아.
      (14) ㄱ. 여직원 : 민식씨. 지금 울어요?
               민  식 : 흑... 씨벌 울긴. 담배 연기 들어갔잖아.  <연애소설>
           ㄱ'. 흑... 씨벌 울긴 내가 왜 울어? (울긴 내가 왜 울어? 씨벌...) 
           ㄱ''. * 울긴 씨발이 울어?
           
(13)의 경우, 화자는 ‘상대방이 부러움’, ‘누군지 앎’, ‘친구들이 점잖음’을 
강하게 부정/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부럽긴 개뿔.’과 ‘점잖긴 개코나.’의 의
미를 복원하면 ‘부럽긴 뭐가 부러워? 부럽긴 개뿔이 부러워.’와 ‘점잖긴 뭐
가 점잖아? 점잖긴 개코나 점잖아.’처럼 환원시킬 수 있다. (14)의 경우, 
화자는 ‘울었음’을 강하게 부정/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구문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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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때에는, ‘씨발 울긴 내가 왜 울어?’ 또는 ‘울긴 내가 왜 울어? 씨발...’
로 복원할 수 있지만 ‘울긴 씨발이 울어?’ 등으로는 복원할 수 없다.  
  이로써 ‘개뿔’류와 ‘씨발’류 비속어 표현은 화자의 부정/반박을 더 강렬하
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체 구문에서의 
문법적 지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위에서 봤듯이, ‘부럽긴 개뿔.’과 ‘알
긴 쥐뿔.’은 ‘부럽긴 개뿔이 부러워.’와 ‘알긴 쥐뿔을 알아.’에서 반복된 동
사구(‘부럽다’, ‘알다’)가 생략되면서 주격 조사 또는 대격 조사까지 생략된 
형태이다. 다시 말해, ‘개뿔’류 비속어는 문장의 주성분(주어, 목적어 등)으
로 기여하는 것이다. 반면, ‘씨발’ 류 비속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감탄사와 같은 독립성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단순한 반박과는 달리 문말 형식 ‘-긴1-1’은 흔히 겸손 또는 예의
상의 표현에 쓰이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화자가 상대방의 칭찬, 감사, 
사과 등의 표현을 가볍게 부정함으로써 화자의 겸양(겸손) 혹은 예의 바른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21)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 (15)와 같다. 

      (15) ㄱ. 진숙 : 그래도 멋있어 보인다....너.
               채린 : 멋있긴....                       <겨울연가, 1-10회>
           ㄴ. 종미 : 그리고 은지 잃어버린 날 애 많이 쓰셨단 얘기도 들었어요..
               태섭 : 애쓰긴요....                     <행복한 여자, 20회>
           ㄷ. 현진 :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다고 허락해주신 것만으로도 전 감

사해요.
               미정 : 감사하긴... 얘, 그쪽에서 허락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허락한 거야.                 <1%의 어떤 것, 22회>
           ㄹ. 다현 : 조심할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시켜드려서. 
               진만 : 죄송하긴...                     <1%의 어떤 것, 7회>
           
21) 문장 끝에 쓰이는 ‘-긴(기는)’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문법 2》에서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부정하거나 반박할 때 쓰고 칭찬의 말에 대해 쓰면 겸손한 표현이 된
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칭찬 외에도 감사, 사과 표현을 포함시켰다. 이런 표현의 
어간에 ‘-긴’이 붙어서 ‘화자 겸양’의 의미 기능을 보이므로 이런 것들을 ‘겸양 표
현’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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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ㄱ)의 경우는 상대방의 칭찬을 가볍게 부정하면서 화자의 겸손한 태
도가 드러난 것이고, (15 ㄴ)도 역시 겸양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15 
ㄷ)이 상대방의 칭찬을 가볍게 부정하는 것이라면, (15 ㄹ)은 상대방의 사
과에 가볍게 부정하는 식으로 겸손의 태도를 드러내거나, 남의 심리적 부
담을 덜어주면서 화자의 예의 바른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들은 각
각 ‘멋있긴 뭐가 멋있어?’, ‘애쓰긴 뭘 애써요?’, ‘감사하긴 뭘/뭐가 감사
해?’, ‘죄송하긴 뭘/뭐가 죄송해?’로 생략된 후행요소를 복원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으로 ‘-긴1-1’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그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3.1.2. ‘-긴1-1’의 문법적 특성

  우선, ‘-긴1-1’은 그 후행요소로 의문사가 포함된 수사의문문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다시 말해, ‘-긴1-1’을 온전한 구문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예문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ㄱ. 형준 : 지금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 아버지도 귀가가 이르시네요?
               동석 : 이르긴. (시계 흘긋 바라보며) 벌써 8신데.     

                <1%의 어떤 것, 05회>
           ㄱ'. 이르긴 뭐가 일러? 
           ㄱ''. 뭐가 일러 이르긴.
           ㄴ. 금자 : (잡고) 그냥 있어. 무슨.. 손 흔들구 배웅할 분위기가 아니잖아? 
               상훈 : 미우나 고우나.. 몇 달은 살았잖아. 서운하게 해서 보낼 거 없

잖아. (나가면) 
               금자 : 쳇, (한숨) 집 받아 나가며는 고맙지...뭐가 서운해!! 서운하긴..! 

                                      <그대, 웃어요, 31회>
           ㄴ.’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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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ㄱ, ㄱ', ㄱ'')에서 ’이르긴.’은 ‘이르긴 뭐가 일러?’처럼 후행절이 생략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뭐가 일러 이르긴.’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이 도치되
어 실현될 수도 있다. 이는 (16 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례 하나를 
더 보이면 다음 (17)과 같다. 
 
      (17) 영 진 : 잘못했어요 아빠. 맘 상하게 해드려서...(끝을 맺지 못한 채 

목이 멘다)
           차광수 : (순간 시큰해져서 보더니) 잘못하긴. 니가 뭘 잘못해. 니

가 나한테 얼마나 자랑스럽구 고마운 딸인데...
<강적들, 8회>

(17)에서 보듯이, 후행절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뒤에 그대로 덧붙인 경우
도 많다. 이를 통해 ‘-긴1-1’ 구문의 원래 구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긴1-1’ 뒤에 이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수사의문문
에 의해 부정(반박)의 의미가 전달되는가? 이수연(2014:154-156)은 ‘좋
기는’에서 ‘좋지 않다’와 같은 부정의 의미가 왜 드러나는지 알 수 없으므
로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하였다. ‘VP-긴1’을 구문문법
(construction grammar)에 입각하여 하나의 구문으로 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22)한편, 실제로 수사의문문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
다. 이는 수사의문문의 관습적인 의미로 파악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된
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숙영(2015)에서는 ‘VP-긴(기는)’ 절이 독립적
으로 쓰이는 현상을 한국어 탈종속화의 한 종류로 보았다. 문숙영
(2015:23)의 지적처럼, ‘VP-기는 {뭐가/뭘/어딜} VP-’는 어휘적으로 열

22) 주지하다시피 구문문법이란 구문중심주의를 핵심 명제로 하는 문법 이론으로서, 구
성 전체의 특성은 부분의 특성의 단순 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합성성(compositio
nality)의 원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구문 의미(constructional meaning)는 구문의 
형식이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이의 조합만으로 알아내기는 
어려우므로 어떤 면에서 관용적(idiomatic)이다(Nioliaeva 200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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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는 통사 패턴으로서 특정 의미, 즉 ‘VP에 대한 부정/반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구문이 탈종속화를 겪으면서 ‘-긴(기는)1’이 구문 전체의 의미를 
전담하는 쪽으로 간소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23) ‘-긴(기는)1’ 뒤에 복원 
가능한 후보가 수사의문문인 것은 ‘-기는’이 올 만한 구문 전체를 대상으
로 할 때 상당히 그 범위가 좁은 것이다.24) 또한, ‘VP-기는(긴)1.’ 구문은 
선행 발화 명제(VP)에 대한 ‘부정/반박’ 또는 ‘금지/거절’의 의미·기능으로 
해석되므로, ‘VP-기는(긴) {뭐가/뭘/어딜} VP-’ 구문보다 더 특정적인 의
미·기능을 가지는 방향으로 탈종속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을 Evans(2007)가 제시한 탈종속화의 단계와 연결시킬 
때,25) 탈종속화의 세 번째 단계, 즉 ‘관습화된 생략’ 단계와 딱 맞아떨어진
다. 즉, ‘-긴1’의 후행절(즉 주절)의 생략이 관습화된 후에 생략된 후행절
(주절)을 복원할 때, 통사적으로 허용될 만한 다른 구성들이 관습적으로 
배제되고 수사의문문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로써, ‘-긴1-1’은 탈종속화의 
세 번째 단계(관습화된 생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긴1’ 절이 단독으로 쓰이게 되는, 즉 탈종속화가 일어나는 動因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즉, 화자가 이처럼 후행절이 생략된 형태로 발화를 해도 청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모어 화자의 머릿속에 해당 절이 이미 관습화된 것이기 때문에 ‘-긴’ 
절이 단독으로 쓰여도 ‘부정/반박’이라는 관용적 의미가 쉽게 포착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둘째, 공손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공손 책략에 ‘문장을 
완성하지 마라(be incomplete)’나 ‘생략을 이용하라’와 같은 전략이 있음은 

23)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문 전체의 의미’란 ‘VP-기는 {뭐가/뭘/어딜} VP-’ 구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미는 아니고, 일부의 의미이다(문숙영 2015:23). 

24)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는’이 올 만한 온전한 구문으로는 ‘V-기는 의문사 V-’외
에 ‘V1-기는 V2-’ 구문, ‘V-기는 V-’ 구문 등이 더 있다. 한편, ‘V1-기는 V2-’ 구
문, ‘V-기는 V-’ 구문의 경우 평서문도 가능하지만, ‘V-기는 의문사 V-’ 구문은 
의문사가 포함된 수사의문문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장 유형에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문숙영(2015:24)에서도 지적하였다.  

25) Evans(2007)에 제시된 탈종속화의 단계는 §2.1.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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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화자는 이런 공손성 함축을 위해 종속절의 형
식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Mithun 2008:107). 문숙영(2015:26)의 논의에 
따르면, 원래 수사의문문의 진술의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한 기법으로 쓰
이므로 뒤의 수사의문문이 생략된 채 발화하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것
은 당연하다. 예컨대 ‘예쁘기는.’이 ‘예쁘기는 뭐가 예뻐?’보다 훨씬 표현이 
부드럽다. 전자는 겸손의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후자는 상대적으로 이
런 기능이 적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된다.  
  이 외에도 ‘-긴1-1’의 다른 세부적인 문법적 특성을 더 관찰할 수 있다. 
  우선, ‘-긴1-1’의 선행 용언을 조사·검토하는 과정에서 선행 용언에는 별
다른 제약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빈도로 나타난 선행용언에 대한 
통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서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동사, 형용사, ‘이-’가 두루 선행할 수 있는 것만 제시할 것이다. 이 중에
서도 ‘이-’와 결합되는 용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사, 형용
사, ‘이-’가 ‘-긴1-1’에 선행하는 용례는 각각 다음 (18)과 같다. 

      (18) ㄱ. 준혁 : (보며)뭐하는 거야? 혹시 할아버지한테 또 쫓겨난 거야?
               보석 : (뜨끔) 쫓겨나긴. (맨손체조 하며)배불러서 나온 거라니까. 

                                  <지붕 뚫고 하이킥(2009-2010), 53회>
           ㄴ. 윤호 : 그냥 심심하니까.
               준하 : 심심하긴..공부하는 학생이 심심하면 어떡해?

                                     <거침없이 하이킥(2006-2007), 42>
           ㄷ. 보석 : 첨 학교 계약하러 가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아시던 사이셨어요?  
              순재 : 알던 사이긴. 첫눈에 보고 딱 반했다 왜?  

                                <지붕 뚫고 하이킥(2009-2010), 124회>

  앞에서 언급했듯이 ‘-긴1-1’에 선행하는 용언은 그 수가 매우 많고 상당
히 열려 있는 그룹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사적 구성상 ‘-긴1-1’의 온전한 문장 구조
는 ‘먹긴 뭘 먹어?’, ‘가긴 어딜 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VP-긴 {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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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표현
예쁘다/이쁘다/이뻐지다/곱다(14), 대단하다(9), 잘하다(8), 그
대로이다(3), 안 변하다(2), 멋있다/멋있어지다(2), 똑똑하다
(1), 타고나다(1), 겸손하다(1)

감사 표현 고맙다(194), 감사하다(6); 
잘 봐주다(2), 보살펴 주다(1), 애쓰다(1) 

사과 표현 죄송하다(40), 미안하다(31), 송구하다(1)28)

딜/…} VP-’와　같은　구조이다. 즉, 통사적으로 열려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선행 용언에 제약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26) 둘째, 의미적으
로 ‘-긴1-1’은 부정/반박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어서, 선행 발화의 존재
를 전제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부정/반박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의미
한다. 
  한편, 앞에서 다루었던 화자 겸양 표현 아닌 ‘-긴1-1’과는 달리, 화자 겸
양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에 쓰이는 ‘-긴1-1’은 선행 용언이 다소 제한성을 
보이기도 한다.27) 그 조사 및 통계 결과를 보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긴1-1’에 선행하는 화자 겸양 표현의 용언 (빈도)

  한편, 최기용(2002)에서는 ‘-기는’에 선행하는 용언은 ‘-시-’와‘-었-’
과 결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활용형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구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문말 형식 ‘-긴1-1’은 ‘-시-’ 
또는 ‘-었-’ 이외의 선어말어미와 통합되지 않는 경향성을 보이기는 하지
만, ‘-었-’과의 공기에도 상당히 많은 제약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통계 결과에 따르면, 선행 발화에서 ‘-었-’이 포함되어 있
어도, 다시 말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반박의 

26)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7) 실제로 칭찬 표현에 쓰이는 용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구어 

말뭉치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표2] 정도로만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고빈도로 쓰
이는 것을 예측하는 데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8)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표현들이 역시 문맥에 따라서 단순한 반박의 제기로 해
석될 수도 있고, 화자 겸양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처럼 상대방의 칭찬, 감
사, 사과의 말에 쓰이면 화자 겸양 표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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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에서는 ‘-었-’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었-’ 없이도 과거 사
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문숙영(2015:24)에서는 이런 양상을 탈종속
화 구문의 한 특징으로 보면서, 탈종속화가 일어났지만 한정성이 더 확보
되는 방향으로 발달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주장한 바 있
다.29) 그 용례는 다음 (19)와 같다. 
 
      (19) ㄱ. 교감  : 수업시간에 혹시 김성호 학생 혼냈어요?
              상원  : 혼내긴요...다른 책을 보고 있길래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

구 주의를 좀 준 거 뿐인데... 
<강남엄마 따라잡기, 5회>

           ㄴ. 재성 : 나 오늘 집 나왔다?
               은지 : 쫓겨났니? 
               재성 : 쫓겨나긴... 내 발로 나왔지. 나 이혼할거야.   

<워킹 맘, 4회>

  다만 ‘-었-’이 결합된 형태는 다음 예문 (20 ㄱ, ㄴ)과 같은 두 개의 
용례에서만 확인되었다.30) 이 경우, ‘됐다’ 또는 ‘못났다’ 등처럼 항상 ‘-었
-’을 취한 꼴로만 나타나는, 이미 어휘화된 것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20) ㄱ.  세진 : 너 옛날부터 도현씨 무진장 질투했지?
                승완 : 야, 그건! 신비가 도현일 너무 따르길래...
                세진 : 꼭 그것만일까? (의미있게 웃고)

29) ‘한정성(finiteness)’이 절의 독립적/의존적 지위와 관련된 의미범주임을 반영한 것
으로, 주절은 원형적으로 ‘한정 절(finite clause)’이고 종속절은 대개 ‘비한정 절(no
n-finite clause)’이라는 기술이 통용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Givón(1990:853), B
isang(2007:116), Nikloeva(2007:13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 
한정성을 표시하는 데에는 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말체 어미의 발
달에는 시제를 결합할 수 없던 어미에서 결합 가능한 어미로의 변화가 중요하게 취
급되어 왔다.  ‘-긴1-1’에는 이런 발달/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30) 이 외에도 구어체에서 일부 화자에게만 ‘-었-’이 허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규범 
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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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완 : (머쓱해서) ...아니 뭐 꼭... 그것만이라기보다... 아, 그
래, 그래니가 민도현이랑 너무 친한 거 같길래 질투 좀 
했다! 됐냐?

                세진 : 됐긴.... 앞으로도 종종 질투 좀 하고 그러라 그 말이
지....                        <원더풀 라이프, 15회>

             ㄴ. 영재 : 왜 헤어졌어?
                 석구 : 만날 시간이 나야 연애를 하지. 걔가 날 찼어. 하긴 

나같이 못난 놈 잘 떠났지.
                 영재 : 뭐가 못났어? 못났긴.          <메디컬센터, 16회>
                         
  또한, 화자의 입장에서 주체가 높일 만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주체 높
임 선어말어미 ‘-시-’와의 통합이 가능하다. (21 ㄱ, ㄴ)이 바로 그것이
다. 반면, (21 ㄷ)의 경우에는 행동의 주체가 화자이기 때문에 ‘-시-’(또
는 여기서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 ‘드시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1) ㄱ. 수안: 네. 갈아입을 옷 가지러 새벽에 가자마자 오는 길이예요. 
선생님 못 만났으면 지각할 뻔했어요.

                가연 : 부모님이 반가워하셨겠네.
                수안 : 반가워하시긴요........선생님!    <메디컬센터, 12회>   
           ㄴ.   기웅 : (수저집 누런 서류봉투 집으며) 이거, 이속에 뭐가 들었어요?
                말자 : 나두 몰라. (뺏고)
                기웅 : 모르시긴. 할머니 보물 1호잖아요.
                                              <별난 여자 별난 남자, 7회>
            ㄷ. 만복 : (놀라, 얼른 수습하고 본다) 일찍... 웬일이냐?  
                정길 : (쓱 다가와, 만복을 요리조리 살피고) 뭘 숨겨놓고 혼

자 드세요?  
                만복 : (식은땀. 힘들지만 웃으며) 먹긴...

<그대, 웃어요,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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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높임의 ‘요’와의 통합도 역시 가능한데,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가 높
일 만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요’가 통합된다. 이는 위의 예문 (21 ㄱ)에
서 확인할 수 있다.

3.2. ‘상위언어적 부정’의 ‘－긴１-2’

  이 절에서는 ‘-긴1(부정/반박)’의 다른 하위유형, 즉 ‘상위언어적 부정’의 
‘-긴1-2’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법‧의미‧화용적인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상대방이 말한 명제 자체를 반박하는 ‘-긴1-1’과는 달리, ‘-긴1-2’는 상
대방이 선택해서 사용한 표현의 적절성을 문제로 삼는 경우인데, 이런 경
우에는 상위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31) 

       (22) ㄱ. 다현 : 꼭 그 남자 같아요. 할아버지. 
                규철 : 그 남자 누구? 
                다현 : 저 만나고 있는 대마왕이요. 자기 바보 아니라고 펄펄 

뛰었거든요. 
                규철 : 바보는 아니구만. 
                다현 : 바보긴요. 얼마나 약았는데.    <1%의 어떤 것, 6회>  
            ㄴ. 미자: (전화기에 대고) 보드게임방은 안 갔어?   
                지영: 갔지~ 근데 꼭 승부욕 강한 사람 있잖아. 지네 팀이 지

니까 계속 하자고 땡깡 부려서 분위기 험악해졌지.
                윤아: 그래서?
                지영: 결국 다들 짜증난다고 술 먹으러 갔어~
                윤아: (어이없는) 하... 그래서?
                지영: 그래서긴... 나도 짜증나서 나왔지. <올드미스 다이어리, 179회>

31) Horn(2001:363)은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선행 발화의 고정함축이나 대화함축, 형태, 
양식이나 레지스터, 음성적 실현 등과 같은 다양한 국면을 부정하는 장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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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22 ㄱ)의 경우, ‘바보긴.’이라는 발화는 선행 발화에서 주어진 명제
(‘바보가 아니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뒤따른 부연 설명에 의하면, 
다현은 규철이 말한 ‘바보는 아니다’라는 명제 내용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규철이 생각하는 ‘바보가 아님’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똑똑하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말한 명제 내용 자체에 대
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화의 적절성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22 
ㄴ)에서는 윤아가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서?’라고 
물어봤더니, 지영은 ‘그래서긴.’이라고 핀잔주면서 대꾸하였다. 이는 ‘뭐 하
러 물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대로지. 이미 알면서 왜 물어?’라는 의미로
서, 윤아가 질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보다 더 흔한 것은 ‘무슨’, ‘뭐(무엇)’, ‘누구’, ‘어디’, ‘언
제’, ‘왜’ 또는 ‘어떻다’, ‘어떻게’, ‘어떡하다/어떻게 하다’, ‘어쩐 일이다’, 
‘웬일이다’ 등 의문사(또는 의문을 제기하는 표현)가 ‘-긴1-2’에 선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명제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발화를 하
는 행동 자체의 적절성을 문제로 삼는 경우이기 때문에 역시 상위언어적 
부정의 성격을 지닌다. 다음 예문 (23)~(26)은 이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우선, 예문 (23)은 ‘의문사+이-’ 형태에서 ‘이-’가 생략되어 ‘-긴1-2’에 
선행하는 경우이다. 
 
      (23) ㄱ. 백  현 : 무슨 말이야 할머니? 누가 그래?
               할머니 : 누구긴. 느이 새 담임선생님이지.   <공부의신, 2회>  
 
           ㄴ.  혜  림 : 도야야, 어디야?
               하도야 : (교차되며) 어디긴...검찰청이지.     <대물, 21회>
           ㄷ. 갑 : 암튼 넌 임마. 하루종일 먹어두 하루종일 배고프지...? 
               을 : 제가 언제요. 
               갑 : 언제긴...    
           ㄹ. 채  경 : 저번에 한 얘기 잊지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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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 뭐? 
               채  경 : 뭐긴. 집에 한번 보내준다 그랬잖아. 엄마 아빠 오셨

을 때도 얼굴도 못 봤잖아.               <궁, 7회>
           ㅁ. 상   원 : 아니, 왜요?
               교   감 : 왜긴... 몰라서 물어요?  <강남 엄마 따라잡기, 9회>

(23)의 예문에서 보듯이,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합
리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방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즉 화‧청자 
간의 공유 정보)에 대해서 화자가 물어보거나 궁금해 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예문 (23)은 각각 ‘누구/어디/언제/뭐/왜인지 너도 잘 알잖아. 당연한 
걸 가지고...알면서 왜 물어?’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상대방이 궁
금해 할 만하지 않은 것을 궁금해 하고 있는 경우, 화자는 상대방의 발화
가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즉, 명제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명
제를 표현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상위언어적 부
정’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생략된 후행요소까지 복원한다면 ‘누구긴 누구야?’, ‘어디긴 어디
야?’, ‘언제긴 언제야?’, ‘뭐긴 뭐야?’, ‘왜긴 왜야?/왜긴 왜겠어?’처럼 복원
될 수 있을 것이다. 
  (23 ㄱ, ㄴ, ㄹ)에서 보듯이 후행문은 보통 앞선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
이며, 문말에는 어미 ‘-지’ 혹은 ‘-잖-’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23 ㅁ)처럼 ‘몰라서 물어요?’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대놓고/직설적으로 
‘당신이 왜 몰라요? 알면서 왜 물어요?’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문
맥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의미가 함축되기도 한다. 이처
럼, ‘-긴1-2’에는 상대방이 말한 명제 내용 자체에 대한 반박 또는 부정이
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가 함축
되어 있다. 
  한편, 위의 예문 (23)처럼 ‘의문사+이-’ 형태에서 ‘이-’가 생략되어 ‘-
긴’을 선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 예문 (24)~(26)과 같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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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ㄱ. 형준 : 다현씨는 뭐래?
               재인 : 뭐라긴...아주 싹싹 빌었다.     <1%의 어떤 것, 14회>
           ㄴ. 대협 : ? (보더니) 니 퇴원 수속을 왜 내가 해? 
               달식 : 왜 하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빨리 하구 와.

                                                          <고스트, 8회>
      (25) ㄱ. 갈  :  신붓감을 구하길래, 내가 옳다구나! 이건 우리 금지 자

리구나! 싶어서 얼른 잡아왔지. 어때?
               미선 : 어떻긴요. 진짜 괜찮은 자리네요~ 그치 금지야? 
                                                    <몽땅 내 사랑, 43회>
            ㄴ. 화영 : 뭘 그렇게 놀래? 나라구 마냥 평화롭게 요가만 하고 있

는 줄 알았어??
                율   : (다급하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려구?
                화영 : 어떻게 하긴. 떠뜨려야지.                <궁, 11회>
       (26) ㄱ. 신동F : 황금지씨. 접니다, 어제 선 봤던 장신동이요.
                금지  : (헉! 놀라고) 아, 예... 웬일이세요? 
                신동F : 웬일이긴요. 황금지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학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몽땅 내 사랑, 43회>
             ㄴ. 승아 : (당황해서 금지 막듯 서며) 어머, 신동씨! 여기까지 어

쩐 일이세요?
                 신동 : 어쩐 일이긴요. 제가 방금 전화했잖아요…… 

                                                <몽땅 내 사랑, 43회>

(24 ㄱ)처럼 ‘뭐라고 하-’가 줄어든 형태인 ‘뭐라-’(‘의문사+인용구문 융
합형)가 ‘-긴’을 선행하는 경우도 있고, (24 ㄴ)처럼 이유를 묻는 ‘왜’가 
‘-긴’에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5 ㄱ, ㄴ)처럼 ‘어떻-’, ‘어떻게 하
-’가 ‘-긴’을 선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26 ㄱ, ㄴ)처럼 근원적으로 ‘어찌
된, 어떠한’이라는 의미의 관형사 ‘웬’ 혹은 ‘어찌하다’라는 의미인 동사 ‘어
쩌다’의 관형사형 뒤에 명사 ‘일’이 결합되어, 약간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
는 ‘웬일이-’, ‘어쩐 일이-’가 ‘-긴’을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생략된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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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복원하면, 각각 ‘뭐라긴 (뭘) 뭐래?’, ‘왜 하긴 왜 해?’, ‘어떻긴 뭐가/
뭘 어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웬일이긴 뭐가 웬일이야?’, ‘어
쩐 일이긴 뭐가 어쩐 일이야?’와 같은 방식으로 온전한 원래 구조를 복원
할 수 있다.32)
  ‘–긴1-2’ 구문은 선행 발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점은 위의 예문
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웬일이세요?’라는 질문에 ‘웬일이긴.’이
라는 발화가 이어진다. 이때 선행 발화에 이미 주어진 ‘웬일이-’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혼잣말과 상대에게 하는 말에 모두 쓰일 수 있지만, 혼잣말보다 
상대에게 하는 말에 쓰이는 것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문 (27 
ㄱ), (27 ㄴ)은 각각 혼잣말에 쓰이는 경우와 상대에게 하는 말에 쓰이는 
경우이다.  

      (27) ㄱ. 미자 : 응? (보곤) 난 요즘엔 저런 거 못 먹겠더라. 저 빨리 안 
먹으면 냄새 다 배는데...누가 먹지? 

                      (미자, 주스 따르고 / 부록, 다시 삐진 듯)
               부록 : (혼잣말) 누가 먹긴.     <올드미스 다이어리, 145회>  
           ㄴ. (봉이, 팔을 활짝 펴는데)
               동해 : (놀라며) 뭐예요?
               봉이 : (활짝 웃으며) 뭐긴요. 빨리 안기라는 거지!!   
                                                   <웃어라 동해야, 79회>

‘긴1-2’의 선행절 ‘긴1-2’의 후행절
‘뭐라긴’ ‘뭐래?’(2), ‘뭐라고 해!’(1), 뭘 뭐라고 해?(1)
‘왜 하긴’ ‘왜 해?’(2)
‘어떻긴’ ‘뭐가 어때?’(9), ‘뭘 어때?’(4), ‘어때?’(3), ‘뭐 어때?’(2), 

‘개뿔이 어때?’(1)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어떡해?’(4), ‘뭘 어떻게 해?/뭘 어떡해?’(4) 

32) ‘뭐라긴’, ‘왜 하긴’, ‘어떻긴’, ‘어떻게 하긴’, ‘웬일이긴’, ‘어쩐 일이긴’의 후행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구어 말뭉치를 조사하였는데, ‘웬일이긴’과 ‘어쩐 일이긴’은 
후행절이 생략된 용례들만 나타나서 그 형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괄호 안: 출현 빈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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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앞서 살펴본 예문들을 통해 ‘긴1-2’의 선행 용언으로는 동사, 형용
사, ‘이-’가 모두 허용되며, 의문사가 포함된 동사구가 ‘긴1-2’ 앞에 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과거 사태를 나타낼 때에는, ‘-었-’이 통합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더 흔하다. 이 경우에는 
문숙영(2015:24)의 지적처럼 ‘-었-’이 허용되더라도 ‘-었-’의 사용 여부
에 따른 시간적 차이(시간적 대립)가 없고, 현재 화자가 선행 발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효과만 더해질 뿐이다. 이는 탈종속화가 일어났지
만 한정성이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8 ㄱ, 
ㄱ')은 ‘-었-’이 결합되는 예이고, (28 ㄴ, ㄴ')은 그렇지 않은 예이다.    

       (28) ㄱ. 선옥 : 봉이, 이 노무 기집애 어디 갔어? (하다가 태훈 새영 
보고) 니들은 또 뭐야? 여기 왜 왔어?!

                 새영 : (뻔뻔하게) 왜 왔긴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구정 
앞두고 설준비하러 왔죠!    <웃어라 동해야, 86회>

             ㄱ'. 해영 : (구박) 너는.. 김밥 주고 오라니깐.. 아주 갔다하면 함
흥차사야! 뭐했 ?

                 한영 : (커피 대신 나르며) 뭐했긴. 프로포즈 얘기 했지. 
                                                  <코끼리(2008), 90회>  

             ㄴ.  현일 : 몇 해 전 사고로 와이프랑 딸을 잃었다더라. 알고 있
었냐?

                 승재 : 어디서 들었어?
                 현일 : 어디서 듣긴. 마을 사람들 다 아는 얘기던데...
                                                      <메디컬센터, 11회>  
             ㄴ'. 옥봉: 왜 없어? 부부가 살다보면 별에 별 일이 다 있지! 
                 유진: 그 때 어떻게 했어?
                 옥봉: 어떻게 하긴...니 아버지 성격 하루 이틀이니? 그냥 맞

춰서 사는 거지!               <살맛납니다,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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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문의 문법적 특성을 보면, 문말에는 흔히 양태 어미 ‘-지’ 또는 ‘-
잖-’ 등이 나타난다. 이는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방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 (29)와 같다.  

      (29) ㄱ. 재영 : 앞으로 어떡할 거야? 오빠는 정말 진지한 거 같은데.
               주희 : 어떻게 하긴. 결혼 추진해야지. 너 내 편 돼 줄 거지. 

                                                < 1%의 어떤 것, 15회>
            ㄴ. 미정 : 여보, 어떡해요? 
                진만 : 어떡하긴... 니들 들어가라. 새벽에 나가야잖아.  

                                                   <1%의 어떤 것, 9회>

  이와 더불어 선행절과 후행절의 도치도 가능하다. 예컨대, ‘어떡하긴 뭘 
어떡해?’에서 ‘뭘 어떡해? 어떡하긴.’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긴1-2’는 높임의 ‘요’와 통합할 수 있다.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가 높일 
만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요’가 통합된다. 그 용례는 다음 (30)과 같다.

      (30) 술녀 : (잡고 일어서면서) 근데...이제 어쩔 거야?
           새와 : 어쩌긴요. (의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님 부부랑 안나가 

서로 모르게 해야죠! 그래서 꼭 도진씨가 그 호텔 물려받게 
해야죠. 

                                                  <웃어라 동해야, 120회>

  특히,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의 통합 양상은 좀 특이한데, 주체
가 화자 자신인 경우에도 ‘-긴1-2’에 ‘-시-’가 결합되는 것이 허용된다. 
다음 (31)이 그 용례이다.

       (31) ㄱ. 일수모 : 박회장이 잘해줘?
                미자모 : (주변 살피고) 무슨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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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모 : (웃으며) 무슨 말씀이시긴. 나 벌써 두 사람 관계 다 
알어?                   <화려한 시절, 11-20회>

             ㄴ. (갑이 하위자 을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 : 이거 좀 드세요.
                 을 : 드시긴요. 말씀 낮추세요.
             ㄴ'. 아들: 아빠, 밥 먹어.
                 아빠: 자식, 밥 먹긴. 진지 드세요~라고 해야지.

예문 (31)에서 ‘-시-’가 통합될 수 있는 것은, 상위언어적 부정의 특성상 
발화 명제 내용보다 발화의 언어 형식 자체 혹은 표현의 적절성에 더 관심
이 가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상대방의 발화를 ‘-시-’를 포함한 형태 그
대로 언급하면서 발화 행위의 적절성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33) 
  ‘-긴1-2’ 구문 전후로는 ‘개뿔’류와 ‘씨발’류 비속어 표현이 드물게 붙는 
경향을 보인다. 구어 말뭉치에서 (32 ㄱ)과 같은 용례가 발견되었는데, 이
는 ‘어떻긴 개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씨발’류 비속어 표현
의 용례는 말뭉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32 ㄴ)처럼 ‘씨발’류 
비속어 표현이 붙는 것도 가능하다.  

      (32) ㄱ. 민기 : 자식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네 작전 파일 피드백 
하는 거. 내가 맡았잖아.

               수현 : (신경쓰이지만 부러 담담하게) 그래서... 어때?
               민기 : 어떻긴 개뿔이 어때? 숫자에 인원에 명령에... 따분한 내

용 투성이지.    <개와 늑대의 시간, 3회>  
            ㄱ'. 어떻긴 개뿔. 
            ㄴ. 아씨...어떻긴.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긴1-2’ 절이 단독으로 쓰임으로써 구문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긴1-1’과 비슷하게 ‘-긴1-2’를 통해서
33) (27 ㄱ)의 경우, 웃으면서 하는 발화이므로, ‘-시-’의 사용(즉 자기 높임 현상)은 

일부로 농담 삼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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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탈종속화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복원될 만한 후행 요소가 의
문문이라는 점에서 문장 유형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긴1-2’는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서 ‘상대방 발화의 적절성을 문제로 삼는’ 특정적 의미 기
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긴1-2’가 올 만한 전체 구문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범위가 상당히 좁고 특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긴1-2’에는 ‘-었
-’의 결합 여부에 따른 시간적 대립이 없고, ‘-었-’이 없어도 과거 사태
를 나타낼 수 있다. Evans(2007)에 제시된 탈종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
적 궤적에 의하면, ‘-긴1-2’는 세 번째 단계(‘관습화된 생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3. ‘부정/반박’ 기능의 다른 몇 가지 표현 

  이 절에서는 해석론(semasiology)적 관점보다 표현론(onomasiology)적 
관점에서 ‘-긴1’과 비슷한 담화 기능(반박/부정의 기능)을 보이는 몇 가지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정/반박의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
겠으나, 본고에서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첫째는 수사의문
문이다. 둘째는 ‘NP-은/는 {개뿔}.’ 구문이다. 셋째는 ‘VP-긴 무슨/뭘.’ 또
는 ‘NP 은/는 무슨/뭘.’ 구문이다. 넷째는 ‘VP-다니?’ 구문이다. 
  우선, 수사의문문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34) 다음이 그 용례
이다. 

        (33) ㄱ. 윤호 : 이럴 거면 뭐 하러 헤어졌어요? 잊지도 못하면서..
                 민정 : (민망하게 웃으며) 윤호야 그런 거 아니야..
                 윤호 : (중얼중얼) 그런 게 아니긴.. 학교에서도 삼촌만 보면 

어쩔 줄을 모르고..삼촌은 벌써 다 잊어버렸을 텐데 
선생님만 미련..

34) 수사의문문은 의문사를 사용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술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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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 : (O.L) 그렇지 않아.
                 윤호 : 뭐가 그렇지 않아요. 삼촌은요 선생님처럼 바보가 아

니거든요?   <거침없이 하이킥(2006-2007), 97회>
             ㄴ. 진해 : 진짜 재주 좋아! 술주정뱅이 딸이...한번 상처했어 두 

사립대 재단이사장이잖아! 어떻게 결혼했을까?
                 진서 : 뭘 어떻게 결혼해? 남자 후리는 솜씨 하난 국보급인 

앤데...
             ㄷ.  갑 : 왜?
                  을 : 왜겠어?

(33 ㄱ, ㄴ, ㄷ)은 각각 ‘그렇지 않긴.’(명제 부정의 ‘-긴1-1’)과 ‘어떻게 결
혼하긴.’, ‘왜긴.’(상위언어적 부정의 ‘-긴1-2’)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이
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사의문문이 나타나는 부정(반박)의 의미는 관
습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NP은/는 {개뿔}.’ 구문이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34) ㄱ. 공심: (차분하게) 실력대로 뽑은 공정한 심사 결과야.
                 도경: 공정은 개뿔...               <공주가 돌아왔다, 2회>
             ㄱ'.  공정은 무슨 공정이야? 공정은 개뿔이 공정이야.
             ㄴ. 명자: 그래두... 미숙이한테는 철구가 세상사는 희망이었는데.
                 성철: 희망은 쥐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무슨 희망입니까?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29회>
             ㄴ'. 희망은 무슨 희망이야? 희망은 쥐뿔이 희망이야.

(34)에서 보듯이, ‘-은/는 {개뿔}.’ 구문은 앞에서 다뤘던 ‘-긴 {개뿔}’구
문의 양상과 비슷하다. 다만 명사적 요소가 오면 ‘-긴’ 대신 ‘은/는’이 붙
는 차이밖에 없다. 이들은 각각 (34 ㄱ', ㄴ')과 같이 그 의미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속어 표현의 사용으로 화자의 ‘부정/반박’이 더 강
하게 드러난다.  
   세 번째는 ‘VP-긴 무슨/뭘.’ 또는 ‘NP 은/는 무슨/뭘.’ 구문이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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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는 ‘뭘’이 붙는 용례들이고, (36)은 ‘무슨’이 붙는 용례들이다. 

        (35) ㄱ. 개화: 오늘 예은이하고 놀아주고 나니까 기분 좋죠?
                 민우: 좋긴 뭘, 다리만 아프구만.   <오! 마이 레이디, 9회>
             ㄱ'. 서영: 아참, 잡지에 기고하신 거 봤어요. 여성문제, 인권 문제

에 참 해박하시던데요?
                 태호: 어어, 해박은 뭘...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지 뭐.

                                                    <결혼해주세요, 1회>
             ㄴ. 다지부: 박조교사, 고맙다.  
                 박조교사: 고맙긴 뭘... 내가 고맙죠.<파라다이스 목장, 1회>
             ㄴ'. 재현: 그동안 여러 가지루 불편하셨을 텐데 정말 감사했습니

다, 어머니....(꾸벅 인사하는) 
                 영숙: (빙긋이 웃으며) 감사는 뭘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16회>
             ㄷ.  세은: ...근데 너 이제 시장에 안 나가면 서유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산: (대수롭지 않게) 어떻게 되긴 뭘... 계속 일 하는 거지. 

                                                     <신데렐라맨, 11회>
        (36) ㄱ. 윤후: 야근하느라 너 학원 마중도 못가고해서 서운할까봐 들렀다.
                 국화: 서운하긴 무슨...나 하나도 서운안함다.
                                                <열아홉 순정, 80-167회>
             ㄱ'. 성해 : (훌쩍 마시고) 맛도 좋네. 이거 사온거 아니지? 보험

회사에서 사은품으로 나온 거지?
                 원만 : (사은품 맞다) 사은품은 무슨. 먹기 싫음 말어. (박스 

챙기며)
                                                     <장밋빛 인생, 21회> 
             ㄴ. 우경 : 그렇잖아도 국화씨한테 너 사는데 물어 보려고 했었는

데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다. 
                 윤후: 고맙긴 무슨...            <열아홉 순정, 80-167회>
             ㄴ'. 지선: (작게) 축하해요.
                 형태: 축하는 무슨~                  <9회말 2아웃, 4회>
             ㄷ. 재은: ...이런 걸 왜...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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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우: 왜는 무슨, 선물이라니까.    <인순이는 예쁘다, 8회>

(35 ㄱ, ㄱ')과 (36 ㄱ, ㄱ')은 ‘명제 부정’의 경우이고,35) (35 ㄴ, ㄴ')과 
(36 ㄴ, ㄴ')은 ‘명제 부정’ 중 화자 겸양이고, (35 ㄷ)과 (36 ㄷ)은 ‘상위
언어적 부정’이다. ‘좋긴 뭘.’과 ‘고맙긴 뭘.’은 ‘좋긴 뭘 좋아?’와 ‘고맙긴 
뭘 고마워?’에서 반복된 동사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은품은 무
슨.’과 ‘축하는 무슨.’은 ‘사음품은 무슨 사은품이야?’와 ‘축하는 무슨 축하
야?’에서 반복된 명사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문사가 부
정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36) 또한 위와 같이 
‘뭘’ 또는 ‘무슨’이 붙는 용례들을 조사,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양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우선, ‘명제 부정’으로 쓰일 때에는 뒤에 ‘뭘’과 ‘무슨’이 모
두 붙을 수 있다. 다만 화자 겸양 표현으로 쓰일 때에는 ‘무슨’보다는 ‘뭘’
이 더 많이 붙는 경향이 있다.37) 그리고 ‘상위언어적 부정’의 용법에 있어
서도 ’무슨’보다 ‘뭘’이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인다. 
  네 번째는 ‘VP-다니?’ 구문이다.38) 다음이 그 용례이다. 

35) ‘명제 부정’ 중에서도 ‘거절’의 의미‧기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그 용례는 다음
과 같다.

     (1) 혜숙: 며느님!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옥금: 도와주긴 무슨... (고리 팍 내리는) 됐어요, 공부하시느라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세요.                           <열아홉 순정, 80-167회>
         수정: 그냥 집에서 쉬고 계세요. 
         수정부: 아직 환갑도 안 지났는데 쉬긴 뭘... (← 쉬긴 뭘 쉬어?)  

                                                         <칼잡이 오수정, 4회>
36) 이 외에도 여러 의문사가 부정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7) 가령, ‘고맙긴 뭘.’과 ‘고맙긴 무슨.’의 출현 빈도는 23 대 3이다. 
38) ‘-다니’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본고의 ‘-다니‘는 ‘-

다니2’이다.
       -다니1 「어미」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주어진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뒤에는 그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문장이 
               올 때가 많다.
        -다니2  「어미」
                 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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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ㄱ. 현규: 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민망합니다.
            천갑: 별로 한 일이 없다니, 우리 혜주 목숨을 구했는데.    

                                <가문의 영광, 43회> 
            ㄴ. (갑이 하위자 을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 이거 좀 드세요.
                을: 드시라니요? 말씀 낮추세요.
            ㄴ'. 아들: 아빠, 밥 먹어.
                아빠: 자식, 밥 먹으라니? 진지 드세요~라고 해야지.39)

(37 ㄱ)은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반박을 하
고 있다. 이때 화자는 놀라움 또는 감탄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명제 부
정’의 경우이다. (37 ㄴ, ㄴ')은 상대방의 요청의 표현 방식이 적절치 않다
고 판단되어 화자가 ‘-라니’를 써서 반박/부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역시 상
위언어적 부정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라니’는 ‘부정/반박’이라는 의미 
기능이 ‘-긴’과 비슷하지만, ‘-긴’보다는 ‘놀라움’ 또는 ‘감탄’의 의미가 더 
섞여 있는 듯하다. 

39) (36 ㄴ, ㄴ')의 ‘-(으)라니’는 ‘-(으)라고 하다니’가 줄어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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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의 ‘－긴２’

  
  앞의 3장에서는 문말 형식 ‘-긴’의 첫 번째 용법인 ‘부정/반박’(‘-긴1’)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두 번째 용법인 ‘평가’(‘-긴2’)에 대해
서 고찰할 것이다. 
  ‘-긴2’는 혼잣말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쓰인다.40) 다음이 그 
예이다.  

     (38) ㄱ. 마리 : 어때요? 얘들 정도면 확실히 이기겠죠?
              수정 : (pc 화면 보며 끄덕이다) 근데... 얘들 2학년인데...
              마리 : 어으. 융통성 없긴. 꼭 3학년이어야 된단 조건 있었어? 

                                                       <공부의 신, 5회>
           ㄴ. (찻잔 놓고 준호와 마주 앉아있는 지은.)
              지은 : 가게...정말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준호 : 아냐...농담이야, 농담...
              지은 : (유심히 본다) 농담 아닌데요? 
              준호 : 짜식, 눈치 빠르긴...(웃고)            <비밀, 1-18회>

(38 ㄱ, ㄴ)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 이 예문들은 각각 ‘어으. 융통성 없긴 (사람 참) 정말 융통성이 
없다/없네.’와 ‘짜식, 눈치 빠르긴 정말/참 눈치 빠르다/빠르네.’ 정도로 해
석될 수 있다. 이는 ‘-긴1’이 ‘융통성 있다’와 ‘눈치 없다’ 정도로 해석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긴2’는 평가할 때 화자의 태도에 따
라 다시 ‘부정적 평가’의 ‘-긴2-1’과 ‘긍정적 평가’의 ‘-긴2-2’로 나눌 수 있
다.

40) 화자는 상대방의 어떤 말을 듣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때 ‘발화’도 행동의 일종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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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숙영(2015:25)의 지적처럼 ‘-긴2’ 뒤에 복원 가능한 후보가 무엇인지
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긴1’과 비교할 때 ‘-긴2’만이 보이는 문법적 특
징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38 ㄱ)과 같은 부정적 평가의 경우, 그 의미
를 복원하면, ‘어으. 융통성 없긴 (사람 참) 정말 융통성 없다/없네.’로 후
행요소로는 ‘(사람 참) 정말 VP-.’와 같이 동사구가 반복된 평서문을 상정
할 수 있다. 혹은 ‘어으. 융통성 없긴 왜 이렇게 융통성 없어?’와 같은 후
행 요소로 ‘왜 이렇게 VP-?’와 같은 수사의문문을 상정할 수도 있다. 반
면, (38 ㄴ)과 같은 긍정적 평가의 경우, 그 의미를 ‘짜식, 눈치 빠르긴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보다 ‘짜식, 눈치 빠르긴 정말/참 눈치 빠르다/빠르
네.’로 복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처럼 긍정적 평가의 경우, 후행 요
소는 ‘왜 이렇게 VP-?’보다 ‘(사람 참) 정말 VP-.’와 같은 평서문을 상정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구어 말뭉치를 조사한 결과, ‘-긴2‘가 문장 끝에 오는 즉, ‘-긴2’ 
절이 단독으로 쓰이는 용례들만 확인되었고, 온전한 문장 형태가 무엇인지
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만, 선·후행절의 도치 구문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용례(‘-긴2-1’의 용례)에서 ‘왜 (이렇게) VP-?’라는 형태가 확인되었을 뿐
이다.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 (39)와 같다. 

      (39) ㄱ. 봉수 : 근데 그 옷에 저 신발은 뭐야?
                     (현관문 앞에 놓여진 재희 신발)
               문정 : 이거는.. 아,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하여튼,
               봉수 : 왜 어물대, 어물대긴. 혹시 만나면 안 될 놈인 거야?   

                                                <결혼 못하는 남자, 6회> 
           ㄴ. (경태가 살 데 없는 상은네 식구들을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겠

다며 집에 데려왔는데, 경태의 가족인 석주가 이 광경을 보고 
말하기를)

                석주 : 혼자도 아니고, 가족이 다 있는데, 왜 신세를 져. 신세
를 지긴.

 <인연 만들기,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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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태하와 현진은 결혼할 사이지만, 태하 집안 식구들은 현진이 
싫다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다. 이에 현진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미정 : 반대하는 집에는 절대 안 보내요. 달라고 사정해도 줄
까 말깐데... 어디서 내 딸을 무시해요. 무시한긴.

                                               <1%의 어떤 것, 22회>41)
           
(39 ㄱ)은 문정이 어물대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핀잔주는 경우이
고, (39 ㄴ)은 상은네 식구들이 남의 집에서 사는, 신세 지는 행위에 대해
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39 ㄷ)은 현진의 어머니 미정이 ‘자기 딸이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집안에 대한 분노와 비난’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
는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은 각각 ‘어물대긴 왜 어물대?’, ‘신세를 지긴 왜 
신세를 져?’, ‘무시하긴 어디서 내 딸을 무시해요?’라는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도치되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42) 그리고 ‘-긴’의 후행 요
소가 생략되어 각각 ‘어물대긴.’, ‘신세를 지긴.’, ‘무시하긴.’이라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를 통해, ‘긴2’ 구문의 후행 요소로 ‘의문사 VP-?’와 같은 수
사의문문을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사가 
‘-긴2-1’에 선행하는 몇몇 용례에서만 그 구문 전체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긴2’의 후행요소가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43) 
  앞에서 ‘-긴1’은 탈종속화의 일례로 처리하였는데, 이와 비교할 때 기원 
구성이 불분명한 ‘-긴2’도 탈종속화의 예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
다. 문숙영(2015:26)은 ‘-긴(기는)2’가 명사형 어미 ‘-기’와 보조사 ‘는’의 
41) 말뭉치에서 ‘어유 직접 담아 먹어, 그렇게 까다로운 입 가지고 어떻게 남의 손에 얻

어먹냐, 얻어먹길.’처럼 ‘VP-길.(← ‘VP-길 의문사 VP-?’)’와 같은 용례도 확인되
었다.

42) ‘-긴2-1’의 후행절이 의 도치에 의해서, 화자의 강력한 감정(부정적 평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3) 이는 ‘-긴1’의 경우와는 다르다. ‘-긴1’의 후행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긴1’의 온
전한 전체 구문이 필요한데, 구어 말뭉치에서 대량의 용례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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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에서 온 것은 확실하다는 점과, 기원 구성을 무엇으로 하든 ‘-긴(기
는)2’가 관형어가 아닌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절인 것도 분명하다는 
점 두 가지를 들면서, ‘-긴(기는)2’가 원래 종속절 형식에서 발달한 것으
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44) 
  앞의 2.1.에서는 Evans(2007)에 제시된 탈종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 네 단계를 다루었다. ‘-긴2’는 세 번째 단계(‘관습화된 생략’)에서 네 
번째 단계(‘주절 구조로의 재분석’)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략된 
후행요소는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후행요소 생략의 관습화 정도에 있어서는 ‘-긴1’보다 
‘-긴2’가 더 높다고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긴1’의 경우, 후행요소의 
생략이 관습적이기는 하자만, 실제로 모어화자가 머릿속에 생략된 후행요
소(수사의문문)를 복원함으로써 구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긴2’
의 경우에는, 그런 복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긴2’ 절의 
의미·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숙영(2015:26)은 ‘-긴2’ 절이 단독으로 쓰이게 되는(탈종속화가 
일어나는) 동인으로는, 간결성 추구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손성
과 특별히 관련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긴2’의 특성은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화자가 어떤 장면이나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적인 발화를 하게 된다는 점이
다. 이 경우는 혼잣말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혼잣말이겠지만, 청자가 상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못 듣게 혼자서 
조심스레 하는 발화 상황 혹은 상대방에게 일부러 듣게 하는 발화 상황에
서도 모두 혼잣말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상대방의 얼굴을 보
고 있거나 시선을 마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혼잣말로 취급하기 어려울 것

44) Evans(2007:378)는 해당 표현이 형태·통사적으로 종속절이었는지를 확인할 때 그 
구성이 종속절에서 발생했다는 대조적 혹은 역사적 증거가 없거나, 혹은 이들이 종
속절인지 주절인지 검증할 기준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유형론적인 유추를 활용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사화된 동사에 격 접사를 취하는 명사절을 이런 예에 포
함했는데, 이런 명사절은 범언어적으로 전형적인 종속절의 구조라는 이유에서이다. 
문숙영(2015: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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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잣말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우
세하다. 다음이 그 용례이다.  

      (40) 유정E : 가끔은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필승  : (본다. 보다가 어색 어색하게 순영의 손을 슬쩍 잡는다)
           순영  : (? 본다. 보다가) 뭐야?
           필승  : (돌아보며) 어? 아니 뭐.. (이내 소심해져서 얼른 잡았던 

손 놓는다)
           순영  : (싱겁긴.. 다시 앞을 보면)        

<오! 필승 봉순영, 15회>
           
  다음 4.1.과 4.2.에서는 각각 ‘부정적 평가’의 ‘－긴２-1’과 ‘긍정적 평가’
의 ‘－긴２-2’를 자세히 다룰 것이다.

4.1. ‘부정적 평가’의 ‘－긴2-1’
  이 절에서는 부정적 평가의 ‘－긴２-1’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긴２-1’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검토하겠다.

  4.1.1. ‘-긴2-1’의 의미·화용적 특성
 
  ‘-긴2-1’은 화자가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불만 표
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때, 대개 ‘-긴2-1’은 농담으로 상대방의 행동
을 비꼬거나 핀잔주는 경우인데 다소 친근한 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화자가 상대방의 행동이 못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비난/타박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는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의 태도를 드러낸다. 다음이 
‘-긴2-1’의 용례이다. 

      (41) ㄱ. 신기수(E) : 오혜성의 복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행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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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연한 상태로 수소문중입니다.
               손 병 호  :  (혼잣말) 어리석긴....    <2009 외인구단, 6회>
           ㄴ. (상원, 소리에 눈 뜨다... 민주를 보고 깜짝 놀라 몸을 가린다.)
               상원 : 아..아줌마, 지금 어딜 들어온 거야!
               민주 : 볼 것도 없구만 가리긴...할 말 있으니까 좀 나와 봐!(문닫는)

                                               <강남엄마 따라잡기, 3회>

(41 ㄱ)은 남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핀잔주면서 평가하는 것이고, (41 
ㄴ)은 깜짝 놀라 몸을 가리는 상대방의 행동이 오버스럽다고 생각하고 비
꼬는 경우이다. 
  또한, 예문 (41)에서 볼 수 있듯이, ‘-긴2-1’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나 혼
잣말에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혼잣말에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화자가 어떤 현상을 보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화자 스스로의 주관적인 발화이고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긴2-1’ 절 전후로 ‘개뿔’류 비속어 표현이 잘 붙지 않고, ‘씨발’류 
비속어 표현이 많이 붙는 경향이 있다. 그 용례는 다음 (42)와 같다. 그리
고 혼잣말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다음 예문 (42 ㄱ, ㄷ)은 남의 
어떤 행동을 보고 화자가 평가하는 경우이고, (42 ㄴ)은 혼잣말로 쓰여 자
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42) ㄱ. 대산 : 도대체 뭐가 문제에요? 장사도 하구 알바도 하겠다매요? 
그 돈 다 구할라면 이거저거 가릴 때가 아니야, 당신-!

               유진 : (상처 받은 얼굴로 돌아선다)
               대산 : (움찔)
               유진 : ...그렇다고, 도둑질을 시켜요?
               대산 : (울컥) 뭐..? 도둑질?
               유진 : 댁한텐 그렇게 카피 뜨는 거 별 거 아니겠지만, 디자이

너는 그거 하나 뽑느라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새워
요. 당장 굶어 죽을      거 같애두, 내가 절대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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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이 바로 그거라구요!!
               대산 : ...(씨이) 고상한 척 하긴.          <신데렐라맨, 1회>
            ㄱ'. *(개뿔) 고상한 척하긴.45)
            ㄴ. 혜영 : (자기 머리 때리며) 아씨. 맹추. 이제 일어나면 어떡해. 

아.. 어떡해.
.               ......(중략).......
                기준 : 어? 그게 뭐야?
                혜영 : 아 왜? 아..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나나

나나나나~ 그게 뭐지?
                기준 : 그게 뭐야? 나나나나나? (하다 별이 진다네 노래) 아. 

나나나나나?
                혜영 : 어. 그래. 그 나나나나나~
                기준 : 여행스케치 별이 진다네잖아.
                혜영 : 아.. 맞다. 맞다! 그 노래.. (하고 안도)
                기준 : 오늘부터는 문자도 받을 생각이거든. (나가면서) 문자 

보내. 내가 무조건 누나 거부터 방송해줄 테니까.
                혜영 : 알았어.
                (기준, 나가면)
                혜영 : (괴로워하며) 아.. 찔려. 아씨. 왜 그걸 못 듣고 엎어져 

자? 자긴. 아..찔려. 찔려. 찔려.   
<김치·치즈·스마일(2007-2008), 37회>

           ㄴ'. *왜 그걸 못 듣고 엎어져 자? 자긴. 쥐뿔.                    
           ㄷ. (경수가 차를 세우고,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와 얘기 나누는 중

인데, 그때 빵빵! 차를 빼라고 재촉하는 크락션 소리를 듣고)
                경  수 : 18...분위기 깨긴. (차 쪽으로 걸어가며)   <파이란>
           ㄷ'.  *분위기 깨긴. 개코.

45) 여기서 별표로 표시한 것은 ‘-긴2-1’(부정적 평가)의 경우 ‘개뿔’류 비속어의 사용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함을 표시한 것뿐이다. 실제로 ‘반박’으로 해석될 때에는 ‘개뿔’류 
비속어의 사용이 가능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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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ㄱ)은 남이 한 말을 듣고 평가하는 경우이다. 이 예문에서는 유진이 
디자이너로서 급히 돈 구할 일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산의 제안, 즉 복제품
을 만들어 파는 짓 따위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유진의 
딱한 사정을 보면서 약간 판잔 주는 뉘앙스로 ‘고상한 척하긴’이라고 대산
이 평가하고 있다. ‘씨이’라는 비속어 표현의 사용으로 이러한 뉘앙스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42 ㄴ)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자책하는 상황이
다. 이 예문에서 방송국에서 일하는 혜영은 방송 전날 밤에 방송을 다 준
비하지 못한 채로 잠들었는데, 다음 날 방송국에서 자기가 준비를 잘 못한 
것이 들키자마자 ‘왜 잤어? 자지 말걸 그랬어.’라는 자책하는 의미가 표현
되고 있다. 이것도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
다. 비속어 표현 ‘아씨’가 덧붙여진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라는 것을 더 직
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42 ㄷ)에서는 화자가 ‘-긴2-1’과 비속어를 사용
함으로써 차를 빼라고 재촉하는 기사에 대한 불만 또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긴2-1’의 문법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1.2. ‘-긴2-1’의 문법적 특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긴2’는 뒤에 무엇인가 생략된 느낌을 주지만 복
원 가능한 후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긴2’는 탈종속화의 일례
로, 탈종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의 네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법
적 특성들은 하위유형인 ‘-긴2-1’ 역시 갖고 있다. 가령, 상대방의 무식한 
말을 듣고 화자가 ‘무식하긴.’이라고 평가하는 경우, ‘-긴2-1’의 후행요소는 
‘(사람 참) 정말 무식하다.’와 같은 평서문으로 복원될 수도 있고, ‘왜 이렇
게 무식해?’와 같은 수사의문문으로 복원될 수도 있다.46) 이처럼, 후행 요
46) 선행용언이 동사인 경우에는, 후행절 ‘왜 이렇게 VP-?’의 ’이렇게’는 상황에 따라서 

수의적일 수도 있다. 예컨대, ‘순진하긴.’은 ‘순진하긴 왜 순진해?’라기보다는 ‘순진하
긴 왜 이렇게 순진해?’가 더 자연스럽다. 반면, ‘떨긴.’의 경우에는, ‘떨긴 왜 이렇게 
떨어?’보다 ‘떨긴 왜 떨어?’가 더 자연스러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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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동사 빈도 순위 동사 빈도 순위 동사 빈도
1  놀라다47) 19

9

튕기다

4 11

챙기다

2

2 X-대다/V-어 대다48) 14 가리다49) 흔들다
3 V’-ㄴ 척하다50) 10 따지다 무시하다
4 울다51) 9 긴장하다 질투하다52)
5 삐지다 8 -게 굴다 넘어가다53)

6
~(을) 떨다54)

7
폼/개폼(을) 잡다 사람을 패다55)

갖다 붙이다 겁(을) 먹다56) ~(을) 부리다 
시치미/시침(을) 떼다57) ~(을) 가지/갖고 놀다

7 쫄다 6

10

내외하다

3 12 ‘덤비다’, ‘못 알아듣다’,… 58) 18

화를 내다59)

5

밝히다

X-거리다

빼다60)
~(의) 편들다61)
(~) 티(를) 내다

뒷북치다
김칫국(부터) 마시다

소가 상정될 수 있기는 하나, 그 형태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를 감
안하여 ‘-긴2-1’은 ‘관습화된 생략’ 단계(단계 Ⅲ)에서 ‘주절 구조로의 재분
석’ 단계(단계 Ⅳ)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긴2-1’의 세부적인 문법적 특성들이 더 관찰되었다.  
  우선, 구어 말뭉치에서 ‘-긴2-1’의 용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긴2-1’의 선행 용언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선행 용언으로는 형용사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 동사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통
계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긴2-1’의 선행 용언

47) ‘놀라다’류(19): ‘놀라다’(12), ‘놀래다’(7)
48) ‘X’는 파생어의 어근을 표시하고, ‘V’는 주동사를 표시한다. 
49) 추출된 용례를 보면, ‘-긴2-1’에 선행하는 ‘가리다’는 사전(≪표준≫)에 등재되어 있

는 ‘가리다2’과 ‘가리다3「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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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형용사 빈도 순위 형용사 빈도 순위 형용사 빈도
1 싱겁다 59 9 까다롭다62) 8

14

유별나다63)

3
2 무식하다64) 24 10 답답하다65) 7 엉뚱하다66)
3 순진하다67) 21 11 삐딱하다 6 무뚝뚝하다
4 ~ 없다68) 17 12 뜬금없다 5 독하다69)
5 어리석다70) 15 야박하다71) 고지식하다
6 유치하다 14

13

새삼스럽다

4

쫀쫀하다
까칠하다 예민하다

15
치사하다

27 소심하다 13 무심하다 부실하다
급하다72) 엉큼하다 한심하다

8
촌스럽다

9 건방지다
칠칠맞다

오버하다 겁(이) 많다73)
쪼잔하다74) 16 ‘어설프다’ 등75) 1

’이다‘ 빈도
현실적이다 1

  

         가리다2 :  「동사」 […을] 보이거나 통하지 못하도록 막다.
         가리다3 :  「동사」 […을] 「6」 음식을 골라서 먹다.
50) V’은 동사, 형용사, ‘이-’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51) ‘울다’류(9): ‘울다’(6), ‘눈물부터 짜다’(1), ‘질질 짜다’(1), ‘(촌스럽게) 훌쩍이다’(1)
52) ‘질투하다’류(2): ‘질투하다’(1), ‘시샘하다’(1)
53) ‘넘어가다’류(2): ‘은근슬쩍 넘어가다’(1), ‘말(을) 돌리다(1)’
54) 추출된 용례에서의 ‘떨다’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떨다1’에 해당된다.
55) ‘사람을 패다’류: ‘사람을 패다’(1), ‘주먹을 휘두르다’(1)
56) ‘겁(을) 먹다’류(4): ‘겁(을) 먹다’(3), ‘겁에 질리다’(1)
57) ‘시치미/시침(을) 떼다’류(4): ‘시치미/시침(을) 떼다’(3), ‘잡아떼다’(1)
58) 한 번만 나타나는 선행 동사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다

소 산발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나열만 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난치다’, ‘덤비
다’, ‘대들다’, ‘샐쭉하다’, ‘정색하다’, ‘따라 하다’, ‘(재수 없이) 웃다’, ‘끌고 오다’, 
못 알아듣다, ‘~ 답지 않게 ~ 모습 보이다’, ‘좋아라하다’, ‘눙치다’,‘쫑알거리다’, ‘뻐
기다’, ‘보채다’, ‘강요하다’, ‘부려먹다’, ‘싸돌아다니다’, ‘노려보다’, ‘버티다’, ‘사고를 
치다’, ‘머리가 안 돌아가다’,  ‘(사람을) 물다’, ‘자다’, ‘비실비실하다’, ‘껴들다’, ‘잔
소리(를) 하다’, ‘당황하다’, ‘(주변) 탓하다’, ‘(우르르) 물려들다’, ‘남 얘기 하듯 하
다’, ‘떠들다’, ‘분위기(를) 깨다’, ‘모질라 터지다’, ‘머리(를) 쓰다’, ‘딱지를 치다’, 
‘신세를 지다’, ‘(~의) 코털을 건드리다’, ‘감(이) 떨어지다’가 있었다. 

59) ‘화를 내다’류(5): ‘펄쩍 뛰다’(2), ‘화를 내다’(1), ‘발끈하다’(1), ‘파르르하다’(1)
60) ‘빼다’류(3): ‘빼다’(2), ‘진을 빼다’(1)
61) ‘편들다’류(3): ‘(~라고) 편들다’(2), ‘(~라고) 역성들다’(1)
62) ‘까다롭다’류(8): ‘까다롭다’(4), ‘까탈스럽다(‘까다롭다’의 오용)’(3), ‘깐깐하다’(1)
63) ‘유별나다’류(3): ‘유별나다’(1), ‘별스럽다’(1), ‘별나다’(1)
64) ‘무식하다’(24)류 : ‘무식하다’(22), ‘무식이 충만하다’(1), ‘몰상식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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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3]에서 관찰한 몇 가지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긴2-1’의 선행 용언이 동사일 경우에 대한 검토 결과이다. 전체
적으로 봤을 때에는, ‘놀라다’, ‘삐지다’처럼 하나의 동사가 ‘-긴2-1‘에 선행
하는 경우가 압도적이기는 하나, ‘시치미(를) 떼다’, ‘~(을) 떨다’ 등 관용
표현 등이 ‘-긴2-1’에 선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으로는 다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대-’ 또는 ‘-거리-’에 의한 동사 또는 주동사-보조동사 
구성(‘X-대다/V-어 대다’ 또는 ‘X-거리다’)에는 ‘-긴2-1’이 결합되는 경
향성을 보인다. 여기의 ‘-대-/대-’ 또는 ‘-거리-’는 ’어떤 동작이 반복되
거나 그 상태가 지속됨’의 의미를 나타낸다.76) ‘X-대다/V-어 대다’(14)의 
경우에는, ‘둘러대다(2)’, ‘(들)볶아 대다(2)’, ‘들이대다(1)’, ‘나대다(1)’와 
‘어물대다(1)’, ‘비실대다(1)’, ‘구시렁대다(1)’, ‘팩팩대다(1)’, ‘깡깡대다
(1)’, ‘툴툴대다(1)’, ‘덜렁덜렁대다(1)’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어
물’, ‘비실’, ‘구시렁’, ‘팩팩’, ‘깡깡’, ‘툴툴’, ‘덜렁’ 등 의성의태어 어근에는 
파생접미사 ‘–대-’가 결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X-거리

65) ‘답답하다’류(7): ‘답답하다’(6), ‘갑갑하다’(1) 
66) ‘엉뚱하다’류(3): ‘엉뚱하다’(2), ‘생뚱맞다’(1)
67) ‘순진하다’류(21): ‘순진하다’(19), ‘단순하다’(2)
68) ‘~ 없다’류(17): ‘무드(mood)(가) 없다(1)’, ‘융통성(이) 없다(1)’, ‘센스(가) 없다

(1)’, ‘재미없다(1)’, ‘멋대가리(가) 없다(2)’, ‘눈치/눈치코치(가) 없다(2)’ ‘인정머리
(가) 없다(2)’, ‘철/철딱서니(가) 없다(6)’, ‘정신없다(1)’

69) ‘독하다’류(3): ‘독하다’(2), ‘사납다’(1)
70) ‘어리석다’류(15): ‘어리석다’(2), ‘둔하다’(3), ‘멍청하다’(7), ‘미련하다’(2), ‘어리숙

하다’(1)
71) ‘야박하다’류(5): ‘야박하다’(2), ‘매정하다’(2), ‘쌀쌀맞다’(1)
72) ‘급하다’류(13): ‘급하다’(12), ‘성급하다’(1)
73) ‘겁(이) 많다’류(2): ‘겁(이) 많다’(1), ‘간(이) 작다’
74) ‘쪼잔하다’류(9): ‘쪼잔하다’(7), ‘좀스럽다’(1), ‘옹졸하다’(1)
75) 이 외에도 한 번씩 출현하는 것으로는 ‘맹하다’, ‘흐리멍덩하다’, ‘앙칼지다’, ‘지저분

하다’, ‘헤프다’, ‘음탕하다’, ‘무책임하다’, ‘띨띨하다’, ‘시원찮다’, ‘깜깜하다’, ‘게으르
다’, ‘짓궂다’, ‘능청스럽다’, ‘상스럽다’, ‘심각하다’, ‘시끄럽다’, ‘뻔뻔스럽다’, ‘청승맞
다’, ‘칠칠치 못하다’, ‘속(이) 좁다’, ‘입이 가볍다’가 더 확인되었다. 

76) 보조동사 ‘대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
타내는 말이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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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의 경우를 보면, ‘삐죽거리다(1)’, ‘불불거리다(1)’77), ‘퉁퉁거리다
(1)’, ‘쟁쟁거리다(1)’, ‘(숨을) 헐떡거리다(1)’ 등이 발견되었는데, 역시 의
성의태어 어근과의 결합이 활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X-대다’
와 ‘X-거리다’의 경우에는, ‘-긴2-1’과의 통합에 의해, 어떤 행동을 자꾸 
하는(또는 어떤 소리를 자꾸 내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화자가 불만 또
는 비난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어떤 행동을 경망스럽게 자꾸 하거나 또는 어떤 성질을 계속 드러
낸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 ‘떨다’(‘떨다1「2」’)와 ‘부리다’(‘부리다2「2」’)가 
‘-긴2-1’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78) ‘~(을) 떨다’(7)의 경우에
는 ‘방정을 떨다(1)’, ‘고약을 떨다(1)’, ‘유난(을) 떨다(1)’, ’호들갑(을) 
떨다(1)’, ‘내숭(을) 떨다(1)’, ‘능청(을) 떨다(1)’, ‘벌벌 떨다(1)’79) 등이 
확인되었으며, ‘~(을) 부리다’(2)에는 ‘곤조를 부리다(１)’, ‘고집(을) 부리
다(1)’ 정도로 확인되었다.80) 대개 상대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자꾸 하거나 그러한 성질을 자꾸 드러내는 것을 보고, 화자가 ‘~(을) 떨긴
/부리긴.’ 이러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셋째, ‘-긴2-1’의 선행 용언으로는 본용언 또는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동사도 확인되었는데, 각각 ‘V-ㄴ 척하다’와 ‘-게 굴다’의 경우이
다. ‘V-ㄴ 척하다’(10)에는 ‘잘난 척하다(4)’, ‘아는 척하다(1)’, ‘착한 척
하다(1)’, ‘고상한 척하다(1)’, ‘겁나는 척하다(1)’, ‘여자인 척하다(1)’, ‘연
약한 척하다(1)’ 등이 확인되었다. ‘척하다’의 사전 뜻풀이에 의하면, 원래 
77) ‘불불거리다’에 관련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불불: 「부사」 ‘벌벌1’의 북한어. 
             (☞ 벌벌1 : 「부사」 (주로 ‘떨다’, ’떨리다’ 따위와 함께 쓰여)
            「1」 추위, 두려움, 흥분 따위로 몸이나 몸의 일부분을 크게 자꾸 떠는 모양.
            「2」 재물 따위를 몹시 아끼거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
     벌벌거리다1: 「동사」 […을] 추위, 두려움, 흥분 따위로 몸이나 몸의 일부분을 크게 자꾸 떨

다. ≒벌벌대다1

78) 떨다1「2」: 「동사」 […을] (동작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그런 행동을 
경망스럽게 자꾸 하거나 그런 성질을 겉으로 나타낸다. ≪표준≫

    부리다2「2」: 「동사」 […을] 행동이나 성질 따위를 계속 드러내거나 보인다. ≪표준≫
79) ‘벌벌 떨다’의 ‘떨다’는 ‘떨다1「1」’이며, ‘몹시 추워하거나 두려워하다’로 해석된다. 
80) ‘곤조를 부리다’ 관련:
    ‘곤조’: [비속어] 일본어 (根性) 에서 온 말로, 좋은 심성보다는 집요하고 고약한 성

질을 말할 때 주로 쓴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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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표준
≫)’인데, 어간에 ‘-긴2-1’이 결합된 ‘V-ㄴ 척하긴.’이라는 발화에서, 화자
의 부정적인 뉘앙스(또는 불만의 감정)가 느껴진다. 이때 ‘V-ㄴ 척하지 
마’라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게 굴다’(4)의 경우에는 ‘짜
게 굴다(1)’, ‘쩨쩨하게 굴다(1)’, ‘까칠하게 굴다(1)’, ‘비싸게 굴다(1)’ 등
이 확인되었다.81) 상대방의 못마땅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고 
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긴2-1’의 선행 용언이 형용사일 경우에는, 대개 사람 고유의 
성품이나 성격을 평가하는 것이며, 어휘 자체도 부정적인 의미(가치 판단)
를 지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2-1’의 선행 용언이 ‘이-’일 경우에
는, ‘현실적이다’ 하나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긴
2-1‘은 ‘이-’와의 결합에는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
히 들여다보면, 일부 명사 뒤에 접미사 ‘-적’이 결합된 것으로, ‘어떤 성격
을 띠거나 어떤 상태로 된’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82)
  선행 용언이 동사, 형용사, ‘이-’인 용례는 각각 다음 (43 ㄱ, ㄴ, ㄷ)과 
같다. 각각 상대방의 우는 행동, 무식함, 현실적인 생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핀잔을 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43) ㄱ. 인숙  : (갑자기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지훈  : (놀라) 아유, 또 울긴. 누가 안 된대?

<로열패밀리, 7회>
           ㄴ. 경민  : 사올라면 시원하게 맥주나 사오든지 하지 이게 뭐냐?
               정은 : 무식하긴.. 제사상에 맥주 놓는 거 봤냐? 아버지 기일엔 

원래 이런 거 사가는 거야.      <옥탑방 고양이, 6회>
           ㄷ. 호태 : 두리야? 이런 걸 화려한 귀향이라고 하는 거다. 
               두리 : 우리....여기서 자요? 
               호태 : (보고) 자식 지 엄마 닮아서 현실적이긴.  

82) -적18 (的): 「접사」(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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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못난이, 1-20회>
               
  또한, ‘-긴2-1’은 ‘-었-’과 통합되지 않는다. 다음 (44)가 그 용례이다.

      (44) ㄱ. 태인: 누가 전화 안 받으시래요? 
               보리: 핸드폰 없어. 세미나 갔을 때 안 챙겨 왔어. 
               태인: 에휴...칠칠맞으시긴...      <건빵선생과 별사탕, 13회>
           ㄱ‘. *에휴...칠칠맞으셨긴... 

(44)에서는 보리가 전화를 안 받는 과거의 사태에 대해서 태인이 부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다. ‘-었-’이 없이 과거 사태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역
시 탈종속화 구문의 한 특징으로 이해된다.83)
  한편, ‘-긴2’ 구문의 주어는 2인칭(주체=청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
자가 높일 만한 대상이어도 높임의 ‘요’의 통합이 허용되지 않고, 대신에 
주체 높임의 ‘-시-’가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다음 예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ㄱ. 최교사 : 그럼 선생님은 정말 모르셨어요? 
              형  우 : 왜 몰라요 알죠. 
              최교사 : 정림이가 좋아하는 거 아셨다구요? 
              형  우 : 아저씨라고 하면서 절 많이 따랐잖아요. 
              최교사 :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남자로서 좋아했다 그 말이죠. 
              형  우 : 그렇지 않아요. 
              최교사 : 이렇게 둔하시긴. 난 부산에서부터 느꼈는데요?     

                                                  <인생화보, 181회>
          ㄱ'. *이렇게 둔하시긴요. 
          ㄴ. 개화 : ...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까요, 하하... 싱크대 구조가 다 

거기서 거기라 그런가 봐요. 

83) 실제로 과거 사태보다는 현재의 사태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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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팀 : 건 아닌 거 같은데? 개화씨네 집 싱크대 이거 반도 안되
지 않아?

              개화 : 아유 오팀장님도 따지시긴...   <오! 마이 레이디, 11회>  
           ㄴ'. *아유 오팀장님도 따지시긴요... 

(45)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상황은 상대 높임의 ‘요’가 붙을 만한 상황이
지만, ‘요’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청자가 상정되어 있어도 일부러 
혼잣말처럼 하는 것(즉 청자 없는 상황으로 취급)이기 때문에 ‘요’가 붙지 
않는다.
  한편, 다음과 같은 용례에서 보듯이, ‘-시-’의 개입으로 주체에 대해 
[-尊待] → [+尊待]와 같은 화계 변동이 일어난다. 

       (46) 신지 : 좀 괜찮아?
            민용 : 괜찮으니까 퇴원하지.
            신지 : 쯧쯧 조심 좀 하지. 부실하시긴.

                 <거침없이 하이킥(2006-2007), 136회> 
 
예문 (46)에서는 실제로 주체가 높일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시-’가 사
용되고 있다. 이는 Culpeper(1996:355)에서 제시된 ‘풍자 혹은 거짓 공손 
전략(Sarcasm or mock politeness)’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 
공손의 형태를 취하나 사실상 상대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전략으로서, 
풍자를 하는 식으로 나쁜 감정을 우호적인 표현처럼 발화하며, 표면적 의
미와 발화 의도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다.84) 이때, 높임의 등급이 높아졌
으나, 높임의 정도는 낮아졌다. 여기에서 ‘-시-’는 尊待라기보다는 非尊待
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비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다. 

84) ‘풍자 혹은 거짓 공손 전략’은 불손 전략의 하나이다. Culpeper(1996:355)에서는 이외
에도 다른 네 가지 불손 전략을 제시하였다. 각각 ‘명시적 불손 전략’, ‘적극적 불손 
전략’, ‘소극적 불손 전략’, ‘공손의 보류’이다. 이 내용은 유연(2011:19)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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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긍정적 평가’의 ‘－긴2-2’

  1절에서는 부정적 평가 기능의 ‘-긴2-1’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긴’은 
부정적 평가 외에 긍정적 평가 기능도 지니고 있다. 다만, 이 기능은 ‘-긴
2-1’에 비해 훨씬 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긍정적 평가 기능
으로서 ‘-긴2-2’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기술할 것이다. 우선 ‘-긴2-2’
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4.2.1.  ‘-긴2-2’의 의미·화용적 특성

  ‘-긴2-2’는 화자가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거나 대견해 하
는 것을 표현하는 긍정적 평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말
을 듣거나 행동을 보고 나서, 화자가 완전히 긍정의 태도 혹은 칭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대견스럽거나 좋게 생각하는데 말로
는 약간 비꼬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느낌상으로는 매우 미묘하고, 대
개 ‘약화된 긍정적 평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85)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 (47)과 같다.      

      (47) ㄱ. 영선 : (메모 내밀며) 여기, 원호주소. 내가 경찰서에 아는 분
이 계시잖니? 니 딱한 사정 얘기 했더니 도와주시더라.  
 

85) 말뭉치에서 추출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전형적인 용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제자가 스승이 가르친 대로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스승: 자식, 진지하긴.
     Cf.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이윽고 푸하하 웃는 상우. 잡았던 팔을 휙 놓는다.)
         상우 : 짜식, 진지하긴...! 장난두 못 치겠네.         <인순이는 예쁘다,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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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반색) 정말? 하여간 이영선 발 넓은 건 알아줘야 돼. 
               영선 : 기집애, 새삼스럽긴.            <개인의 취향, 3회>86) 
           ㄴ. (혜성, 다 젖은 엄지의 다리를 보더니... 가방에서 옷을 꺼내 다

리를 덮어 주는.)
               엄지 : 상냥하긴...                    <2009 외인구단, 3회> 
           ㄷ.  혜빈 : 아! 내기골프 치자고 하세요. 지난번에 사주신 채로 제

가 원장님 기 팍팍 살려 드릴게요.
               광남 : 아.. 아직 원장 아니라니까, 그러네.
               혜빈 : 아우 정말 겸손하시긴.       <결혼 못하는 남자, 8회>
           ㄹ. 은복: 형... 어째 냄새가 나지 않아?
               금수: (예리한척하는) 그러네. 확실히 나네.
               동필: (쑥스러운) 하... 자식들 예리하긴. 내가 꼈어.. (한번 더 

뽀옹)                             <눈의 여왕, 10회>

(47 ㄱ)에서 영선은 개인의 발화를 듣고, ‘기집애, 뭘 좀 아는 구나.’ 정도
로 개인에 대해 칭찬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때 쓰인 ‘-긴’은 흐
뭇한 반응으로서 긍정적 평가에 속한다. (47 ㄴ)에서 ‘상냥하긴.’도 상대방
의 베푼 호의에 대한 반응으로 흐뭇해하며 마음에 들어 하는 긍정적인 평
가로 해석된다. 다만, ‘그렇게까지 상냥하거나 자상할 필요가 없는데…’라는 
함축 의미가 섞여 있고 약간 비꼬는 뉘앙스가 있다. (47 ㄷ)에서는 상대방
의 겸양의 말을 듣고 화자가 칭찬의 반응을 보이기에 긍정적인 평가로 이
해된다. (47 ㄹ)도 상대방의 정확한 관찰 및 판단(‘냄새 남’)에 칭찬하는 

86) 한편, ‘-긴2-2’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도 전형적으로 잘 쓰이는데, 뉘앙스는 예문 
(33 ㄱ)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ㄱ)의 경우, 표현상으로는 약간 
비꼬면서 칭찬하는 것이지만, 화자의 속으로는 흐뭇하거나 뿌듯하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에 가까운 것이다. 반면, 아래의 용례에서는 비꼬는 뉘앙스가 더 강한 것이므로 
부정적 평가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즉, ‘에이, 신기한 게 뭐 있어? 내가 원래 
능력 있고 잘하는 앤데 뭐...’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1) 태주 :  ?
         혜린 :  당신 근무태도며 실적이며 속속 보고 들어가는 모양이야. 꽤나 잘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다시 봤어, 강태주.       
         태주 :  새삼스럽긴. 내가 원래 능력이 좀 돼.             <케세라세라,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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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인 평가에 해당된다.
  위의 예문 (47)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긴2-2’의 
경우, 발화 명제가 선행 발화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외에도 ‘-긴2-2’는 혼잣말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청자가 상정되어 있
는 경우에도 혼잣말처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긴
2-2’ 절 전후로 ‘개뿔’류와 ‘씨발’류 비속어 표현이 붙지 않는 경향성을 보
인다. 이는 긍정적인 평가 자체가 비속어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속어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에만 쓰
이기 때문이다. 
  한편, ‘-긴2’(‘-긴2-1’과 ‘-긴2-2’)의 문맥에는 ‘자식(짜식/차식)’, ‘녀석’, 
’새끼’, ‘기집애’, ‘~ 놈’, ‘사람’ 등 표현이 출현하는 일이 흔하다. 다음이 
그 예이다.

     (48) ㄱ. 호  태 : 기집애 별나긴....         <내 사랑 못난이, 1-20회>
          ㄴ. 형  준 : 자식 급하긴.                  <1%의 어떤 것, 1회>
          ㄷ. 진  화 : 녀석...뜬금없긴.                      <꽃놀이, 7회>
          ㄹ. 상  식 : 새끼, 소심하긴...          <개와 늑대의 시간, 13회>
          ㅁ. 석중모 : (석중 손을 쓰다듬으며) 썩을 놈.. 삐죽삐죽 울긴.. 

                                              <너는 내 운명>
          ㅂ. 강이사 : 사람 참 겸손하긴...                <인생화보, 51회>

  다음으로 ‘-긴2-2’의 문법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2.2. ‘-긴2-2’의 문법적 특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긴2’는 뒤에 무엇인가가 생략된 느낌을 주지만 
복원 가능한 후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긴2’는 탈종속화의 일
례로, 탈종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의 네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
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만하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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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빈도 형용사 빈도  ’이다’ 빈도
쑥스러워하다87) 14 겸손하다 3 0

귀엽다 2
상냥하다

1예리하다
눈치 빠르다
새삼스럽다

의 하위유형인 ‘-긴2-2’ 역시 이러한 문법적 특성들을 그대로 보인다. 가
령, 상대방의 귀여운 행동을 보고 화자가 ‘귀엽긴.’이라고 평가하는 경우, 
또는 ‘귀엽긴 왜 이렇게 귀여워?’보다는 ‘귀엽긴 참/정말 귀여워.’처럼 그 
의미가 복원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실제로 생략된 후행 요소가 
‘(사람 참) 정말 VP-.’와 같은 평서문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VP-?’와 같
은 수사의문문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이를 감안하여 ‘-긴2-2’는 ‘관습화
된 생략’ 단계(단계 Ⅲ)에서 ‘주절 구조로의 재분석’ 단계(단계 Ⅳ)로 넘어
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긴2-2’의 세부적인 문법적 특성들이 더 관찰되었다.  
  우선, 본고는 ‘-긴2-2’에 선행 용언의 제약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음 
[표4]에서 제시된 것처럼, ‘-긴2-2’의 선행 용언으로 동사와 형용사가 나
타나는 반면 ‘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얼핏 보면 동사가 가장 고
빈도로 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사도 형용사에서 온 것(형
용사 파생 동사)이거나 상태성을 지니는 것이며, ‘쑥스러워하다’류의 동사
만 확인되었다. 이로 보았을 때, 실제로 ‘-긴2-2’에는 동사가 잘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선행 용언은 대개 긍정적인 의미(가치 
판단)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는바, 긍정적인 평가 기능과 잘 어울린다고 이
해된다.

[표4] ‘-긴2-2’의 선행 용언

87) ‘부끄러워하다’류(14): ‘쑥스러워하다’(5), ‘수줍어하다’(3), ‘부끄러워하다’(5), ‘부끄
러움 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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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긍정적 평가로서의 ‘-긴2-2’와 결합하는 용언에는 심한 제약
이 따른다. 예컨대, ‘잘하다’와 ‘예쁘다’와 같은 것은 긍정적 평가의 술어로 
쓰일 수 있으나, ‘잘하긴.’ 혹은 ‘예쁘긴.’이라고 할 때, 긍정적인 평가로 해
석되지 못하고, 반박(‘-긴1’)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는 
‘-긴2-1’의 선행 용언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로
써 ‘-긴2’는 선행 용언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부정적 평가로서 ‘-긴2-1’과 긍정적 평가로서 ‘-긴2-2’의 선행 
용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런 기능은 ‘-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아
니면 맥락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긴’의 내재적 의미·기능으로 처리한다. 어떤 맥락에서 자주 
쓰이다 보면 그 맥락의 의미가 기능 속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긴2-2’는 ‘－었－’과는　통합되지　못하고，‘－시－’와만　통합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와의　통합　양상은　다음 예문 (49)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때의 ‘-시-’는 확실히 주체 높임의 역할을 하고 있다.

      (49) 혜빈 : 아! 내기골프 치자고 하세요. 지난번에 사주신 채로 제가 원
장님 기 팍팍 살려드릴게요.

            광남 : 아.. 아직 원장 아니라니까, 그러네.
            혜빈 : 아우 정말 겸손하시긴.          <결혼 못하는 남자, 8회>

예문 (49)의 ‘-시-’는 확실히 주체 높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앞에
서 다뤘던 ‘-긴2-1’과는 사정이 다르다. 앞서 ‘-긴2-1’은 ‘-시-’가 尊待 및 
非尊待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쓰이며, 이때에는 단지 비꼼 효과 극대화의 
수단으로만 쓰인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긴2-2’는 ‘요’가 붙을 만한 상황에서(즉 청자 높임일 경우
에)도 ‘요’와는 잘 통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긴2-2’가 혼잣말로서
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 (50)은 그러한 양상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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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1’ ‘-긴2’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 여부 ○ ×
혼잣말/상대에게 하는 말에 쓰이는 경향성 상대에게 하는 말 > 혼잣말 혼잣말 > 상대에게 하는 말

‘요’와의 통합 가능성 ○ ×
선행 용언의 제약 × ○

후행요소의 복원 가능성 ○ △

      (50) ㄱ. (상위자 A의 겸손한 말을 듣고) 
               B: 아우 정말 겸손하시긴.
           ㄱ'. (상위자 A의 겸손한 말을 듣고) 
             B: *아우 정말 겸손하시긴요.

  지금까지 ‘-긴1’과 ‘-긴2’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두 구문을 구분하
는 주요 특성은 다음 [표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5] ‘-긴1’과 ‘-긴2’의 주요 특성 비교

○ : 가능/있음  × : 불가/없음  △ : 가능하기는 하나 형태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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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태부사 ‘하긴’

   지금까지 ‘-긴1’과 ‘-긴2’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하였는데, 5장에서는 양태부
사 ‘하긴’의 문법·의미·화용상의 특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긴’은 종래에 접속부사로 보는 견해(김선영 2003 등)도 있었고, 양태부사로 
보는 견해(왕문용·민현식 1993, 손남익 1995 등)도 있었다. 양태부사는 흔히 문
장부사의 하위 범주로서 접속부사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손남익 
1995, 임홍빈·장소원 1995, 신서인 2014 등). 양태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는 점에서 접속부사와 같이 문장부사로 묶이는 것이며, 양태적 의미, 즉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접속부사와는 구별된다.88) 본고에서는 
‘하긴’을 양태부사로 보는 입장을 취하며, 양태부사 ‘하긴’이 문말에 나타나는 경
우, 즉 ‘하긴.’에 한해서만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89) 
  ‘하긴’은 상당히 어휘화된 것으로 하나의 부사로서의 확고한 문법 지위를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앞서 다뤘던 ‘-긴1’ 혹은 ‘-긴2’의 사정과는 다르다. 양태부사 
‘하긴’은 ‘하기는’의 준말이며, ‘하기는’은 ‘그러하기는’에서 ‘그러-’를 생략시킨 
형태로 부사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하기는, 하긴’은 어근 ‘그러-’가 생략되고 의미 변화까지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원래 대용의 기능만 담당하던 접속부사가 양태적 의미를 획득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이후인 2015:82). 다음 예에서 ‘하긴’은 ‘*그러하긴’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88) 양태(modality)는 일반적으로 Lyons(1977: 452)에서 제시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
도’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박진호(2011ㄱ:310)에서는 양태를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라고 정의하면서 양태의 
하위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인식 양태(확연성, 개연성, 가능성), 당
위 양태(의무, 허락/허용), 동적 양태(능력, 의도, 바람), 감정 양태(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증거 양태(직접 경험, 傳聞, 추론)’이
다(이후인 2015:8-9에서 재인용).  

89)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고의 연구 대상은 구어 문말 형식 ‘-긴’(즉 ‘-긴.’)이고, ‘-
긴.’의 용례를 추출할 때 ‘하긴.’도 확인되었으므로 양태부사 ‘하긴’도 같이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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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하기는

≪표준≫ 「부사」 ‘하기는’의 준말. 
(6704면.)

「부사」
 ‘실상 말하자면’의 뜻으로, 이미 된 
일을 긍정할 때에 쓰는 접속 부사. 
(6703면.)

≪고려≫
「부」 앞 내용을 긍정하며 뒤 
내용을 이어 갈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본말」 하기는. (6812면.)

[+하_기+는] 
「부」 앞 내용을 긍정하며 뒤 내용
을 이어 갈 때 쓰여 이어 주는 말.
<준말>하긴. (6812면.)

≪연세≫ 「부」 ‘하기는’의 준말. 
(1994면.)

「부」 [앞서 있었던 일이나 이야기
를 긍정하면서 뒤의 말을 이을 때 
쓰이어] 아닌 게 아니라. 실상을 적
당히 말하자면. 
(1994면.)

        (51) {하긴, *그러하긴} 네 말이 옳구나. (장소원 2008:60)

  다음으로 ‘하긴’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하긴’ 및 ‘하기는’은 사전
에 다음 [표6]과 같이 뜻풀이가 되어 있다. 

 [표6] ‘하긴’ 및 ‘하기는’의 사전 뜻풀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긴’은 대체로 앞 내용을 긍정하는 의미로 풀이되
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로 ‘하긴’에는 ‘긍정’의 의미 외에도, ‘화자 자신의 
생각에 대한 유보’라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 다시 말해, “‘실상 말하자면’의 의미로, 이미 있었던 일을 긍정할 때 사용된
다.”라는 사전 뜻풀이보다 더 세밀하게 그 의미·기능을 고찰하였다. 다음이 그 
용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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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광만 : 아무리 생각해봐도 맏사위로서 내가 이서방을 한 번 만나봐야 하  
                  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윤지 : 놔두래두 그러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나서 무슨    
                  얘길 어떻게 하게? 
           광만 : 하긴...    <열아홉 순정, 1-30회, 32-79회>
     
위 예문에서 광만은 ‘이서방을 한 번 만나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였다가, 
윤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나서 뭐하게?’라는 말을 들은 후,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원래 생각을 포기/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화자가 원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입장 또는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자신
의 원래 생각을 유보하는 것이다.     
  본고는 실제 구어 말뭉치에서 검색하여 용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하긴’의 용법
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보이면 다음 (53)과 같다.

      (53) ㄱ. 재영 : 가서 데리고 올까 ? 와서 싹싹 빌라고. 
               선희 : 니 오빠 몰라서 그래, 누가 빌란다고 빌 녀석이야. 
               재영 : 하긴... 오빠가 누구한테 뭘 빌면 그게 더 이상하지.    
                                               <1%의 어떤 것, 7회>
           ㄴ. 선정 : 찬호씨, 호주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찬호 : 어휴, 일하러 갔는데 좋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선정 : 하긴... 찬호씨야 워낙에 성실하시니까...일하러 가면 일 밖에   
                      모르시는구나.    <넌 어느 별에서 왔니, 09회>
           ㄷ. 양금 : 힘들게도 산다. 그냥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 병원 차려 달라  
                      그래. 
               희주 : 그런 남자가 어디 흔한가요.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양금 : 하긴. 정말 세상에 공짜 없더라.    <연인, 1회>
           ㄹ. 영달 : 아니 뭐 전화 온 데 없냐고?
               문숙 : 아뇨??? 전화가 오면 당신 핸드폰으로 오지 굳이 집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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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요.
               영달 : 하긴...그...그렇지.    <솔약국집 아들들, 9회> 
           ㅁ. 서연 : 어머? 이 집은 코스 요리가 맛있는데...? 특선 코스 요리 드    
                      세요.
               수현 : (여전히 미소 잊지 않고) 아, 아닙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    
                      트 중이라...
               서연 : 하긴... 중국요리가 칼로리가 높긴 하죠.   
                                                    <아빠 셋 엄마 하나, 9회>

(53 ㄱ)에서는 재영은 가서 오빠를 데리고 와서 싹싹 빌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선희는 그 사람이 쉽게 비는 사람이 아님을 이야기한 후, 재영은 그것을 깨달아
선희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기의 원래 생각(제안)을 유보한다. (53 ㄴ)은 선정은 
기대를 품고 호주에 갔다 온 찬호에게 호주가 좋았냐고 물어봤는데, 찬호는 일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바빠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후, 선정은 ‘찬호
가 워낙 성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찬호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기의 원래 생각(기대)을 부분적으로 유보한다. (53 ㄷ)에서는 
양금은 힘들게 사는 희주를 보고, ‘돈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만이지 그럴 
필요가 뭐 있어?’라고 하는데, 희주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한 후, 양
금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원래 생각을 부분적으로 유보한다. (53 ㄹ, ㅁ)
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긴’이라는 발화를 통해, 화자는 상대방의 
의견도 가능성 중의 하나임을 인정/수용하면서 자기의 원래 생각을 부분적으로 
유보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하긴’은 선행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
도를 나타내는 ‘인식 양태’의 의미가 내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긴’의 후행문의 문말에는 ‘-긴 하-’ 구
문 또는 대용어 ‘그렇-’ 등이 호응하는 일이 흔하다. 그리고 흔히 [-의외성]의 
의미 성분을 지닌 ‘-지’ 혹은 [+의외성]의 의미 성분을 지닌 ‘-구나’, ‘-더’ 등
과 호응하기도 한다. 이후인(2015:39)에서는 ‘하기는’은 화자가 선행 명제 또는 
사태를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 주로 사용되며,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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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는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
지만, 이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이로부터 의외성의 의미
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한편, 다음 용례에서 보듯이 ‘하긴’은 ‘요’와 통합될 수 있다. 
     
      (54) 문숙 : 어떻게 잘들은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거 생각보다 곤혹스러운     
                   데!
            영달  : 둘째 아들이 그 병원 의산데 뭐어!
            문숙  : 하긴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어요... 
                                                    <솔약국집 아들들, 38회>

 다만, 실제 구어 말뭉치에서 조사하고 통계를 낸 결과에 의하면, ‘하긴요’의 출
현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긴.’의 용례가 770개가 있는 데에 비
하여 ‘하긴요.’의 용례는 10개밖에 없었다. 즉, ‘요’의 통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편, ‘하긴’은 혼잣말로도, 상대에게 하는 말에도 모두 쓰일 수 있으나, 혼잣
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55) ㄱ. 인하가 둘러보지만..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다.
                인하 : (혼잣말로) 하긴..나도 몰랐던 가석방인데..나왔을 리가 없지..  
                                                           <올인, 1-24회>
            ㄴ. 민숙 : 저녁에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요.
                말자 : 야 일기 예보보다 내가 더 잘 알어. 내가 걸어 다니는 일기  
                       예보 아니냐. 무릎이 팍팍 쑤시는 거 본 께 곧 비든 눈이든,  
                       뭐든  한바탕 쏟아지게 생겼어.
                민숙 : 하긴요. 어머니 일기예보 맞을 때가 많아요.  
                                              <별난 여자 별난 남자, 131회>

예문 (55 ㄱ)은 혼잣말로 쓰이는 경우이고, (55 ㄴ)은 상대에게 하는 말에 쓰이
는 경우이다. 여기서 예문에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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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하긴’에는 비속어 표현이 붙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긴’이 의미상으로 
‘선행 발화 내용을 수용/긍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는 것’임을 고려해 보
았을 때, 수용/긍정하는 화자의 태도에 어긋나는 비속어 표현이 붙는 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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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구어 문말 형식 ‘-긴’
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귀납적으로 기술하였다. ‘부정/반박’ 기능의 ‘-
긴1’(‘명제 부정’ 기능의 ‘-긴1-1’, ‘상위언어적 부정’ 기능의 ‘-긴1-2’)과 
‘평가’ 기능의 ‘-긴2’(‘부정적 평가’ 기능의 ‘-긴2-1’, ‘긍정적 평가’ 기능의 
‘-긴2-2’) 그리고 ‘선행 발화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긍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는’ 기능의 양태부사 ‘하긴’에 대해 각각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기능의 사용 빈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 문말 형식 ‘-긴’의 가장 두드러진 용법은 ‘부정/반박’이며, 
세부 용법으로서 ‘명제 부정’과 ‘상위언어적 부정’은 모두 활발하게 쓰인다. 
이에 비해, ‘평가’로서의 용법은 비교적 덜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그 중 
‘부정적인 평가’의 용법은 어느 정도 사용되는 데에 반해 ‘긍정적인 평가’
의 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문말 형식 ‘-긴’이 기능에 따라 사용 빈도 차
이를 보이는 것은, 결합된 선행 용언의 제약 양상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긴1’은 선행 용언의 결합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반면, ‘-긴2’는 
일정한 제약을 따르기 때문이다.   
  문말 형식 ‘-긴’은 한국어 사전에서는 종결어미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적 구성에서 
문 종결 형식이 발달하면서 주절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탈종속화
(insubordination)의 일례로 다룰 만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긴1’은 ‘부정/반박’의 담화 기능으로서,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이 있
고, 혼잣말보다 상대에게 하는 말에 더 많이 쓰이며, ‘개뿔’류 비속어 표현
이 붙는 경향이 있다. ‘-긴1’은 후행 요소가 복원 가능하며 그 후행 요소
가 ‘의문사 VP-?’와 같은 수사의문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긴1’
은 선행 용언으로 동사, 형용사, ‘이-’와 두루 결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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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없다. ‘요’도 붙을 수 있다. 
  특히, ‘-긴1’은 뒤에 복원 가능한 후보로 수사의문문만 허용한다는 점에
서 문장유형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과 ‘부정/반박’ 기능으로서 특정 의미·기
능을 수행하는 것, ‘-었-’이 없이 과거 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탈
종속화의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긴1’은 탈종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 중의 세 번째 단계, 즉 ‘관습화된 생략’ 단계에 있으며, 경제성과 공
손성을 위해서 탈종속화가 일어났음을 검토하였다. 
  ‘-긴1-1’과 ‘-긴1-2’는 ‘명제 부정’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기능적 차이를 
보이며,  ‘-긴1-1’보다 ‘-긴1-2’에 ‘개뿔’류 비속어 표현이 붙는 일이 적다. 
‘-긴1-2’의 경우, 의문사가 포함된 동사구가 선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며, 
이는 ‘-긴1-1’과 구별된다. 한편, ‘-었-’은 ‘-긴1-1’과는 결합할 수 없으나, 
‘-긴1-2’와는 통합이 가능하다. 주체가 화자일 때, ‘-시-’의 통합은 ‘-긴
1-1’은 불가능하나 ‘-긴1-2’에는 허용된다.
  ‘-긴2’는 ‘평가’의 담화 기능으로서,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혼잣
말의 성격이 강하며, ‘개뿔’류 비속어 표현이 잘 결합하지 않는다. ‘-긴2’는 
복원할 만한 후행 요소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굳이 그 의미를 복원한다면 
‘왜 (이렇게) VP-?’와 같은 수사의문문 혹은 ‘(사람 참) 정말 VP-.’와 같
은 평서문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긴2’는 선행 용언 제약이 있
으며, 형용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동사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이-’
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시-’는 통합 가능하지만 ‘요’는 통합될 
수 없다. ‘-었-’도 통합되지 않는다. 
  ‘-긴2-1’과 ‘-긴2-2’는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의 기능적 차이를 보
인다. 또한, ‘-긴2-1’는 앞/뒤에 ‘씨발’류 비속어가 올 수 있는 반면 ‘-긴
2-2’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또한 ‘-긴2-1’에 ‘-시-’가 결합되는 경우는 다
시 尊待와 非尊待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非尊待로 쓰인 ‘-시-’는 
비꼼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이다. 
  특히, ‘-긴2’의 후행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래 종속절에서 
발달한 문 종결 형식이라는 점은 분명함을 살펴보았다. ‘-긴2’는 ‘평가’ 기
능으로서 특정적인 의미·기능을 가진다는 것과, ‘-었-’, ‘요’와 통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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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1’ ‘-긴 2’ 양태부사 ‘하긴’‘-긴 1-1’ ‘-긴 1-2’ ‘-긴 2-1’ ‘-긴 2-2’
의미·화용적 특성

의미적 · 화용적 기능 부정/반박 평가 수용(긍정)+유보명제 부정90) 상위언어적 부정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선행 발화 내용에 대한 언급 ○ × △91)

혼잣말/ 상대에게 하는 말에 더 많이 쓰이는 경향성 상대에게 하는 말 > 혼잣말  상대에게 하는 말 < 혼잣말 상대에게 하는 말 < 혼잣말
비속어 표현이 통합하는 경향성 ‘개뿔’류 ○ △ ‘개뿔’류 × × ×‘씨발’류 △ ‘씨발’류 ○

문법적 특성

선행 용언
동사  ○ ○  ○ △ *그러하다92)형용사  ○ ○  ○ ○  ‘이-’  ○ ○  △ ×

시제 ‘-었-’과의 통합 × △ × × ×

높임 ‘-시-’와의 통합
○ ○ ○ ○

×주체=화자인 경우에는 통합 ×
 주체=화자인 경우에도 통합 ○ 

尊待 尊待 非尊待 : 핀잔 효과 극대화 ‘요’와의 통합 ○ ○ × × △ 
생략된 후행 요소의 복원 가능성과 형태93)

 ○ △94) -  
 ‘의문사 VP-?’와 같은 수사의문문 ‘왜 (이렇게) VP-?’와 같은 수사의문문 혹은 ‘(사람 참) 정말 VP-.’와 같은 평서문95) -

탈종속화의 단계 Ⅲ Ⅲ→Ⅳ -

않는다는 점에서 탈종속화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긴2’는 탈종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 중 세 번째 단계(‘관습화된 생략’)에서 네 번째 단
계(‘주절 구조로의 재분석’)로 넘어가고 있으며, 경제성 차원에서 탈종속화
가 일어났음을 논의하였다.
  양태부사 ‘하긴’은 ‘하기는’의 준말이며, ‘하기는’은 ‘그러하기는’에서 ‘그러-’를 
생략시킨 형태로 부사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긴’은 ‘선행 발화를 수용/긍
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혼잣말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요’가 통합되는 일이 흔치 않으며, 비속어 표현이 잘 붙지 않는다.  
  문말 형식 ‘-긴’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7] 문말 형식 ‘-긴’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

90) 화자 겸양의 경우도 포함된다.
91) 본문에서 밝히었듯이, ‘하긴’이라는 발화에서는 선행 발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

지만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하긴’의 ‘그러-’는 이전 발화에 대한 인용/언급의 표
시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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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있음 ×: 불가/없음 △: 가능하기는 하나 흔하지 않음 -: 다루지 않음96)

  본 논의는 ‘-긴’ 또는 ‘-기는’ 억양의 구체적 실현과 ‘-긴1’과 비슷한 담
화 기능을 보이는 몇 가지 표현들 간의 차이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또
한, 현대 한국어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문말 형식 ‘-긴’의 실제 사용 양상
을 조사·분석하고 기술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시적인 논
의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92) 통시적으로 볼 때, ‘-긴’의 선행용언이 ‘*그러하다’임을 말한다. 
93) ‘-긴’절은 ‘VP-긴’이라는 형태이다.
94) 복원은 가능하기는 하나 형태가 분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95) 다만, 긍정적 평가의 경우에는, 생략된 후행 요소를 상정할 때, ‘왜 (이렇게) VP-?’와 

같은 의문문으로 복원하는 것보다 ‘(사람 참) 정말 VP-.’와 같은 평서문으로 복원하는 
것이 의미상 더 자연스럽다. 

96) 본고에서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문말 형식 ‘-긴’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이미 어휘화된 
‘하긴’에 대해서도 통시적인 검토보다 공시적인 검토(현대 한국어에서의 사용 양상 등)
에 집중하기로 한다. 



- 72 -

참고문헌

[논저류]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현정(2012), ‘-기는’ 구문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19, pp. 1-28.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송희(2014),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 연구: 상위언어적 부정 및 

부정 아닌 부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2005), 수사 의문문에서의 되풀이 현상, 《한국어문학》87, pp. 

131-155.
김태엽(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22, 한

국언어학회, pp. 171-189.
______(2001), 《국어 종결어미의 문법》, 국학자료원.
김푸른솔(2015), 한국어 필수 부사어의 통사와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숙영(2005/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국어학 총서 66, 태학사.
______(2015), 한국어 탈종속화(Insubordination)의 한 종류, 《한국어학》 

69, pp. 1-39.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_(2006), 《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국어학 총서 56, 태학사.
박진호(2011ㄱ),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pp. 289-322  
______(2011ㄴ), 시제, 상, 양태, 유현경 외,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

론》, 태학사, pp. 171-224.
______(2011ㄷ),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 1-25. 

______(2012), 單義(monosemy)와 多義(polysemy): 문법화와 유형론의 
관점에서, 한국어의미학회 제 30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 73 -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신서인(2014),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 의

미학》44, pp. 89-118. 
유연(2011), 현대 한국어 경어법 전환의 화용론적 연구: 공손성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은정(2011), 스페인어의 술부 분열 구문과 한국어 ‘[V1-기는 ... 

V2-...]’구문에 대한 비교 연구와 스페인어 교육에서의 활용, 
《스페인어문학》 60, pp. 103-127.

이  민(2012), 구어체 종결 표현 ‘-을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영(2014), 명제와 양태, 《한국어 의미학》 43, pp. 303-320.
이성범(201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한국문화사. 
이수연(2014), 동일 어간 반복 구문의 의미 특성: ‘V-기는 V, V-기만 V’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6, pp. 141-161. 
이영민(2001), 확인문 ‘-지’의 범주 확인을 위하여, 《국어학》 38. pp. 

241-269.
이익섭·채 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이의종(2012), 증거성과 정보 관할권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후인(2015),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임동훈(1998), 서태룡 외 편, 주체경어법, 《(이익섭 선생님 회갑 기념 논

총)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pp. 305-328.
______(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 12, 

pp. 127-153.
______(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pp. 



- 74 -

211-249.
______(2011), 문장의 유형,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pp. 227-265.
임홍빈·장소원 공저(1995), 《국어문법론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

부.
장경희(1998), 서법과 양태, 서태룡 외 편, 《(이익섭 선생님 회갑 기념 

논총)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pp. 261-303.
장소원(2008ㄱ), 현대국어 문장부사어의 형성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대

학원 국어연구회 편, 《(심악 이숭녕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논
문집) 李崇寧 現代國語學의 開拓者》, 태학사, pp. 1149-1173.

______(2008ㄴ), 현대국어의 생략 부사어, 《국어학》 52. pp. 55-84.
채  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______(1990), 특수조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국어연

구회 편, 동아출판사.
______(1998), 특수 조사, 서태룡 외 편, 《(이익섭 선생님 회갑 기념 논

총)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pp. 115-138.
최기용(2002), 한국어 용언 반복 구문: 용언의 가시적 이동을 위한 또 하

나의 근거, 《생성문법연구》12, 생성문법학회, 139-167.
Bisang, W.(2007), Categories that make finiteness: discreteness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and some of its repercussions, 
Finiteness ：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5-137.

Buscha, A.(1976), Isolierte Nebensätze im dialogischen Text, Deutsch 
als Fremdsprache 13, pp. 274-279.

Culpeper, J.(1996), 'Toward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pp. 349-367.

Evans, N.(2007), Insubordination and its uses, Finiteness: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75 -

pp. 366-431.
Hopper, P. & E. C.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은일 외 역(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Horn, Laurence R.(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 pp. 121-174.
Huang, Y.(2007), Pragma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이

해윤 역(2009),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익환·권경원 역(1993), 《화용론》, 한신문화사.
Lyons, J.(1977), Semantics Ⅰ·Ⅱ,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thun, M.(2008), The extension of dependency beyond the sentence, 

Language 84-1, pp. 69-119.
Nikolaeva I(2007), Constructional Economy and nonfinite independent 

clauses, Finiteness: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237-7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8-180.  

Weuster, E.(1983), Nicht-einggebettete Satztypen mit Verb-Endstellun
g im Deutschen In K. Olszok and E, Weuster (eds.), Zur Wort
stellungsproblematik im Deutschen, Tübingen: Narr, pp. 7-88.

Whaley, Lindsay J. (1996),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Publications, 김기혁 역(2010), 
《언어유형론: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편(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네이버 지식백과(인터넷 백과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76 -

부록

영화 대본 목록:

...ing

10억

301 302

4인용식탁

7급공무원

8월의 크리스마스

YMCA 야구단

가루지기

가문의 부활

가문의 영광

가을로

가족의 탄생

각설탕

간첩리철진

강력3반

강원도의 힘

강철중

거룩한 계보

거미숲

거북이 달린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걸프렌즈

검은 집

결혼은 미친 짓이다

고고70

고독이 몸부림칠 때

고사-피의 중간고사

고양이를 부탁해

공공의적

광식이 동생 광태

괴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국가대표

국화꽃향기

굿모닝 프레지던트

귀여워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놈목소리

그놈은 멋있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랑프리

그해 여름

극락도살인사건

기막힌 사내들

김복남살인사건의 전말

김씨표류기

김종욱 찾기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

다

나쁜 남자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남극일기

내 마음의 풍금

내 깡패같은 애인

내 사랑 내 곁에

내 생애 가장아름다운 일주

일

내여자친구를소개합니다

너는 내운명

넘버3

누가 그녀와 잤을까

누구나 비밀은 있다

님은 먼곳에

다세포소녀

다찌마와리

단적비연수

달마야 놀자

달콤, 살벌한연인

달콤한 인생

대한민국헌법제1조

댄서의 순정

데이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마뱀

동감

동갑내기 과외하기

동승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두사부일체

뚫어야산다

라디오스타

라이터를 켜라

령

로드무비

리베라메

마더mother

마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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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보이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마이제네레이션

마이파더

마지막늑대

말아톤

말죽거리잔혹사

맨발의 기봉이

맨발의 꿈

멋진하루

목포는 항구다

미녀는 괴로워

미술관옆 동물원

미스터 소크라테스

밀양

바람난 가족

바람피기좋은날

바르게 살자

박봉곤가출사건

박수칠 때 떠나라

박쥐

박하사탕

반가운 살인자

반칙왕

방과 후옥상

방자전

백만장자의 첫사랑

버스정류장

번지점프를 하다

범죄의 재구성

베스트셀러

복수는 나의것

봄날은 간다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봄

부당거래

부산

분홍신

불꽃처럼 나비처럼

불어라봄바람

불후의 명작

뷰티풀선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비밀애

비스티보이즈

빙우

뽕

사랑니

사랑따윈필요없어

사랑을 놓치다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사랑해, 말순씨

사이보 그지만 괜찮아

새드무비

색즉시공

선물

선생 김봉두

소년, 천국에 가다

수취인불명

숙명

순애보

쉬리

슈퍼스타감사용

스승의 은혜

스카우트

시

시라노연애조작단

시월애

시크릿

식객-김치전쟁

신라의달밤

신부수업

심장이 뛴다

싱글즈

싸움의기술

써니

아 유 레디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아는 여자

아랑

아름다운 시절

아빠가여자를좋아해

아이스케키

아저씨

아파트

악마를 보았다

악어

안녕! 유에프오

안녕, 형아

알포인트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

치는 영향

약속

어깨너머의 연인

어린신부

억세게 운수 좋은 날

얼굴 없는 미녀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엠

여고괴담 5

여배우들

여자,정혜

역도산

연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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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소설

연애의 목적

연풍연가

열혈남아

엽기적인 그녀

영어완전정복

영화는 영화다

예스터데이

예의 없는 것들

오! 브라더스

오! 수정

오감도

오로라공주

오아시스

올가미

올드보이

와니와 준하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일드카드

외출

용서는 없다

용의주도 미스 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형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묵배미의 사랑

우아한 세계

울학교 이티

웰컴 투 동막골

위대한 유산

유령

육혈포 강도단

음란서생

의형제

이중간첩

인디안 썸머

인사동 스캔들

인샬라

인어 공주

인터뷰

인형사

일단 뛰어

자카르타

잔혹한 출근

잠복근무

장화홍련

전설의고향

접속

정사

조선명탐정

조용한 세상

조용한 가족

좋지 아니한가

주먹이 운다

주홍글씨

죽이고 싶은

중독

중천

즐거운 인생

지구를 지켜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질투는 나의 힘

집행자

짱

쩨쩨한 로맨스

처녀들의 저녁식사

천하장사 마돈나

청담보살

청연

청춘만화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초록물고기

최강로맨스

추격자

친구

친절한 금자씨

카라

클래식

클럽 버터플라이

킬러들의 수다

킹콩을 들다.

타짜

태극기 휘날리며

태양은 없다

태풍

텔 미 썸딩

퇴마록

투캅스

튜브

파괴된 사나이

파란 대문

파란 자전거

파랑주의보

파송송 계란탁

파업전야

파이란

펀치 레이디

편지

평양성

평행이론

폭력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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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 제로

플라스틱 트리

플라이 대디

플란다스의 개

피도 눈물도 없이

피막

하녀

하루

하얀방

해변의 여인

해안선

해피 엔드

행복

행복한 장의사

헬로우 고스트

혈의 누

형사 Duelist

호로비츠를 위하여

홀리데이

홍길동의 후예

홍반장

화려한 휴가

드라마 대본 목록:

1%의 어떤 것 1회~26회

2008 전설의 고향 1회~8회

2009 외인구단 1회~16회

90일, 사랑할 시간 14회~16회

90일, 사랑할 시간 1회~11회

9회말 2아웃 1회~16회

가문의 영광 1회~50회

가시나무새 1회~2회

강남엄마 따라잡기 1회~18회

강적들 1회~16회

개와 늑대의시간 1회~16회

개인의 취향 1회~16회

거짓말 1회~20회

거침없는 사랑 1회~19회

거침없이 하이킥(2006-2007) 1회~167회

건빵선생과 별사탕 1회~16회

검사 프린세스 1회~16회

겨울연가 1회~20회

결혼 못하는 남자 1회~16회

결혼하고싶은여자 1회~18회

결혼해주세요 1회~2회

경성스캔들 1회~16회

고독 1회~20회

고맙습니다 1회~16회

고스트 1회~16회

공부의신 1회~16회

공주가 돌아왔다 1회~16회

구미호외전 1회~16회

국희 1회~20회

굿바이 솔로 1회~16회

궁 1회~24회

귀여운 여인 1회~10회, 13회~16회

그 여자 1회~20회

그대, 웃어요 1회~45회

그대 그리고 나 1회~58회

그들이 사는 세상 1회~16회

그린로즈 1회~22회

그저 바라보다가 1회~16회

글로리아 1회~12회

기적 1회~4회

김가이가 1회~24회

김치·치즈·스마일(2007-2008) 1회~121회

꼭지 1회~24회

꼭지 25회~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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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아름다워 1회~30회

꽃보다 남자 1회~20회

나쁜 남자 1회~18회

남자이야기 1회~20회

낭랑 18세 1회~16회

내 마음을 뺏어봐 1회~16회

내 마음이 들리니 17회~26회

내 여자 1회~24회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회~16회

내 이름은 김삼순 1회

내 인생의 꽁깍지 1회~16회

내 인생의 스페셜 1회~8회

내게 거짓말을 해봐 1회~5회

내남자의여자 1회~14회

내마음이 들리니 1회~16회

내사랑내곁에 1회~4회

내사랑못난이 1회~20회

내사랑팥쥐 1회~10회

내생애마지막스캔들 1회~16회

내조의 여왕 1회~20회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회~16회

네 멋대로 해라 1~20회

노란손수건 1회~132회

눈꽃 1회~16회

눈물이 보일까봐 1회~16회

눈사람 1회~17회

눈의 여왕 1회~16회

뉴하트 1회~23회

닥터 깽 1회~16회

닥터챔프 1회~16회

단팥빵 1회~26회

달자의봄 1회~22회

달콤한나의도시 1회~16회

달콤한인생 1회~19회

달팽이 1회~16회

대물 1회~24회

대한민국변호사 1회~16회

돌아와요 순애씨 1회~16회

두번째 프로포즈 1회~16회

드림 1회~20회

떼루아 1회~8회

라이벌 1회~20회

러브레터 1회~16회

러브스토리 1회~16회

러빙유 1회~12회

로망스 1회~16회

로맨스 헌터 1회~16회

로열패밀리 1회~18회

마당 깊은 집 1회~8회

마왕 1회~20회

마이 프린세스 1회~6회

마이걸 1회~2회

마이더스 1회~3회

맛있는 청혼 1회~16회

맨땅에 헤딩 1회~40회

메리대구 공방전 1회~16회

명가 1회~10회

명랑소녀 성공기 1회~16회

모래시계 1회~24회

못된 사랑 1회~20회

몽땅 내사랑 1회~103회

미남이시네요 1회~16회

미스 리플리 1회

미스터 굿바이 1회~16회

미안하다, 사랑한다 1회~16회

민들레가족 1회~16회

바보 같은사랑 1회~20회

반달곰 내 사랑 1회~16회

반짝반짝 빛나는 03회

반짝반짝 빛나는 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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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빛나는 11회-13회

반짝반짝 빛나는 14회

반짝반짝 빛나는 15회

반짝반짝 빛나는 16-22회

반짝반짝 빛나는 1회~40회

발리에서 생긴일 20부

밤이면 밤마다 1회~17회

백설공주 1회~16회

베토벤바이러스 1회~18회

변호사들 1회~16회

별난여자 별난남자 1회~170회

별순검 시즌2 1회~20회

별은 내가슴에 1회~16회

별을 따다줘 1회~20회

보고 또 보고 1회~273회

봄의 왈츠 1회~20회

부자의 탄생 10회~11회

부활 1회~24회

불꽃 1회~20회

불꽃놀이 1회~17회

불새 1회~26회

불한당 1회~16회

비단향꽃무 1회~20회

비밀 1회~18회

비밀남녀 1회~20회

비밀의교정 1회~24회

비포&애프터 성형외과 1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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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關於韓國語口語句末表達“-긴”的研究 
  包 娟

韓國語言文學系 韓國語言學專業
國立首爾大學研究生院 

本論文的研究目的是以口語語料庫為基礎，採用歸納描寫的方法，從語
法‧語義‧語用的角度，對韓國語口語句末表達“-긴”進行系統的研究。“-긴”的
用法主要分為三類，其一，“-긴1”表示否定或反駁；其二，“-긴2”表示評
價；其三，以“하긴”形式出現，作為樣態副詞，表示話者對前語內容接受或
者肯定的同時對自己的想法予以保留。“-긴1”根據其對前語內容否定或反駁
的重點不同，又可以分為表示對前語的命題進行否定的“-긴1-1”以及表示對
前語適宜性進行否定的“-긴1-2”。“-긴2”根據話者評價時所表現的態度不
同，又可以分為表示否定評價的“-긴2-1”和表示肯定評價的“긴2-2”。然而，
對韓國語口語句末表達“-긴(기는)”的既存研究認為其只有兩種功能，即：
表示“反駁”與“評價”，而且既存研究的重點僅僅放在“-긴(기는)”的“對前語內
容進行反駁的功能”與“否定評價的功能”上。本論文認為既存研究所主張的“-
긴(기는)”的“對前語內容進行反駁的功能”可以進一步細化，應視為“命題否
定”功能，同時，除了“-긴(기는)”表示“命題否定”以及“否定評價”之外，本論
文還發現了“-긴(기는)”具有“元語言否定（metalinguistic negation）”的功
能以及“肯定評價”的功能。

“-긴1”的“否定/反駁”話語功能，主要用於對前語進行否定或反駁，比起
自言自語的表達而言，更多用於對對方話語的否定或者反駁，通常其後會出
現“개뿔”之類的粗俗語表達。“-긴1”其後行內容可以復原，如果復原，那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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肯定會以修飾性疑問句式，即：“疑問詞VP-？”的形式出現。“-긴1”可以自
由用在動詞、形容詞、敘述格助詞“이-”等謂語成分的後面，不受任何限
制。同時，其後面還可以連接附加尊敬補助詞“요”。

本論文對“-긴1”的以下三種脫從屬化（insubordination）現象也進行了
重點考察分析，其一，“-긴1”後行內容復原時，只能出現修飾性疑問句的情
形，即：可復原的後續句型極其受限的情形；其二，“-긴1”以“否定/反駁”功
能可以實現特定語義及功能的情形；其三，在不出現過去時制語尾“-었-”的
情況下仍然可以表示過去時的情形。據此可知，“-긴1 ”處於脫從屬化
（insubordination）的第三個階段，即：“習慣性省略”階段，之所以出現這
種脫從屬化現象，是因為話語表達的經濟性原則及尊敬的階稱性。

“-긴1-1”與“-긴1-2”之間的不同表現為“命題否定”與“元語言否定”的差
異。與“-긴1-1”相比而言，“-긴1-2”其後很少出現“개뿔”之類的粗俗語。“-
긴1-2”絕大部分用於包括疑問詞在內的動詞短語後面，這是區別于“-긴1-1”
的不同之處。同時，“-긴1-1”前面不能與過去時制語尾“-었-”連用，但是，
“-긴1-2”前面可以與“-었-”連用，不僅如此，而且即使前面不用“-었-”，
亦可表達過去時的意義。當主體為話者時，“-긴1-1”前面不能與尊敬語尾“-
시-”連用，但是，“-긴1-2”前面可以與“-시-”連用。

“-긴2”表示“評價”的話語功能時，帶有強烈的自言自語的特性，一般與
對方前述內容無關，並且也不與“개뿔”之類的粗俗語連用。同時，“-긴2”之
後所表示的內容難以復原，如果一定要復原的話，那麼，一般可以復原為“왜 
(이렇게) VP-?”之類的修飾性疑問句或者“(사람 참) 정말 VP-”之類的陳
述句。“-긴2”謂語成分有一定制約，與形容詞連用最為普遍，也可與部分動
詞連用，但是幾乎不與敘述格助詞“이-”連用。同時，“-긴2”雖然可以與尊
敬語尾“-시-”相連使用，但是不能與表示尊敬的補助詞“요”以及表示過去時
制語尾的“-었-”連用。

“-긴2-1”與“-긴2-2”的區別在於“否定評價”與“肯定評價”的話語功能的差
異。“-긴2-1”前後可以出現”씨발“之類的粗俗語，而”-긴2-2“卻不能。另
外，”-긴2-1“與”-시-“結合的情形，可以分為“尊敬”與“非敬”兩種類型，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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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非敬”类型的語句中所採用的“-시-”其目的是為了使嘲諷的效果達到極
致。

特別是，雖然“-긴2”的後行內容形態不明，但是可以明確的一點就是”-
긴2“是由從句演化成為句末形式的，對此本論文進行了深層考察分析。同
時，”-긴2“表示”評價“時，具有特定的語義及功能，並且與過去時制語尾”-
었-“及尊敬補助詞”요“不能連用，據此，本論文認為”-긴2“具有脫從屬化的
特征，具體而言是處於脫從屬化的第三階段（習慣性省略階段）與第四階段
（作為主句結構的重新分析階段）的過度期，之所以會出現這種脫從屬化現
象，是出於語言經濟性原則的考慮。

樣態副詞“하긴”是“하기는”的縮略語，“하기는”是“그러하기는”的“그러-”
省略后副詞化的產物。“하긴”表示話者對前述內容接受或者肯定的同時對自
己想法予以保留，主要用於自言自語的話語表達，與尊敬補助詞”요“連用的
情形並不常見，與粗俗語表達也不連用。

關鍵詞： 口語句末表達“-긴”, 脫從屬化(insubordination)； 命題否定, 元
語言否定(metalinguistic negation)； 否定評價； 肯定評價；  
樣態副詞“하긴” 

學  號： 2014-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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