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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 연구
강 규 영

본고의 목적은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류와 조사로 쓰이는 ‘-이라고’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용문에 쓰이던 ‘-다고’와 ‘-자고, -라고’ 등은 더 이상 인용의 기능을 하지 않
고 두 절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을 하고, 계사의 활용형 ‘-이라고’의 경우
는 조사로서의 쓰임을 보이기도 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다고’나 ‘-자고’, ‘-라
고’를 각각 개별 어미로서 그 의미를 기술하거나, 인용문에서 문법화한 형식의 일부
로서 소개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본고는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류와 조사로 쓰
이는 ‘-이라고’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용의 기능을 하지 않는, 문법화한 ‘-다고’류로서 연결어미 ‘-다고’
류와 종결어미 ‘-다고’류, 그리고 조사 ‘-이라고’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형성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는 그 형성 과정이 평
행적일 수 있으나, 종결어미 ‘-다고’는 다른 형성 과정을 거쳐 온 요소임을 확인하
여, 연구 대상을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로 한정하였다. 또 기존 논의
에서 ‘-다고’류의 어미로 언급된 의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양보’ 등의 의미유형 간의 구별이 통사·의미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성
을 제기하였으며, 조사 ‘-이라고’ 또한 어미와 조사의 구별 기준을 도입하여 그 문
법적 지위와 의미가 기술되어야 함을 보였다.
제3장에서는 ‘-다고’류 어미와 조사 ‘-이라고’의 문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결
어미 ‘-다고’류는 ‘이유’와 ‘목적’을 다의적으로 나타내는데, 주절 주어의 [의도] 양
태 의미가 선행절에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주절
주어의 [의도]는 선행절의 서법, 선어말어미, 서술어의 종류, 그리고 선·후행절의 주
어 일치 제약 등의 통사적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유’를 나타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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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목적’을 나타낼 때, 다른 이유 및 목적의 연결어미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
아보았다. 한편 조사 ‘-이라고’의 경우는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연결어미의 계사
활용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보조사로서의 쓰임, 부사격조사로서의 쓰임, 그리고 절을
이끄는 어미로서의 쓰임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고 해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고 해서’는 ‘해서’가 생략되
어 표면적으로 연결어미 ‘-다고’와 그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왔던 것이다. 그
에 따라 ‘-다고 해서’와 ‘-다고’가 형태적, 의미적으로 구별됨을 보였다. 또 ‘-다고
해서’의 의미는 ‘양보’와 ‘이유’ 등으로 나누어 다의적으로 기술해야 함을 주장하였
다.
제5장에서는 ‘-다고’류가 다른 연결어미나 조사와 보이는 뉘앙스의 차이를 증거
성 함축에 기대어 설명하였다. ‘-다고’류가 가지는 독특한 의미는 보고 증거성의 함
축적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고, 의외성의 요소가 포함된 문장에 한해서
‘-다고’류의 의미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고’류가 그
독특한 의미로 인해 형성하는 구문을 살펴보았다. ‘N1도 N2이라고’류의 구문과 의문
사가 선행하는 ‘-다고’류 구문에서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데 후행절이
생략되어 탈종속화를 거치는 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V1-ㄴ/는다고 V1’
구문 ‘나름대로는 시도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역시 굳어진 숙어로 다루어
져야 함을 보았다.
제6장에서는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고 추구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다고, -자고, -라고, -이라고, -다고 해서, 연결어미, 인용, 부사절, 이
유, 원인, 목적, 양보, 양보적 조건, 보고 증거성

학 번: 2015-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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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대상
이 글의 목적은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류 어미와 조사 ‘-이라고’의 의미를 면
밀히 살펴보고, 그 의미로 인해 형성하는 구문을 살피는 데에 있다.
‘-다고’류 어미는 아래와 같이 간접인용문을 구성한다.1)
(1)

가. 나는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나. 영희는 철수가 멋있다고 생각했다.
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라.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마. 빨리 숙제하라고 명령했다.

(1)에서 ‘-다고’류의 어미는 그 서법에 따라 ‘-다고, -냐고, -자고, -라고’의 형태
를 띠며, ‘말하다, 생각하다, 묻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등의 발화동사나 사유동사
등에 선행하여 간접인용문을 구성한다.
그런데 ‘-다고’류의 어미는 아래와 같이 연결어미처럼 쓰이기도 한다.
(2)

가. 비 온다고 학교에 안 갔다.
나. 공부하겠다고 학교에 갔다.

(2)에서 ‘-다고’는 간접인용절을 이끈다고 볼 수 없다.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 사
건의 ‘이유’나 ‘목적’이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다고’는 연
1) 간접인용문의 ‘-다고’는 ‘-고’의 분리 가능성이나, 그 문법적 지위에 대해 논의마다 그
의견을 달리한다. 본고에서는 간접인용문의 ‘-다고’가 아니라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어 문
법화한 연결어미 ‘-다고’ 등에 주목하고자 하므로 인용문에 쓰이는 ‘-다고’ 혹은 ‘-고’의
지위에 관한 입장은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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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미로 문법화한 ‘-다고’라 할 수 있다.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류 어미는 그
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3)

가. 너 공부하라고 자리 비켜주는 거야.
나. 같이 공부하자고 친구 집에 갔다.

(3)에서 ‘-라고’와 ‘-자고’ 역시 (2)의 ‘-다고’처럼 연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그간
의 연구에서는 ‘-라고’와 ‘-자고’를 ‘-다고’류의 일종으로 다루기보다는 개별 어미
로만 다룬 경향이 있다. 가령 연결어미 ‘-다고’를 다룬 연구는 장경희(1987), 강기
진(1994), 박만규(1996)부터 서희정(2013)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이들 논의에
서 ‘-자고’와 ‘-라고’가 함께 언급되지는 못하였다. 또 권재일(1985)에서는 ‘-라고’
를, 채숙희(2011ㄱ)과 박근영(2015)에서는 ‘-라고’와 ‘-자고’를 다룬 바 있으나,
‘-다고’와의 관계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다고’류에 대한 선행연구의 의미 기술은
2.3.에서 자세히 이루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고’와 ‘-라고’를 모두 ‘-다고’류
어미로 묶어 살피고자 한다.
한편 ‘-다고’의 계사 활용형 ‘-이라고’는 아래와 같이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4)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니.

(4)에서 ‘-이라고’는 연결어미라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조사로 볼 여
지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상을 얕잡아 보는 보조사”로 풀이되는 용
법이다. 자세히 후술되겠지만 조사 ‘-이라고’는 연결어미 ‘-다고’의 계사 활용형이
문법화한 것으로 여겨지고,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연결어미 ‘-다고’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 함께 다루게 된다.
‘-다고’류 어미와 ‘-이라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요소도 연구 대상
에 포함시킨다.

(5)

공부한다고 (해서) 1등할 것 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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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2)에서 본 ‘-다고’와 유사하나, ‘해서’가 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
인다. 그간 ‘-다고’를 ‘-다고 해서’에서 ‘해서’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일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다고’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이것이 원래 ‘-다고
해서’ 구성이라는 데 기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서’를 복원할 수 있는 ‘-다고’와
복원할 수 없는 ‘-다고’가 존재한다. 이는 ‘-다고’의 모든 의미가 ‘-다고 해서’와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해서’의 생략으로 볼 수 있는
(5)의 ‘-다고’는 무엇이며, ‘해서’가 복원될 수 없는 ‘-다고’와의 의미 차이는 무엇
인지를 규명한다.
본고에서는 연결어미 ‘-다고’류 어미와 보조사 ‘-이라고’를 모두 아울러 그 통사·
의미적 특징을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첫째, ‘-다고’류 연결어미가 다의적이며, 이들의 의미 관계를 서로 구별할 수 있
는 통사․의미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2)에서 ‘-다고’는 ‘이유’나 ‘목적’
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았는데, 만약 ‘-다고’가 ‘이유’나 ‘목적’의 의미를 나
타낼 때 통사․의미적 제약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면, 두 의미는 다의적으로 구별되어
야 할 것이다. 또 (3)에서 ‘-자고’와 ‘-라고’의 형태 역시 연결어미로 쓰인다는 것
을 보았는데, 이들은 ‘-다고’와 서법의 차이를 보이므로 서법의 차이가 의미 구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다고’류가 쓰이는 통사․
의미적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그 다의적 의미를 명확히 기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한다.
둘째, ‘-다고’류는 그 기원 때문에 증거성과 같은 함축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것이 ‘-다고’가 형성하는 구문에 여러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인용문의 특성이 남
은 ‘-다고’류는 다른 연결어미 혹은 조사와 구별되는 여러 독특한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그 수가 매우 다양하여 같은 의미관계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쓰임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본고는 ‘-다고’류의 독특한 의미
를 보고 증거성(reported evidentiality)의 함축에 기대어 설명해 보려고 하며, 그 함
축에 의해 ‘-다고’가 형성하는 여러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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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연결어미 ‘-다고’류는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한 어미라는 점에서, 개별어미로서
그 의미와 통사에 주목한 연구 외에도 인용문 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연결어
미 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절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다고’
류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다고’가 연결어미처럼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 것은 남기심(1973), 장경희
(1987), 이필영(1993) 등 인용문에 관한 연구에서부터이다. 남기심(1973)에서는
‘해서’가 복원 가능한 ‘-다고’는 절단축약, ‘해서’나 다른 ‘하다’의 활용형이 복원되지
않는 ‘-다고’와 ‘-라고’는 유사절단축약으로 구분하였고, 이는 이필영(1993)에서 각
각 환원적 절단형과 비환원적 절단형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어진다. 장경희(1987)에
서도 ‘-다는’과 ‘-다고’에 이끌리는 완형보문의 의미 해석을 다루었는데, 연결어미
처럼 쓰이는 ‘-다고’는 그 의미를 ‘구실’로 규정하고, 인용문 형식의 관용적 쓰임이
라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다고’를 일종의 변형(變形)으로서 다룬 것인데, ‘-다고’가
더 이상 인용이 아닌 절 접속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였고, 이후 ‘-다고’가 연
결어미로서 기술되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남기심(1973)과 이필영(1993)의
논의는 ‘-다고’와 ‘-다고 (해서)’가 구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장경희(1987)의
‘구실’이라는 의미 기술은 다른 ‘이유’의 연결어미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음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다고’의 연결어미적 쓰임을 다룬 여러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다고’의 다양한 쓰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로는 박만규(1995), 최재희
(2000), 유현경(2002) 등이 있다. 박만규(1995)에서는 동사보어의 ‘-다고’와 구별
되는 문장보어 ‘-다고’가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인용문을 구성하지 않는 ‘-다고’가
연결어미로 기능함을 보인 것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최재희(2000)과 유현경(2002)
에서는 ‘-다고’의 다양한 쓰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최재희(2000)에서는 상위
문 동사, 즉 발화동사가 후행하지 않는 연결어미로서의 ‘-다고’를 ‘이유 제시’의 의
미로 기술하였고, 유현경(2002)에서는 [-종결][-내용] 등의 의미 자질로써 연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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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다고’를 분류해 내고, 그 의미는 ‘원인/이유’라 하였다.
박만규(1995)의 논의 이후, 연결어미로서의 ‘-다고’만을 주목한 연구에는 박만규
(1996), 임은하(2007), 채숙희(2011ㄴ), 서희정(2013) 등이 있다. 이들은 앞서 언
급된 연구들과 달리, ‘-다고’의 다의성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만규(1996)은 박만규(1995)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장보어로서의 ‘-다고’가 ‘이
유, 양보, 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임은하(2007)에서는 남기심(1973)과
이필영(1993)에서 ‘-다고’와 ‘-다고 (해서)’의 구별 가능성이 제시되었던 것에 주
목하여 두 형태는 각각 ‘원인/이유’와 ‘원인/이유,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음이의
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박만규(1996)이 연결어미 ‘-다고’의 다의성을
언급한 출발점이 된다면, 임은하(2007)은 ‘-다고’와 ‘-다고 (해서)’의 구별을 전면
에 내세운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연
결어미 ‘-다고’의 다의성에 주목한 서희정(2013)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채숙희(2011ㄴ)에서는 ‘-겠다고’를 하나의 단위로 처리한 점이 인상적이다.
그에 따르면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고’와 달리, ‘-겠다고’는 하나의 어미로
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곧 ‘-다고’가 특정 통사·의미적 환경을
만족하는 경우에 ‘목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다고’의 다양한 논의에 비해, ‘-자고, -라고’나 조사 ‘-이라고’는 ‘다고’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다. 다만 ‘-라고’는 권재일(1985)의 복합문 연구
에서 결과관계 연결어미로 언급이 되었고, 이후 ‘-자고, -라고’를 모두 ‘목적’으로
다룬 박진희(2011), ‘-자고’는 ‘목적’, ‘-라고’는 ‘결과’로 언급한 채숙희(2011ㄴ)의
논의가 있다. 조사 ‘-이라고’에 관한 언급은 이규호(2006)에서 ‘-이라고’의 다양한
쓰임을 종합한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규호(2006)에서는 ‘-이라
고’를 인용 조사와 부사격 조사, 그리고 보조사로 나누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다고’류 어미가 인용문으로부터의 문법화하였다는 형성 과정에 주목
한 연구로 이금희(2005, 2006)과 남미정(2010)을 들 수 있다. 이금희(2005)에서는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한 여러 문법 요소들을 다루면서, 그 중 ‘-다고’의 의미는
‘이유’로, ‘-자고’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도’로 처리하였다. 이금희(2006)에서는 그
과정이 축약과 융합을 거친 것이라는 언급을 찾을 수 있다. 남미정(2010)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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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형성 과정만 다루었는데, 그 통시적 축약의 과정을 보이면서 연결어미와 종결
어미의 형성 과정이 다름에 주목하였다. 이때 ‘-다고’의 의미를 ‘이유, 양보, 목적’으
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 그간 연결어미 ‘-다고’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 보았다. ‘-다고’가 인
용의 기능을 상실하고 연결어미로의 쓰임을 가진다는 연구를 시작으로, 그 의미와
형성 과정 등에 주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고’의 다의적 의미를 통사적 특징과 함께 살펴보는 동시에, ‘-자고,
-라고’와 조사 ‘-이라고’ 등을 ‘-다고’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1.3. 논의의 구성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다고’류와 ‘-이라고’의 의미 기술을 위한 기본적 논의를 진행한다.
2.1.에서 인용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 문법화한 ‘-다고’류와 ‘-이라고’의 종류를 연
결어미, 조사, 종결어미로 나누어 살피고, 2.2.에서는 ‘-다고’류의 종류별 형성을 살
핌과 동시에 연결어미와 조사 ‘-다고’류를 하나로 묶어 다루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2.3.에서는 ‘-다고’류에 대한 기존의 의미 기술을 정리하여 본고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다고’류와 ‘-이라고’의 문법과 의미를 살핀다. 3.1.에서는 ‘-다고’
류가 연결어미로 쓰일 때와 조사로 쓰일 때의 분포를 살핀다. 3.1.1.에서 ‘-다고’류
는 그 의미에 따라 통사적 제약을 달리 가짐을 보이고, 3.1.2.에서는 조사 ‘-이라고’
의 분포를 통해 그 문법적 지위를 논한다. 3.2.에서는 연결어미 ‘-다고’류가 다른
연결어미와 대체 가능한 경우를 살핌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의미유형을 알아보고,
3.3.에서는 조사 ‘-이라고’의 의미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해서’가 후행할 수 있는 ‘-다고 해서’의 문법과 의미를 살핀다. 4.1.
과 4.2.에서는 각각 ‘-다고 해서’가 형태적, 의미적으로 연결어미 ‘-다고’와 구별되
어야 함을 보인다. 그리고 4.3.에서는 ‘-다고 해서’의 의미를 다의적인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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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다고’류가 가지는 독특한 의미와 형성하는 구문을 다룬다. 5.1.에
서는 ‘-다고’류가 보이는 독특한 의미를 보고 증거성의 함축으로서 설명하고, 5.2.
에서 5.4.에 걸쳐서는 그 함축적 의미로 인해 구성하게 되는 여러 구문을 살펴보도
록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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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이 장에서는 ‘-다고’의 종류를 확인하고 본고의 논의 대상을 확정하고, 논의의 방
향을 설정한다. 먼저 2.1.에서는 간접인용문을 이끌지 않는 문법화한 ‘-다고’류를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로 나누고, 본고의 연구 대상을 연결어미와 조사로 한정한
다. 2.2.에서는 ‘-다고’류의 형성을 그 종류별로 살펴,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를 종결어미 ‘-다고’류와 구별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2.3.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의 의미를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살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본고에서 다루게 될 쟁점 사항을 알아본다.

2.1. ‘-다고’류 어미와 조사의 종류
‘-다고’류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그리고 조사로 쓰인다. 이 절에서는 각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본고의 연구 대상을 연결어미와 조사로 한정한다.
먼저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류는 아래와 같다.
(1)

가. 비 온다고 우산을 챙겼다.
나. 공부하겠다고 학교에 갔다.

(2)

가. 다함께 여행 가자고 표를 사 왔다.
나. 조용히 대화하라고 자리를 비켜 주었다.

(1)과 (2)의 ‘-다고’류는 더 이상 인용에 쓰이지 않고 부사절을 이끄는 연결어미로
기능한다.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1)의 ‘-다고’는 ‘까닭이나 근거’의 뜻으로 풀

2) 이익섭(2003)에서 내포절(embedded clause)과 종속절(subordinate clause)은 같은 것이
며, 한국어의 이른바 ‘접속어미, 연결어미’ 등으로 불리는 것들은 사실상 부사절을 이끄는
것임이 논의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연결어미’라는 용어는 사용
하되,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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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된다. (2)에서의 ‘-자고’와 ‘-라고’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1)의 ‘-다
고’와 마찬가지로 연결어미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고,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고’류는 아래와 같이 종결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표준국
어대사전》의 예문을 가져온 것이다.

(3)

가. 그게 왜 네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나. 날더러 슬프냐고?
다. 나도 같이 가자고?
라.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4)

가.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다고.
나. 혼자 여행 가도 괜찮겠지? 괜찮겠냐고.
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라. 옷 입어. 입으라고.

(5)

난 또 누가 아프다고.

(3)~(5)의 ‘-다고’류는 역시 인용의 기능이 없고 종결어미로 굳어진 것들이다. (3)
의 ‘-다고’류는 ‘반문’의 의미를, (4)의 ‘-다고’류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3) 박
재연(1998: 106-108)에서는 종결어미 ‘-다고’류를 평서문 용법과 의문문 용법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강조’의 의미를 후자는 ‘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어,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와 맥을 같이한다. 그에 따르면 ‘반문’의 용법은 상
향 억양을 가지며 청자의 말을 확인하고, ‘강조’의 용법은 하향 억양을 가지며 화자
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3)과 (4)의 ‘-다고’류는 ‘하-’를 복원할 수 없고 더 이
상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요’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결어미로 문

3) (4가)의 ‘-다고’는 (4나~라)의 ‘-냐고, -자고, -라고’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숙제를 다 했어. 다 했다고.”에서의 ‘-다고’는 (4나~라)와 유사
한 의미의 ‘-다고’인데, 이러한 ‘강조’ 용법에 더해져서 (4가)의 ‘-다고’와 같은 용법도
생겨난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연결어미 ‘-다고’류이므로 종결어미 ‘-다
고’류의 의미에 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에 그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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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박재연 1998: 62).
또 ‘-다고’의 경우 (5)에서처럼 독특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표준국어대
사전》에서는 “마음속에 가졌던 어떤 의문의 답이 의외로 별것이 아니었을 때에, 그
의문을 그대로 보여 주는 데 쓰는 종결어미. 의문이나 긴장 또는 걱정이 해소되었다
는 뜻이 암시된다.”고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이를 ‘안심’의 의미라고
하기로 한다.
계사의 활용형인 ‘-이라고’는 아래와 같이 조사로서의 쓰임을 보이기도 한다.

(6)

가. 시험관 앞이라고 좀 긴장했나 봐.
나.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니.

(6)의 ‘-이라고’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조사로 등재되어 있다. (6가)의
‘-이라고’는 ‘이유나 원인’의 의미를, (6나)의 ‘-이라고’는 ‘탐탁지 않은 대상’을 나
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라고’의 문법적 지위나 의미는 제3장에서 기술될 것이
다.
한편 ‘-다고’류 중에는 아래와 같이 독특한 쓰임을 보이는 것들도 존재한다.

(7)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부모님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지.

(8)

우리 거래처에 있는 미스터 김이라고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한 번 만나보지 않
을텨?

(9)

무엇이라고 대접할 것이 없어서.

(10)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

(7)~(10)의 예문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예문이다. (7)은 연결어
미 ‘-다고’에 속담이나 관용구가 선행하는 경우로 ‘-다고’ 뒤에 ‘하듯이’ 정도가 생
략된 형태로 보인다. (8)의 ‘-이라고’는 어떤 새로운 개체를 담화에 도입할 때 쓰이
며 ‘하는’ 혹은 ‘하는 사람(것)이’ 정도가 생략된 구성이라 볼 수 있다. 또 (9)와
(10)은 조사 ‘-이라고’의 예문인데, (9)의 ‘-이라고’는 의문사가 선행하여 ‘예외 없

- 10 -

이 다 마찬가지로’의 뜻을 나타내고 (10)의 ‘-이라고’는 ‘-이라고는(이라곤)’의 형
태로 쓰여 ‘강조하여 지정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된다.
(9)와 (10)의 ‘-이라고’ 및 ‘-이라곤’은 (8)의 ‘-이라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의 ‘-이라고’가 주로 존재동사 ‘있다’나 ‘없다’에 선행하여 그렇게 부를
만한 개체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9)와 (10)에서도 주로 존재동사가 쓰이고, (9)의
‘-이라고’는 부정칭의 의문대명사가 선행하여 그렇게 부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
을, (10)의 ‘-이라곤’ 역시 그렇게 부를 만한 것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4)
(7)~(10)에서의 ‘-다고’류는 일종의 연결어미나 조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모두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형적인 연결어미나
조사의 ‘-다고’류와는 형태적․의미적 측면에서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본고는 위의 ‘다고’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고’류 어미와 조사의 종류 및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대
략적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1)

‘-다고’류 어미와 조사의 종류
가. 연결어미: 까닭이나 근거
나. 종결어미: ① 반문 ② 강조 ③ 안심
다. 조사: ① 이유나 원인 ② 탐탁지 않은 대상

(11)의 ‘-다고’류 중에서 본고는 (11가)와 (11다)에 풀이되는 연결어미와 조사로서
의 용법에 주목한다.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를 함께 다루는 것은, 그
둘이 의미적으로도 관련이 있어 보임은 물론, ‘-이라고’의 일부 용법은 연결어미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2.2.와 제3장에서 다루어진다. 결국 본
고는 ‘-다고’류의 연결어미 용법에 주목하되, 그것이 계사의 활용형일 경우 조사로
문법화하는 경우를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4) ‘-이라고’와 ‘-이라곤’에 대해서는 정밀한 의미 연구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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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고’류의 형성
이 절에서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로 쓰이는 ‘-다고’류의 형성을 살펴본다. 먼
저 간접인용문의 형식이 겪은 음운적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문법
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
로 ‘-다고’류의 형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종결어미 ‘-다고’류의
형성 또한 살핌으로써, 연결어미나 조사 ‘-다고’류와는 구별되는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2.2.1. 축약, 융합, 절단, 생략
인용문 형식 ‘-고 하-’의 여러 구성은 융합이나 생략 등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 본래의 형식으로 복원되지 않거나 의미가 변하
여 문법화를 거친 어미나 조사로 기능하기도 한다.
남기심(1973)과 이필영(1993)에서는 인용문 형식의 형태․음운적인 변화와 의미적
변화를 모두 ‘축약’이라는 용어로써 설명하였다. 두 연구에서의 축약은 형태․음운론
적으로 둘 이상의 요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과 탈락이나 생략 현상, 그리고 의미
론적 변화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남기심(1973)과 이필영(1993)
에서 제시하는 인용문의 축약 현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남기심(1973)

이필영(1993)

(12)

저 사람이 교장이라고 한다.

(13)

저 사람이 교장이라고. (했어.)

절단 축약

절단형

(14)

가. 저 사람이 교장이란다.

융합 축약

융합형

나. 저 사람이 교장이래요.

융합 축약

융합형

(15)

저 사람이 교장이랜다.

변이 융합 축약

융합형

(16)

저 사람이 교장이라 한다.

보문자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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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인용문 형식이 축약을 거치면 (13)~(16)과 같은 형태가 도출될 수 있다.
(13)의 경우는 상위문 동사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된 것이라면, (14가)는 ‘교장이
라(고) 한다 → 교장이란다’의 과정을, (14나)는 ‘교장이라(고) 해요 → 교장이래요’
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ㅎ’의 탈락과 관련한다. (15)는 (14가)의 ‘-다-’형이 ‘대-’형으로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적용된 것이고, (16)은 ‘-고’가 탈락한 것
이다. 남기심(1973)에서는 (13)과 같은 경우는 ‘절단축약’, (14)의 경우는 ‘융합축
약’, ‘-다-’ 형과 ‘-대-’ 형의 교체가 일어난 (15)와 같은 경우는 ‘변이융합축약’,
그리고 ‘-고’가 탈락한 (16)과 같은 경우는 ‘보문자 축약’이라고 하였다.
이필영(1993)에서는 융합 및 절단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남기심(1973)의 논
의와 맥을 같이한다. 이필영(1993)에서는 (13)과 같은 상위문 동사의 생략을 ‘절단
형’으로, (14)나 (15)와 같은 경우를 ‘융합형’으로 처리하였고 ‘축약’은 역시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남기심(1973)과 이필영(1993)의 이러한 설명
방식은 이후의 연구에 있어 인용문 형식이 형태․음운론적,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이
는 변화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이러한 축약을 거친 형태들 가운데에는 원래의 구성으로 복원이 가능하며 그 의
미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전
혀 다른 경우가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17)

가. 철수가 온다고 한다.
나. (영희가 말하기를) 철수가 온단다.

(= 온다고 한다.)

다. 얘야, 철수가 온단다.

(≠ 온다고 한다.)
(= 온다.)

(17가)의 ‘온다고 한다’는 (17나)와 (17다)에서 모두 ‘온단다’로 축약될 수 있으나
(17나)의 경우는 (17가)와 그 의미가 같은 반면, (17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7다)의 ‘온단다’는 인용의 의미가 없고 ‘온다’의 문체적 변이형이라 볼 수 있는 것
이다.5) 이에 따라 남기심(1973: 82-84)에서 전자는 ‘참된 축약’, 후자는 ‘유사축약’
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다’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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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고, 이필영(1993: 117-118)에서는 전자를 ‘환원적 융합형’, 후자를 ‘비
환원적 융합형’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절단형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비환원적 절단형과 환원적 절단형으로 구별된다.

(18)

가. 철수가 왔다고? (했어?)
나. 철수가 왔더라고.

이필영(1993: 175-181, 188-190)에 의하면 (18가)의 ‘-다고’는 ‘했어?’ 정도의
상위문 동사가 복원될 수 있는 환원적 절단형이고, (18나)의 ‘-더라고’는 상위문 동
사를 복원할 수 없는 비환원적 절단형이다.
그런데 이지양(1998: 24)에서는 “형식의 변화에 이어 다른 종류의 변화가 뒤따른
다면 이러한 현상에 형식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용어인 축약을 쓰는 데는 문제가 있
다”고 하여 형식적 줄어듦 현상인 ‘축약’과 달리 의미의 변화가 동반되는 현상까지
아우르는 용어로서 ‘융합’을 제시한 바 있다. 이금희(2005: 37)에서는 이를 받아들
여 ‘융합’을 의미적 변화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가리키는 ‘탈락’이나 ‘축약’과 구별하였다. 또 이금희(2005: 39)에서 ‘절단’이라는 용
어는 문법화 연구 등에서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생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인용문의 축약 현상 등을 모두 세밀하게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논의의 편의상 ‘ㅎ’ 탈락 등을 포함하는 형식적 줄어듦 현상을 ‘축약’으로, 의미나 기
능의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를 ‘융합’으로 보아 구별하고자 한다. 또 상위문 동사 ‘하
다’의 활용형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구성으로 복원되는 ‘환원적 생략’과 그렇
지 않은 ‘비환원적 생략’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거칠게나마 구별을 지어놓는 까닭
은, 이 중 융합형이나 비환원적 생략형의 경우만이, 이전의 형태로 환원될 수 없고
그 의미 기능이 변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요소로 문법화한 것이라 보며, 이러한 기
준에서 ‘-다고’류를 문법화한 어미로 보기 위함이다.

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주는 데 쓰는 종결 어미. 친근하게 가르쳐 주거나 자랑하는 뜻이
비칠 때가 있다.”라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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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결어미 ‘-다고’류의 형성
연결어미 ‘-다고’류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된 것이라는
입장과, ‘-다 하고’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 나뉜다.
전자의 논의는 이필영(1993), 남기심(1973), 최재희(2000)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필영(1993: 190-191)에서는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를 ‘비환원적 절단형’으
로 분류하여, 상위동사가 복원될 수는 없지만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된 형태로 처리
하였다. 남기심(1973: 87)에서도 ‘-다고’를 ‘유사절단축약형’으로 처리하여 이필영
(1993)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용어는 다르게 쓰고 있으나, 모두 생략의 과
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경희(1987: 512-515)에서 ‘-다 하고(말하고)’의 축약형이 관용적 쓰임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의견에 통시적 검토를 더하여 ‘다고’는 ‘-다 하고(고)’의 융합형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금희(2006:
237)에서는 인용문 구조 ‘S+-{고, 면서, 네…}’에서 한 축으로는 인용 조사 ‘고’가 발달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인용문 형식에서 연결형이 축약된 후에 융합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어미가 된 것이라고 하였다. ‘-다고’는 ‘-다 하고’가 축약된 후
의미 변화를 거친 융합형이라는 것이다. 남미정(2010: 113-117)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바니 식 두고 오니 날 모디다고 보라 가시니라”<순천김씨묘출토간찰
150>와 같이 ‘-다 고’에 발화동사가 아닌 문장이 후행하는 구성에서, ‘-다 고
> 다고’의 축약 과정을 통해 그 의미가 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남기심(1973: 89)에서는 발화자의 억양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모의문’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모의문은 직접인용문과 비슷한 형식을 보
이나, 그 발화의 내용뿐 아니라 억양까지도 흉내 내어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9)

가. 그가 나를 “박사장님!” 하고 불렀다.
나. 그가 나를 “박사장님”이라고 불렀다.
남기심(197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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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가)와 (19나)는 각각 모의문과 직접인용문의 예로 제시되는 것인데, (19가)의
경우는 (19나)와 달리 그 억양까지도 전달하는 모의문으로서, “북이 ‘둥둥둥’하고 울
린다.” 등과 같은 유형의 문장이라고 설명된다. 아마도 남기심(1973: 89)에서는
‘S+다+하고’의 모의문 구성에서 ‘-다 하고’가 ‘-다고’로 축약되어 연결어미로 굳어
졌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만약 연결어미 ‘-다고’류가 이러한
모의문에서 형성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20)

철수는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영희를 막았다.

(21)

가. 철수는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하고 영희를 막았다.
나. 철수는 “{내가 / *자기가} 대신 가겠다.” 하고 영희를 막았다.

(20)의 ‘-다고’는 연결어미로 쓰인 것인데, (21가)와 (21나)는 각각 간접인용문과
모의문에서 ‘-다고’류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정되는 기원적 인용문이다.
(21가)의 간접인용문에서는 화시소의 전이가 일어나 피인용문의 ‘나’는 ‘자기’로 대
체될 수 있으나, (21나)의 모의문은 직접인용문과 유사하므로 그러한 화시소의 전
이가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20)의 문장이 (21나)와 같은 모의문에서 왔을 가능
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다고’의 형성 과정은 ‘생략형’ 혹은 ‘융합형’의 입장으로 나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입장은 모두 발화나 생각이 주절 사건의 동작과 동반되는 상황
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6) 이는 ‘-다고’가 ‘-다
면서’ 혹은 ‘-다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

가. 비가 온다고 우산을 폈다.
나. 공부한다고 학교에 갔다.

(22′) 가. 비가 온다 하고 우산을 폈다.

6) 임은하(2007: 126)에서는 ‘-고’ 그 자체가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고’의 형성 과정이 ‘-고’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그러나 발화가 동반되는 상
황을 ‘-다(고) 하고’로 나타내던 것이 연결어미 ‘-다고’로 굳어진 것이라 본다면, ‘-고’
자체가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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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부한다고 (하고/하면서) 학교에 갔다.
(22″) 가. 비가 온다며/온다면서 우산을 폈다.
나. 공부한다며/한다면서 학교에 갔다.

(22)의 연결어미 ‘-다고’는 (22′가)처럼 ‘-다 하고’가 축약된 것일 수도, (22′나)처
럼 ‘-다고 하고’나 ‘-다고 하면서’의 ‘하고, 하면서’ 등이 생략되어 형성된 것일 수
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선행절 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발화나 생각이 주절 사건
에 동반되는 상황을 나타내며, 이는 (22″)에서 ‘-다며’나 ‘-다면서’로 대체되는 것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결어미로 쓰인 ‘-다고’류는 형식적으로 (22′가)처럼 ‘-다 하고’로 복원
될 수 있다 하더라도 (22)의 문장은 더 이상 어떤 발화를 반드시 전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3)

고작 눈 조금 왔다고 이렇게 차가 막히는구나.

(23′)

*

고작 눈 조금 왔다며/왔다면서 이렇게 차가 막히는구나.

(23)은 연결어미 ‘-다고’가 쓰인 문장이나, “눈이 조금 왔다.”는 발화나 생각을 절대
로 전제할 수 없다. 이러한 ‘-다고’는 (23′)에서 ‘-다며’나 ‘-다면서’로 대치될 수
없고, (22″)의 ‘-다며’나 ‘-다면서’의 경우에는 발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
된다. 따라서 ‘-다고’류의 경우는 선․후행절 명제의 의미적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굳어진 어미로 처리해야 한다.
인용이나 발화와 관련하는 요소가 ‘이유’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 문법
화하는 것은 언어유형적으로도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Heine & Kuteva(2009: 261,
265-266)에서는 발화동사로부터 이유와 목적의 연결사가 형성되는 경우를 소개하
는데, 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4)

Lezgian(Haspelmath 1993: 390)
Pul

kwadar-na

luhuz

Heine & Kuteva(2009: 261) 재인용

b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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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l- er-

aj

money lose-AOR

saying

father

house- PL-

aqud-

iz

že-da-

ni?

take:out

INF

can-FUT-

Q

INE

‘Can we kick father out of the house because he lost the money?’
(25)

Ewe(Lord 1989: 313)

Heine & Kuteva(2009: 265-266) 재인용

é-dògo

bé

ye- á

ɖu

he-go:out

(say)

LOG-SUBJUNCT-eat

nú
thing

‘He went out in order to eat.’

(24)는 ‘say’의 의미를 나타내던 luhuz가 ‘because’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경우를 보
여준다. 그 문법화 과정은 발화동사로부터 보문소가 형성되고 그것이 ‘이유’의 의미
로 변화하였다고 하는데 한국어의 ‘-다고’와 아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고’
역시 간접인용문에서는 일종의 보문소처럼 기능하고 ‘이유’의 연결어미로 기능하기
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25)에서는 ‘say’의 의미를 가졌던 bé가 ‘목적’의 연결사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ikhenvald(2009: 388-389)에서도 이러한 문법화 경향이 언급된 바 있다. 그는
인용문의 형식이 ‘발화’를 넘어서 인지, 욕구, 의도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
기 때문에, ‘원인, 이유, 목적’ 등 부사절 내지는 절 연결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여러 언어들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 의미 변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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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temporal), 결과상(resultative)

↑
부정적 목적(negative purpose), 조건(possible consequence)

↑
의도(intention), 목적(purpose), 결과(result)

↑
소망(wish)
↑
인용문 구성(speech report construction),
생각 인용(reported thought), 내적 화법(internal speech)
↓
이유(reason)

[그림1] 인용문 구성의 다의적 패턴 (Aikhenvald 2009: 389)

[그림1]의 도식은 생각 인용을 포함한 인용문 구성이 어떤 의미로 도출되는지 (24)
와 (25) 등의 여러 유형론적 자료를 종합하여 그 방향성을 일반화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용문 구성은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거나, 어떤 화자의 소망이나 의도
등을 나타내어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2.3. 종결어미 ‘-다고’류의 형성
종결어미 ‘-다고’류는 간접인용문에 쓰이던 ‘-다고’의 상위문 동사 ‘하다’의 활용
형이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필영(1993: 177, 188)에서 종결어미 ‘-다고’류는
모두 ‘절단형’으로 설명된다.

(26)

가. 철수가 왔다고?
나. (너), 철수가 왔다고 했어?

(27)

그가 내일 온다고.
이필영(1993: 177,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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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가)와 (27)은 각각 ‘반문’과 ‘강조’의 ‘-다고’인데, 상위문 동사 ‘하다’의 활용형
이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필영(1993)에서 전자는 ‘했어?’ 등이 환
원되는 환원적 생략형, 후자는 비환원적 생략형으로 처리하는데, 박재연(1998: 62)
에서는 현대국어에서 (26)과 (27)의 ‘-다고’에 후행하는 ‘하-’의 복원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 의미 또한 달라졌으며 주절을 상정할 수 없어 종결어미로 문법화하였다
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상위문 동사 ‘하다’가 생략된 종결어미 ‘-다고’류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다고’류가 문말에 쓰여 마치 종결어미처럼 보임에도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28)

가. 네가 언제부터 공부를 했다고.
나. 자기 딴에는 그것도 공부라고.

(28′) 가. *네가 언제부터 공부를 했다고요.
나. *자기 딴에는 그것도 공부라고요.

(28)에서 ‘-다고’류는 문말에 쓰여 종결어미 ‘-다고’류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26)이나 (27)과 달리, (28)의 ‘-다고’에는 (28′)에서처럼 ‘-요’가 통합될 수
없다. (28)은 아래와 같이 상위문 동사 ‘하다’의 활용형이 아닌, 후행절 전체가 생략
되어 형성된 구문으로서, 이때의 ‘-다고’류는 종결어미 ‘-다고’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9)

가. 네가 언제부터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나. 딴에는 그것도 공부라고 밤을 새서 하고 있네.

(29)는 (28)에서 생략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후행절을 복원한 것이다. 반문
이나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다고’류와는 달리, 연결어미나 조사로 볼
수 있는 ‘-다고’류의 후행절이 생략되어 형성된 구문이다.
(28)과

같은

문장은

제5장에서

구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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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질

것이며,

탈종속화

(insubordination)를 겪는 예라고 볼 것이다. 문숙영(2015)에 의하면 탈종속화는 종
속적이던 구성의 주절이 생략되고, 그 생략이 관습화되다가 종속절이 주절 구조로
재분석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탈종속화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단순 생략 구성과 구별되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절의 지위
를 획득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전자는 복원 가능한 후행 요소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로부터 알 수 있고, 후자는 한국어의 경우 한정절과 비한정절의 구분이 주로 시제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았/었-’이 붙을 수 없는 종속절의 구성이 주절의 생략 후
‘-았/었-’과 결합하는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제 결합이 여전히 불
가능한 경우여서 온전히 주절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후행절
요소가 생략되기 전후 구성에 의미․화용적 차이가 있다면 단순 생략 구문과 구별되
는 탈종속화의 한 예로 묶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8)에서 문 종결에 쓰인 ‘-다고’류는 (26)이나 (27)의 종결어미 ‘-다고’류와는
달리 연결어미 및 조사 ‘-다고’류가 주절의 생략을 거친 것이다. 온전히 종결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드나, 후행절 생략의 환경이 제한적이고 생략
전후 구성에 의미․화용적 차이가 있다면 탈종속화를 거쳐 하나의 구문을 형성한 예
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5.2.와 5.3.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2.2.4. 조사 ‘-이라고’의 형성
조사 ‘-이라고’의 형성 과정을 따로 언급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결어
미 ‘-다고’와 마찬가지로 발화나 생각이 동반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온 것
이라 생각된다.

(30)

가. 철수는 선물이라고 연필을 건넸다.
나. 철수는 그것도 공부라고 만화책을 읽고 있다.

(30′) 가. 철수는 선물이라 하고 연필을 건넸다.
나. 철수는 그것도 공부라고 (하고/하면서) 만화책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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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이라고’는 연결어미 ‘-다고’와 마찬가지로 (30′)에서처럼 축약이나 ‘하다’
의 활용형이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라고’의 구체적인 통사와 의미,
그 문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3.1.2.와 3.2.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단지
(30)의 ‘-이라고’가 연결어미 ‘-다고’류와 마찬가지의 형성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추정은, ‘-이라고’가 ‘-다고’류와 마찬가지로 ‘-이랍시고’의 형태를 띨 수
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아래는 ‘-답시고’와 ‘-랍시고’의 예문이다.
(31)

가. 비가 온다고 우산을 챙겼다.
나. 공부하겠다고 학교에 갔다.

(32)

가. 다함께 여행 가자고 표를 사 왔다.
나. 조용히 대화하라고 자리를 비켜 주었다.

(33)

가. 시험관 앞이라고 좀 긴장했나 봐.
나.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니.

(31′) 가. 비가 온답시고 우산을 챙겼다.
나. 공부하겠답시고 학교에 갔다.
(32′) 가. 다함께 여행 가잡시고 표를 사 왔다.
나. 조용히 대화하랍시고 자리를 비켜 주었다.
(33′) 가. 시험관 앞이랍시고 좀 긴장했나 봐.
나. 아들이랍시고 하나 있는 것이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니.

(31′)과 (32′)은 앞서 연결어미 ‘-다고’류의 예문으로 살펴본 (31)과 (32)의 ‘-다
고, -자고, -라고’를 각각 ‘-답시고, -잡시고, -랍시고’로 바꾼 것이며, (33′)은
(33)의 ‘-이라고’를 ‘-이랍시고’의 형태로 바꾸어 본 것이다.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
를 드러낼 때 ‘-다고’류는 ‘-답시고’ 등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조사로 《표준국
어대사전》에 등재된 ‘-이라고’ 역시 ‘-이랍시고’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7)
7)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라고’는 보조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이랍시고’의 형태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랍시고’만이 어미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31)~(33)과 (3
1′)~(33′)의 예문에서 ‘-이라고’와 ‘-이랍시고’, ‘-다고’와 ‘-답시고’의 교체는 평행적으
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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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이라고’의 형태는 연결어미 ‘-다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라고’ 역시 연결어미 ‘-다고’류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특히 (30나)의 경우 ‘철수’가 실제로 그 발화나 생각을 한 상황을
상정할 수 없다. ‘-이라고’는 연결어미 ‘-다고’류와 마찬가지로 ‘-이라 하고’로 복
원되지 않거나 복원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굳어진 요소
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3. ‘-다고’류에 대한 기존의 의미 기술
이 절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의 의미가 어
떻게 기술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본고에서 다루어
야 할 쟁점 사항을 정리한다.

2.3.1. 연결어미 ‘-다고’류에 대한 기존의 의미 기술
연결어미 ‘-다고’가 쓰이는 다양한 용법을 기존 논의에서 어떤 의미유형으로 분류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살피는 ‘-다고’류의 연결어미적 쓰임은
아래와 같다.
(34)

가. 배고프다고 식당에 갔다.
나. 공부한다고 학교에 갔다.
다.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나 1등하는 것은 아니다.

(35)

가. 너 푹 자라고 조용히 나왔다.
나. 같이 여행가자고 표를 끊어 왔다.

(34가)와 (34나)는 각각 ‘-다고’절이 주절의 ‘이유’와 ‘목적’으로 해석되는 듯하고,
(34다)는 ‘해서’가 후행할 수 있는 ‘-다고’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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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35가)와 (35나)는 각각 ‘-라고’와 ‘-자고’가 선·후행절을 연결하고 있
다.
(34)와 (35)에서의 ‘-다고’ 및 ‘-라고, -자고’의 의미가 기술되어 온 방식은 아
래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34가)

(34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사전
외국인을 위한

(34다)

(35가)

(35나)

까닭이나 근거

-

-

이유나 근거

-

-

이유, 원인

목적, 의도

이유, 원인

목적, 의도

목적, 의도

이유, 원인

-

이유, 원인

목적

‘-려고’8)

장경희(1987)

구실

-

-

강기진(1994)

일차적 이유

-

일차적 이유

한국어 문법 2
이희자·이종희
(1999)

박만규(1996)

이유

양보

유명희(1997)

객관적 이유

최재희(2000)

이유

유현경(2002)

이유/원인

이금희(2005)
임은하(2007)

이유

-

이유

의도

이유/원인

이유/원인

수단

남미정(2010)

이유/근거

의도/목적

양보

서희정(2013)

이유/원인

의도/목적

근거부정

권재일(1985)

결과

-

채숙희(2011ㄱ)

결과

목적

박근영(2015)

목적

목적

[표 1] 사전류 및 선행 연구의 ‘-다고’ 의미 기술

8) 여기에서는 ‘-자고 하다’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희자·이희종(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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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을 통해, 먼저 (34)의 ‘-다고’의 의미 기술에서 사전류 및 선행 연구의 입
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34나)를 (34가)와 달리 ‘목
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이나 남미정(2010), 서희정(2013)을 제외하면 ‘목적’의 의미를 따로 언급한 경
우가 없는 것이다. 또 (34다)는 (34가)나 (34나)와 구별하여 다룬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의미를 (34가)와 마찬가지로 ‘이유’나 ‘원인’으로 볼지, ‘양보’로
볼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라고’와 ‘-자고’는 ‘-다고’와 서법만을 달리
하는 것인데, 함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34가~다)의 의미 기술에 관한 문제가 다의적 의미의 구별 여부와 관련한 문제
라면, (34가)의 의미가 ‘이유’인지 ‘원인’인지, 혹은 둘 다인지는 하나의 용법 내의
기술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35)의 ‘-라고’와 ‘-자고’는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선행 연구에서는 권재일(1985), 채숙희(2011ㄱ), 박근영(2015) 등에서 개별
적으로 다룬 경우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라고’의 의미를 ‘결과’로 볼지 ‘목
적’으로 볼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정리해야 할 ‘-다고’류 연결어미 관련 쟁점은 아래와 같다.

(36) 다의적 의미의 구별의 문제
가. ‘이유/원인’과 ‘목적’의 구별: ‘-다고’
나. ‘이유/원인’과 ‘양보’의 구별: ‘-다고’와 ‘-다고 (해서)’
다. ‘-라고, -자고’와 ‘-다고’의 종합적 설명
(37) 의미 기술의 문제
가. ‘이유’와 ‘원인’의 구별: ‘-다고’
나. ‘목적’과 ‘결과’의 구별: ‘-다고’

374)의 풀이다.
-자고: ‘하다’ 등에 쓰이어’ 누가 무엇을 어찌할 때,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절을 나타냄;
‘-려고’의 뜻. 참고: ‘하다’가 생략되어 쓰이기도 한다. ¶어렵고 시급한 국가 발전 사업
을 행정부 주도로 이끌어 가자고 하는 입장인 것이다. / 이는 나를 잡아가자고 하는
수작이 아니냐. / 샴페인을 마시자고 식당차로 그를 데려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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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의 다의적 의미 구별 문제에서 (36가) ‘이유/원인’과 ‘목적’의 구별은 ‘-다고’의
다의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36나) ‘이유/원인’과 ‘양보’의 구별은 ‘-다고 (해서)’의
의미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6다)에서 ‘-라고’와 ‘-자고’의 의미
기술은 ‘-다고’류의 통사와 의미를 밝히는 과정에서 함께 다룬다.
그렇다면 ‘-다고’류 연결어미가 나타낼 수 있는 부사절의 의미 유형은 전체 체계
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종래의 부사절의 의미 연구에서 부
사절 의미 유형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왔다.9)

(38)

가. 권재일(1985)
대등 = 연결, 상대
종속 = 인과, 조건, 목적, 평가, 결과, 첨의

나. 장경희(1995: 170)
조건: ‘-면’
[+준법성]
( )

[-준법성]
양보

[+사실성]
인과

[-사실성]
가정

‘-니까, -어서’

‘-거든’

‘-어도, -ㄴ들’

다. 이은경(1996: 175)
의존적 관계
시간 관계
논리 관계

선행
일반적 결과 관계 = 인과, 조건, 결과
일반적 예상과 어긋나는 결과 관게 = 양보

독립적 관계
나열, 대조, 선택, 배경

9) (38)의 밑줄과 □ 표시 등은 ‘-다고’류의 의미와 관련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을 필자가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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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윤평현(2005)
나열, 선택, 대립, 조건, 양보, 인과, 시간, 상황, 부가, 전환, 목적, 결과

마. Matthiessen & Thompson(1988)
시간(temporal), 조건(conditional), 이유(reason), 양보(concessive), 목적
(purpose), 수단(means), 방식(manner)

바. Thompson et al.(2007)
단일어로 대체 가능한 의미: 시간(time), 장소(location), 방식(manner)
단일어로

대체

(reason),

불가능한

의미:

대안(substitutive),

목적(purpose),

양보(concessive),

상황(circumstantial),

부가(additive),

이유
동시

(simultaneous), 조건(conditional)

사. Dixon(2009: 2)
계기 (Temporal succession)

and then …

상대적 시간 (Relative time)

after, before …

조건 (Conditional)

if - then

II. 결과

원인

(Cause)

because

(Consequence)

목적

(Purpose)

in order that

결과

(Result)

(and) so

I. 시간
(Temporal)

III. 가능한 결과 (Possible consequence)
IV. 부가
순서 없는 부가 (Unordered addition)
(Addiction)

in case, lest
and

같은 사건 부가 (Same-event addition)

and, moreover

부연 (Elaboration)

<apposition>

대조 (Contrast)

but, although

V. 대안

이접 (Disjunction)

or

(Alternatives)

거부 (Rejection)

instead of

제안 (Suggestion)

rather than

VI. 방식

사실적 (Real)

like

(Manner)

가정적 (Hypothetical)

as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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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에서 표시된 것은 ‘-다고’류의 연결어미의 의미로 언급된 의미유형이다. 우선
(38사)에서 Dixon(2009)의 분류에 주목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원인(cause), 목
적(purpose), 결과(result)’는 모두 하나의 큰 부류로 묶여 있다.10) Dixon(2009:
17-23)에서 하나의 표지가 세 의미관계 중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의 예
를 소개하는데, 그 중 인용문 형식이나 발화동사에서 기원하여 ‘이유’나 ‘목적’의 의
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다고’와 유사한 예로 생각할 수 있다.
(38나)와 (38다)에서는 ‘양보’와 ‘인과’가 일종의 반의적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예상에 맞는 경우가 ‘인과’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양보’의 의미를 ‘기대 부정’이라고 보았을 때, 그 기대의 내용이 어
떤 인과관계나 조건관계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의 표지가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은 곧 그 의미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
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연결어미 ‘-다고’류의 의미 기술이 논의마다 달랐던 것은
‘이유’와 ‘목적’, ‘이유’와 ‘양보’ 등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의미유형 간의 구별 기준
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듯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그 의미 구별
에 주목하기 위해 그 기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2. 조사 ‘-이라고’에 대한 기존의 의미 기술
조사 ‘-이라고’의 의미 기술이 기존 논의에서 이루어진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라고’가 쓰이는 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39)

가. 학생이라고 봐줬다.
나. 학생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
다. 그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니?

(39가)와 (39나)는 앞서 보았던 연결어미 ‘-다고’와 ‘-다고 해서’의 계사 활용형이
10) Dixon(2009)에서는 ‘consequ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result’가 부사절의 의미
유형으로서 ‘결과’라면, ‘consequence’는 어떤 동기(motivation)로 인해 일어난 사태가 결
과로 벌어졌을 경우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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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고, (39다)는 조사로 쓰이는 ‘-이라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의 의미 기술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9가)

(39나)

(39다)
마음에 탐탁지 않게

《표준국어대사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라는 뜻을

전》

나타내는 보조사

고려대한국어사

어떤 대상을 바로 집어서 대수롭지 않게

얕잡아 가리키는

전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대상임을 나타내는

생각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조사.
특별하지도 않고
외국인을 위한

어떤 상황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한국어 문법 2

연결어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여 얕잡아
보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원인이나, 이유,
이희자·이종희
(1999)

-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

‘-라고 해서’의 뜻
이규호(2006)

-

“기대에 못 미침” 보조사

[표 2] 사전류 및 선행 연구의 ‘-이라고’ 의미 기술

[표 2]를 통해, 연결어미 ‘-다고’와 마찬가지로 ‘-이라고’의 기술 양상 또한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39가)와 (39나)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많고, 그 문법적 지위가 조사인지 어미인지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39
다)의 경우, ‘그걸’이 선행하고 있는데 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조사라면 부사
격조사로 볼 수는 없는지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전류 외의 선행 연구에서 ‘-이라고’를 별도로 언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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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규호(2006)에서 인용문에 쓰이는 ‘-이라고’와 부사격 조사 및 보조사로서의
‘-이라고’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를 다룬 것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논
의에서 보조사 ‘-이라고’의 경우는 그 의미가 ‘기대에 못 미침’이라고 설명되고 있
는데, 조사가 아닌 계사 활용형일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은 채 모두 조사로 처리되었
다.
따라서 본고에서 정리해야 할 ‘-이라고’ 관련 쟁점은 그 문법적 지위의 판별과 관
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40) ‘-이라고’ 관련 쟁점 (문법적 지위의 판별)
가. 어미와 조사의 구별
나. 부사격조사와 보조사의 구별

(40)에서 ‘-이라고’의 문법적 지위를 판별하는 작업은 주로 3.1.2.에서 ‘-이라고’의
분포적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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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의 문법과 의미
이 장에서는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의 문법과 의미를 다룬다. 3.1.
에서는 ‘-다고’류가 나타날 수 있는 통사적 분포를 살펴보아 그 특징을 밝히고,
3.2.와 3.3.에서는 각각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
다.

3.1.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의 문법
3.1.1. 연결어미 ‘-다고’류의 분포와 특징
연결어미 ‘-다고’류가 어떤 환경에서 출현하는지 그 통사적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선행하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의 종류, 선행할 수 있는 서술어의 종류, 선․
후행절 주어 일치 제약, 그리고 후행절 서법의 제약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다고’류는 선행절 사건에 대하여 후행절 주어의 ‘의도(intention)’
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목적’의 의미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의 의미를 나타
낸다. 이러한 분포적 차이는 그간의 연구에서 ‘-다고’의 의미를 단일하게 처리한 것
과 달리, 3.2.에서 ‘-다고’류의 의미를 다의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근거가 될 것이다.
하나의 표지가 의미에 따라 통사적 제약을 달리 보인다면, 그 의미는 분명히 구별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3.1.1.1. ‘-다고’류의 종류

먼저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류는 ‘-다고, 자고, -라고’로 한정되는데, ‘이유’
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다고’뿐이지만, ‘목적’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에
는 ‘-다고’ 외에 ‘-자고, -라고’가 있다. 아래는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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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밖에 비 {온다고 / *오자고 / ?오라고 / *오느냐고} 우산을 챙겼다.

(2)

가. 나는 {공부한다고 / 공부하자고 / *공부하겠냐고} 책을 샀다.
나. 너 공부하라고 책을 샀다.

(1)에서 ‘-다고’만이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2)에서 ‘-다고’와 ‘-자
고, 라고’가 모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에서 ‘오라
고’의 형태가 쓰이면 선행절이 목적의 의미로 해석된다. 청유와 명령의 형식은 화자
가 그 청유나 지시의 내용이 되는 사건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적으로 내
포하며 이에 따라 남기심·고영근(1993: 323)에서는 ‘약속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등을 모두 ‘의지적 서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의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
고’와 ‘-라고’의 경우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냐고’의 경우에는 (1)과 (2가)에서 알 수 있듯 연결어미 ‘-다고’류의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다고’류가 이유나 목적의 연결어미로 쓰인다면, 이유절이나 목
적절은 후행절 사건에 관련한 어떤 설명을 제공하게 되는데, ‘-냐고’가 이끄는 의문
문의 경우 의문문의 의미적 특성상 어떤 설명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인 듯하다. 다
만 ‘-냐고’절이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발화수반력이 단언과 같기 때문
에 아래와 같은 예문을 생각할 수도 있다.

(3)

자기는 허드렛일하러 여기 온 게 아니지 않냐고 나가 버렸어.
정연주(2015: 60)

(3)에서는 (1)이나 (2)의 ‘-다고’류와 같이 ‘-냐고’가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정연주(2015: 60-62)에서는 (3)과 같은 문장은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되어 쓰이는 발화 인용 구문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고’류가 연
결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달리, (3)과 같이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된 구문에서는 ‘않
냐고’에 상승 억양과 휴지가 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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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선행하는 선어말어미의 종류

‘-다고’에는 선어말 어미 ‘-시-’, ‘-았/었-’, ‘-ㄴ/는-’, ‘-겠-’이 결합할 수 있
는데, ‘-다고’의 의미에 따라 그 결합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4)

가. 선생님께서 오신다고 방을 치웠다.
나. 과제를 다 했다고 놀러 나갔다.
다. 과제를 한다고 친구와의 약속에 나가지 않았다.
라. 이 기세라면 과제를 곧 다 하겠다고 미리 놀 약속을 잡았다.

(5)

가. 선생님께서 책을 빌리신다고 도서관에 가셨다.
나. ?공부를 했다고 학교에 갔다.
다. 공부를 한다고 학교에 갔다.
라. 공부를 하겠다고 학교에 갔다.

(4)는 ‘-다고’류의 선행절이 이유로 해석되고 (5)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4)에서는
선어말어미 ‘-시-’, ‘-았/었-’, ‘-ㄴ/는-’, ‘-겠-’이, (5)에서는 ‘-시-’, ‘-ㄴ/는-’
과 ‘-겠-’이 결합할 수 있다. ‘-다고’절이 목적의 의미로 해석될 때에는 ‘-았/었-’
이 결합할 수 없고, (5나)의 경우는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때
에만 가능하다.
‘-ㄴ/는-’이나 ‘-겠-’은 이유절과 목적절에 모두 쓰일 수 있는데, ‘-겠-’의 경
우, 이유의 ‘-다고’와 결합한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로, 목적의 ‘-다고’와 결합한 경
우에는 ‘의도, 의지’의 의미로 쓰인다는 차이를 보인다. (4라)의 ‘하겠다고’는 ‘곧 다
할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이고 (5라)의 ‘하겠다고’는 ‘공부를 하기로 하였다’는 의미
가 되는 것이다.
한편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자고’는 선어말어미가 결합할 수 없고 ‘-라고’는 ‘시-’만 결합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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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시자고 학교에 가셨다.
나. *공부를 했자고 학교에 갔다.
다. *공부를 한자고 학교에 갔다.
라. *공부를 하겠자고 학교에 갔다.

(6′)

함께 가시자고 손을 잡아 끌었다.

(7)

가. 선생님께 책 빌리시라고 대출증을 끊어 드렸다.
나. *책 빌렸으라고 대출증을 끊어 주었다.
다. *책 빌린라고 대출증을 끊어 주었다.
라. *책 빌리겠으라고 대출증을 끊어 주었다.

(6)과 (7)에서 ‘-자고’와 ‘-라고’에는 모두 선어말어미 ‘-았/었-’, ‘-ㄴ/는-’, ‘-겠
-’이 결합할 수 없다. ‘-시-’의 경우 (6가)와 (7가)를 비교해 보면, ‘-라고’에만
‘-시-’가 결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제약은 ‘-자고’와 ‘-라고’
가 가진 서법의 제약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런데 (6′)처럼 ‘-시자고’의 형태 또한
가능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특정 문맥에서 ‘-십시다’의 형태가 가능하기도
한 것처럼, 주어가 청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1.1.3. 선행하는 서술어의 종류

‘-다고’절이 이유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계사와의 결합에
제한이 없고,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가. 영희는 철수가 잘 해 준다고 좋아했다.
나. 영희는 철수가 성실하다고 좋아했다.
다. 철수는 학생이라고 공부했다.

(9)

가. 영희는 공부하겠다고 학교에 갔다.
나. *영희는 똑똑하겠다고 학교에 갔다.
다. *영희는 학생이겠다고 학교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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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영희는 공부하자고 학교에 갔다.
나. *영희는 똑똑하자고 학교에 갔다.
다. *영희는 학생이자고 학교에 갔다.

(11)

가. 영희는 철수를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냈다.
나. *영희는 철수를 똑똑하라고 학교에 보냈다.
다. *영희는 철수를 학생이라고 학교에 보냈다.

(8)의 ‘-다고’는 모두 ‘이유’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8가)에서는 동사가, (8나)에서
는 형용사가, (8다)에서는 계사가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에서는
‘-다고’가 ‘목적’의 의미로 해석되고 (9가)처럼 동사는 결합할 수 있지만, (9나)의
‘똑똑하다’나 (9다)의 ‘학생이다’와 같은 형용사 및 계사와는 결합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0)과 (11)에서 ‘-자고’와 ‘-라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약
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목적의 ‘-다고’나 ‘-자고, -라고’에 형용사가 결합하는 경우
가 있기도 하다.
(12)

가. 내가 나 편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고 하는 거지.
다. 너 좋으라고 사 온 거 아니야.

(12)에서 ‘-다고’류 어미에 ‘편하다, 행복하다, 좋다’ 등의 형용사가 선행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목적의 ‘-다고’류에 선행할 수 있는 형용사는 이승희(2006)이나 김
선영(2011) 등에서 ‘화자가 통제할 수 있는’ 의미를 나타내어 명령문이나 청유문,
‘-려고’나 ‘-고자’ 등의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한 형용사들이다.11) 임홍
빈(1998: 243)에서 ‘-겠-’의 의도성을 성립시키는 조건으로 [+Self-Controllable]
의 의미를 내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형용사의 상태를 주어가 통제할 수 있
11) 김선영(2011: 166-167)에서는 ‘행위성’의 의미를 가져서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명
령·청유형 종결어미나 목적의 연결어미, 보조용언 ‘주다’ 등과 공기할 수 있는 형용사의
목록을 제시한 바 있고, 이승희(2006)에서도 ‘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형용사가
명령문에 쓰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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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맥이라면 ‘-겠다고’나 ‘-자고, -라고’의 형태가 쓰일 수 있다.
채숙희(2011ㄴ: 214-215)에서는 아래와 같은 객관형용사도 ‘-겠다고’와 결합할
수 있음을 근거로, ‘-겠다고’는 ‘-겠-’과 ‘-다고’로 분리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였
다.
(13)

땀 뻘뻘 흘리는 상태로 내가 있는 냉탕으로 저만 시원하겠다고 돌진해 오면 정
신이……
채숙희(2011ㄴ: 215) [밑줄 필자]

(13)에서 ‘시원하다’는 보통 ‘-겠-’과 결합하지 않는 형용사인 점을 들어 ‘-겠다고’
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3)에서 선행절의 내용은 역시
주어인 ‘저’의 통제 하에 놓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자.
(14)

가. *나는 시원할 것이다.
나. 나만 시원할 것이다.

(15)

가. *나는 시원하겠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 나만 {시원하겠다고 / 시원하자고} 몰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14가)에서 ‘시원하다’는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에서 쓰일 수 없지만 (14나)
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13)의 ‘-겠다고’ 역시 마찬가지
로, (15가)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선행절의 내용이 주어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없는 형용사라 하더라도, (15나)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겠다고’에 선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겠다고’의 형태는 ‘-겠-’과 연결어미 ‘-다고’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선행절에 주어의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다고’
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1.1.4. 선․후행절 간의 동일 주어 제약

연결어미 ‘-다고’류가 쓰인 문장의 선·후행절 주어 제약은 선행절의 서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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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목적’의 의미일 때는 동일 주어 제약이 있지만, ‘이유’의
의미일 때는 없다는 정도로만 언급이 되었다. 그러나 ‘-다고’절의 동일 주어 제약은
‘이유’와 ‘목적’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기준이라기보다는, 결합하는 선어말어미나 어말
어미의 인칭 제약과 관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적’의 ‘-다고’류가 모두 동일
주어 제약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겠다고’와 ‘-ㄴ/는다고’를 살펴보자. 두 경우 모두 이유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지 않아도 되지만,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동일
주어 제약을 가진다. 아래의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가. 나는 공부를 {한다고 / 하겠다고} 학교에 갔다. [목적]
나. *나는 영희가 공부를 {한다고 / 하겠다고} 학교에 보내줬다.

(17)

가. 나는 과제를 {한다고 / 하겠다고} 친구와의 약속에 나가지 않았다. [이유]
나. 나는 비가 {온다고/ 오겠다고} 우산을 샀다.

(16)에서 ‘목적’의 ‘-ㄴ/는다고’나 ‘-겠다고’는 선·후행절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 비
과거시제 ‘-느-’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가 있는 경우 문맥에 따라 주어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고, ‘-겠-’의 경우 ‘의도,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평서문에서 주
어가 1인칭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는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17)의 ‘-다
고’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후행절 주어가 동일한 ‘-ㄴ/는다고’는 중의적이다.

(18)

철수는 공부한다고 영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18ˊ) 가. 철수는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영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유]
나. 철수는 공부하기 위해서 영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목적]

(18)에서 ‘-ㄴ/는다고’는 (18ˊ가)처럼 비과거 시제가 결합한 ‘이유’로도, (18ˊ나)처
럼 ‘목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 구별 여부는 주어 ‘철수’에게 선행절과 관련한
의도가 있느냐 하는 화맥(context)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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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적의 의미만 나타내는 ‘-자고’와 ‘-라고’를 살펴보겠다. ‘-자고’의 경우는
선․후행절 간의 동일 주어 제약을 가지나, ‘-라고’의 경우는 오히려 선․후행절의 주
어가 달라야 하는 제약을 가진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그러한 제약을 확인할 수 있
다.

(19)

가. 공부하자고 책을 샀다.
나. *너 공부하자고 내가 책을 샀다.

(20)

가. 내가 너 공부하라고 책 샀어.
나.

?*

내가 나 공부하라고 책 샀어.

(19)는 ‘-자고’가, (20)은 ‘-라고’가 연결어미로 쓰인 문장이다. (19가)와 (19나)
를 통해 ‘-자고’는 선․후행절 주어가 같아야 하지만, (20가)와 (20나)에서 ‘-라고’
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20나)에서 선·후행절 주어가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라고’의 명령문 서법이 가지는 주어 인칭 제약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제약의 차이로 인해 ‘-라고’는 그 의미가 ‘결과’로 설명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3.2.3.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어의 부사절 가운데에 선‧
후행절 주어가 같아야 하는 제약을 가진 것들은 더러 있으나, 달라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어 ‘-라고’의 이러한 제약이 중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3.1.1.5. 후행절 서법 제약

아래의 예문을 통해 ‘-다고’류는 평서문과 의문문만 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21)

가. 과제를 다 했다고 놀러 나갔다.
나. 과제를 다 했다고 놀러 나가는 거니?
다.

*?

과제를 다 했다고 얼마나 기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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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제를 다 했다고 놀러 나가자.
마. *과제를 다 했다고 놀러 나가라.
(22)

가. 과제를 하겠다고 학교에 갔다.
나. 과제를 하겠다고 학교에 가는 거니?
다. ?과제를 하겠다고 어디로 가니?
라. *과제를 하겠다고 학교에 가자.
마. *과제를 하겠다고 학교에 가라.

(23)

가. 학생들 먹으라고 음식을 두었다.
나. 학생들 먹으라고 음식을 둔 거니?
다. ?학생들 먹으라고 어디에 음식을 두니?
라. *학생들 먹으라고 음식을 두자.
마. *학생들 먹으라고 음식을 두어라.

(21)은 이유의 ‘-다고’가 (22)는 목적의 ‘-다고’, 그리고 (23)은 ‘-라고’가 쓰인 문
장인데 모두 후행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진다. 또 의문문의
경우 판정의문문은 후행할 수 있지만, 의문사가 포함된 설명의문문은 후행할 수 없
다. “네가 과제를 하겠다고 무엇을 했니?”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후행절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어 “네가 과제를 하겠다고 한 일은 없다.”처럼 평서
문과 같은 발화수반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12)

요컨대 ‘-다고’는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 주어의 ‘의도’와 관련하는 경우에 한해
서 ‘목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적’의 ‘-다고’류는 [+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선행하고, 그 어미의 인칭 제약은 선·후행
절 주어 제약에 남아 있게 된다. 또 ‘-다고’류는 수행문에 선행할 수 없다는 의미적
제약을 가지기도 한다. 이상 살펴본 연결어미 ‘-다고’류의 분포적 특징을 표로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12) 채숙희(2011: 217)에서도 ‘-겠다고’의 통사‧의미적 특성 중 하나로, 후행절의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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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종류

선․후행절 주어

ㄴ/는다고

같아야 함

겠다고 (의도 ‘-겠-’)

같아야 함

자고

같아야 함

라고

달라야 함

선행 서술어

후행절 서법

동사

평서문

(일부

의문문

형용사)

[표 3] ‘목적’의 ‘-다고’의 통사적 출현 환경
어미 종류

선․후행절 주어

ㄴ/는다고

제약 없음

겠다고 (추측 ‘-겠-’)

제약 없음

았/었다고

제약 없음

선행 서술어

후행절 서법

동사 형용사

평서문

계사

의문문

[표 4] ‘이유’의 ‘-다고’의 통사적 출현 환경

3.1.2. 조사 ‘-이라고’의 분포와 특징
계사의 활용형은 조사로 문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로 보아야 할지 어미로
보아야 할지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계사 활용형의 조사화는 최동주(1999)
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최동주(1999)에서는 보조사로 문법화한 계사 활용형으로서
‘-이야, -이나, -이든지, -인들, -이라도, -이라면’ 등을 다루고 있는데, 계사 활
용형의 어미와 조사의 구별 기준은 ‘이’의 탈락 가능성, 선어말어미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통합관계와 분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조사로 문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이야’의 예문이 아래와 같이 제시된
다.

(24)

가. 철수야/*철수이야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나. 나도 그 정도의 일이야 할 수 있다.
다. 서울에야 못 갈 것이다.
최동주(1999: 48)

- 40 -

(24가)에서 ‘이’ 탈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4가~다)에서 주어, 목적
어, 후치사구에13) 결합하고 있다. 또 ‘-*이시야, *이었어야’ 등 ‘-시-’나 ‘-았/었-’
등 선어말어미가 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야’는 하나의 단위로서 조사화한
요소로 처리한 것이다.
‘-이라고’의 경우에도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문법적 지위에 관해
서 사전류와 연구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하는
경우 ‘이’의 탈락은 “바다(*이)라고 생각하다”와 같이 애초에 필수적이어서 어미와
조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라고’의 선어말어미 개입
가능성과 출현하는 환경을 살펴 그 문법적 지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다룰 ‘-이라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5)

가. 시험관 앞이라고 (*해서) 좀 긴장했나 봐.
나.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아나?
다. 이것도 일이라고 했니?

(25)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보조사로 등재된 ‘-이라고’의 예문을 가져온 것이다.
(25가)와 (25나)는 ‘원인이나 이유’로, (25다)는 ‘마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
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25가, 나)와 (25다)의 ‘-이라고’는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이나 주어의 상정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25가, 나)는 (25다 )와 달
리, 아래와 같이 계사의 주어가 상정될 수 있고 선어말어미 ‘-았/었-’이 결합할 수
있다.

(25′) 가. 그 자리가 시험관 앞이었다고 좀 긴장했나 봐.
나. 질문 받는 사람이 선생님이었다고 (해서) 무엇이든 다 알았겠니?
다. *이것도 일이었다고 했었니?

13) 최동주(1997, 1999)에서는 보조사를 ‘특수조사’로 부사격조사를 ‘후치사’로 처리하는데,
본고에서는 ‘보조사’와 ‘부사격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 41 -

(25′가, 나)에서 ‘-이라고’는 ‘-았/었-’이 결합하여 ‘-이었다고’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고, ‘그 자리가’나 ‘질문 받는 사람이’와 같은 주어가 선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25가, 나)의 ‘시험관 앞이라고’나 ‘선생님이라고’는 모두 부사절로 처리할 여
지가 있다. 그런데 (25′다)에서는 ‘이것도’가 주어로 기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의 일임에도 ‘-았/었-’이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사의 활용형으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25다)의 ‘이것도’의 통사적 지위에 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25가)와 (25나)의 ‘-이라고’는 ‘해서’의 후행 가능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25가)
의 ‘-이라고’는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다고’에 계사가 결합한 것으로, (25나)의
‘-이라고’는 제4장에서 다룰 ‘-다고 해서’에 계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에 따라 두 ‘-이라고’를 조사로서의 논의에서 제외하고 나면, (25다)의 ‘-이라고’의
분포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일이 남았다. (25다)의 ‘-이라고’에 한해서만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조사로 문법화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25다)에서 ‘-이라고’에 ‘이것도’가 선행하듯이, 조사로 쓰이는 듯한 ‘-이
라고’는 아래와 같이 ‘그것을(그걸), 그것이(그게), 그것도’ 등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
다.

(26)

가. 철수는 그걸/그것도 연필이라고 들고 왔다.
나. 철수는
다.

*?

*?

그걸/그것도 선물이라고 연필을 주었다.

그게/그것도 월급이라고 20만원이 나왔다.

라. 철수는 그게/그걸/그것도 도망이라고 갔다.

(26)에서 ‘-이라고’에 선행하는 ‘그것’의 존재는, ‘-이라고’의 조사로서의 쓰임에 의
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에 따라 ‘-이라고’의 용법을 살펴보려면 ‘그것’의 정체를 밝
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6)에서 ‘그것’은 모두 문장 내에 드러나는 개체나 동작을 가리킨다. (26가~라)
의 ‘그것’은 각각 ‘연필, 연필, 20만원, 도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그것’은 계사
의 주어에 해당하고, (26가)나 (26라) 등에서의 ‘그것을’은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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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는 구문에서 내포문의 주어는 아래와
같이 대격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27)

그는 {철수가, 철수를} 바보라고 {했다, 생각했다, 말했다}. 이필영(1993: 67)

(27)은 ‘그’의 판단이 드러나는 판단구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의 내용이 되는
내포문의 주어 ‘철수’는 ‘철수가’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대격어 ‘철수를’로 실현되기
도 한다. 이는 이른바 ‘주어의 대격화’ 현상으로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져 온 것이다
(이필영 1993: 63).14)
(26)의 ‘그것’이 계사의 주어라는 것은, (26다)나 (26라)에서 ‘그게’의 형태가 가
능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6다)의 경우는 직관에 따라 ‘그게’의 형태가 가능하기
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후행하는 ‘20만원이’와의 충돌
때문인 것이라 생각되고, (26나)에서 ‘그것을’이 선행하지 못하는 것 또한 ‘선물을’
과의 충돌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을’ 등은 전체 문장의 서술어의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다. 가령 (26
가)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28)

철수는 그것을 연필이라 하고 들고 왔다.

(28)은 (26가)의 문장에서 ‘그것을’이 ‘들고 오다’의 서술어라고 가정하고, ‘-이라
고’는 ‘-이라 하고’의 축약형이라고 보았을 때 상정할 수 있는 문장이다. 만약 이렇
게 본다면, ‘-이라고’는 조사라고 볼 수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6가)의
경우에만 적용할 여지가 있고, (26나~라)에서는 ‘그것’이 서술어의 목적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6가)의 경우에도, 만약 ‘그것’이 (28)에서처럼 ‘들고 오다’의 목적어라면
14) 주어의 대격화 현상은 판단구문 외에, “그는 {철수가, 철수를} 오라고 했다.”와 같은 명
령구문이나 “그는 {철수가, 철수를} 오게 했다.”와 같은 사동구문에서도 일어난다(이필영
199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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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이라고’는 생략할 수 있는 부사적 구성이어야 하는데, ‘그것도’가 선행하는 경우
에는 ‘연필이라고’가 생략될 수 없다.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철수는 그것도 연필이라고 들고 왔다.

(29′)

*?

철수는 그것도 들고 왔다.

(29)에서 ‘그것도’가 ‘들고 오다’의 목적어라면 (29′)과 같은 문장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문장 내에 드러나는 개체나 동작을 가리
키며, 계사의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이라고’의 문법적 지위를 살펴보는 문제로 돌아오자. 계사의 주어가 선행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라고’가 어미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먼저 ‘-이라고’
는 ‘-이라 하고’의 축약형으로 볼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문장을 다시 가져와 보
면 이를 알 수 있다.

(30)

가. 철수는 그것도 선물이라고 연필을 주었다.
나. 그것도 월급이라고 20만원이 나왔다.

(30′) 가. 철수는 그것도 선물이라 하고 연필을 주었다.
나. *그것도 월급이라 하고 20만원이 나왔다.

(30가)의 ‘-이라고’는 (30′가)의 ‘-이라 하고’의 축약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
도, (30나)의 경우는 (30′나)처럼 ‘-이라 하고’의 축약형으로 볼 수 없다. ‘-이라
고’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고 인용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라고’가 부사절을 이끄는 하나의 어미가 되었다고 보기에도 아래와
같은 문장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31)

철수는 그걸/그것도 연필이라고 들고 왔다.

(31′)

*

철수는 들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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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라고’가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라면, (31)에서 ‘그것도 연필이라고’는 생략
될 경우 (31′)과 같이 비문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라고’는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로 굳어졌고 선어말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사로서의 쓰임을 가지나, 그 기원적인 피인용문의 주어인 ‘그것’
등이 선행하는 흔적이 남아 문법화의 과정 중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수밖에 없
다.
‘-이라고’의 조사로서의 쓰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보조사로서의 쓰임과 부사격조
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최동주(1997: 202-203)에 의하면, 보
조사는 통합하는 요소의 의미역할과 무관하지만 부사격조사는 의미역할을 나타내는
것이 그 고유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조사 ‘-도’는 행위자, 경험주, 대
상 등 다양한 의미역할의 요소와 결합하고 그러한 의미역할과 무관하게 어떤 추가
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면, 부사격조사 ‘-으로’는 ‘지향점’, ‘도구’, ‘원인’ 등의 의미역
할을 나타내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사격조사가 결합한 명사구
는 생략될 수 있으나 보조사가 결합한 명사구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 또한 존재한다.
이를 기준으로, ‘-이라고’의 부사격조사로서의 용법과 보조사로서의 용법은 아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라고’는 통합하는 명사구에 ‘자격’이라는 의미역
할을 부여하는 듯하며, ‘-이라고’가 결합한 구 전체는 생략될 수도 있다. 아래의 예
문을 보자.

(32)

가. 철수는 영희에게 연필을 선물이라고 주었다.
나. 월급이라고 20만원이 나왔다.

(32′) 가. 철수는 영희에게 연필을 선물로 주었다.
나. 월급으로 20만원이 나왔다.
(32″) 가. 철수는 영희에게 연필을 주었다.
나. 20만원이 나왔다.

(32)에서 ‘-이라고’가 결합한 구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며 (32′)에서 ‘자격’의 의
미를 나타내는 다른 부사격조사인 ‘-으로’로 대체될 수 있다. 또 (32″)에서 보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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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가 결합한 구는 부사어로 기능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 이러한 예문에
서 ‘-이라고’는 부사격조사처럼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한편 ‘-이라고’는 목적어 성분에 결합하기도 하여, 결합하는 전체 구가 생
략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33)

철수는 그걸 도망이라고 간 것이다.

(33′) 철수는 도망을 간 것이다.
(33″) ?철수는 간 것이다.

(33)에서 ‘-이라고’는 모두 목적어 자리에 ‘-을/를’을 대신하여 쓰인 것이다. 앞서
부사격조사처럼 보이는 쓰임과는 달리, (33′)에서 ‘-으로’가 아닌 ‘-을/를’로 대체되
며 (33″)에서 ‘-이라고’가 결합한 전체 구는 생략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목적어에 결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걸’이 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쓰임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2. 연결어미 ‘-다고’류의 의미
이 절에서는 연결어미 ‘-다고’류의 의미를 살핀다. 앞서 살핀 통사적 분포를 근거
로 ‘이유’와 ‘목적’의 의미가 구별되어야 함을 보이고, 각각의 경우 나타내는 ‘이유결과’ 관계의 유형과 ‘목적-결과’ 관계의 유형을 살펴, 다른 인과나 목적의 연결어
미와 어떤 경우에 대체 가능한지를 알아볼 것이다.

3.2.1. ‘이유’와 ‘목적’의 구별

‘-다고’가 ‘이유나 원인’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간의 연구에서 모두 지적된
것에 비해, ‘목적’의 의미는 언급된 경우가 매우 적다. 이는 ‘이유’와 ‘목적’이 의미적
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목적’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사건에 대한 어떤 설
명(explanations or accounts)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유’나 ‘원인’과 의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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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Thompson et al. 2007: 250-251). 목적절은 아래와 같이 이유를 묻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한다.
(34)

A: 왜 밥을 먹었니?
B: 배가 고파서.

(35)

A: 왜 학교에 갔니?
B: 공부하려고.

어떤 행위에 대한 이유를 묻는 의문문에 (34)에서는 대답을 이유절로, (35)에서는
목적절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유와 목적 모두 어떤 행위에 대한 동기나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아주 유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의미를 하나의 표지가 나타내
는 일 또한 범언어적으로 아주 흔하다(Thompson et al. 2007: 250).
‘이유’와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어떤 동작의 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묶일 수 있
으나, 둘은 의미적으로 분명히 구별된다. 목적절의 사건은 주절 사건에 비해 후시적
이고 [-사실성]의 의미를 가지며, 동작주의 ‘의도’가 개입한다.15) Jackson(1995:
57)에서 목적절을 어떤 동작의 ‘의도하는 결과의 측면과 관련하는 이유’라고 정의한
것은(Schmidtke-Bode 2009: 18) 목적이 이유와 ‘의도’의 측면에서 구별되는 것임
을 알려 준다.
만약 하나의 표지가 이유와 목적의 두 의미를 나타낼 때, 오로지 화맥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구별된다면 넓은 의미의 ‘이유’나 ‘근거’가 메타언어로서 그 의미를 포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표지가 두 의미를 나타낼 때 어떤 통사·의미
적 차이를 보인다면, 두 의미는 ‘이유’와 ‘목적’으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앞서 3.1.1.에서 ‘-다고’류는 선행절 사건에 대한 주절 주어의 ‘의도’가 드러나는
통사적 환경에 한해서 ‘목적’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그에 따라
가지는 통사적 제약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연결어미
15) Schmidtke-Bode(2009: 19)에서는 목적절을 의미적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자질로서 ‘의
도성(intentionality), 미래 지향성(future orientation), 가정적 결과 상태(hypothetical
result state)’ 등을 제시한 것이나, Wierzbicka(1998: 183)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실제로 어떤 ‘동작(action)’으로 이어지면, 그 의도가 곧 동작의 ‘목적’이 되
는 것이라고 한 것 등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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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류는 ‘이유’와 ‘목적’을 다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 본다. 각 의미를
나타내는 ‘-다고’류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유형은 항을 달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3.2.2. ‘-다고’류의 인과 의미 유형
‘-다고’류가 이유나 원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이유결과 관계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인과관계의 연결어미라 하더라도 언제
나 서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곧 다른 유형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다고’류와 다른 인과관계의 연결어미 ‘-어서, -니까’와의 비교를
통해 어떤 의미 유형을 담당하는지를 살필 수 있다.
먼저 인과관계는 그 의미 영역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Sweetser(1990)에서
‘내용(content), 인식(epistemic), 화행(speech act)’의 영역을 구분한 것이 여러 논
의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이를 ‘-다고’를 포함한 한국어 연결어미에 적용한 임은하
(2007: 127)의 논의를 빌려 영역 구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임은하(2007: 127)의
예문을 가져와 살피면 아래와 같다.

(36)

가. 친구 결혼식에 {가서, 갔으니까, 간다고} 동창회에 못 갔다.
나. 영희는 운동화를 {*신어서, 신었으니까, *신었다고} 영희는 분명히 산에 간
거다.
다. 밀린 일도 다 {*해서, 했으니까, *했다고} 조금 쉬어라/쉬자/쉴까?
임은하(2007: 127) [‘-니까’ 필자 추가]

(36가~다)는 각각 ‘내용(content), 인식(epistemic), 화행(speech act)’ 영역의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16) (36가)에서는 실제 세계에서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 사건을
유발한다. 이와 달리, (36나)에서는 선행절의 사건이 화자의 추측의 근거가 되고,
16) 임은하(2007: 127)에서는 ‘content domain’을 ‘내용 영역’이라고 번역하여 받아들인 듯
하다. 이는 (36가)와 같은 문장이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content’의 번역어로는 ‘내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Sweetser(1990)의 논의를 받아들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므로 ‘내용 영역(content
dom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48 -

(36다)에서는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 발화 행위 자체의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다고’는 (36가)처럼 내용 영역의 인과관계만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ander Matt & Sanders(2000: 60)에서는 내용 영역의 인과관계를 다시 세분화
한다. 그에 따르면, 내용 영역의 인과관계는 ‘의지성(volitionality)’을 기준으로 ‘원인
-결과(cause-consequence)’ 관계와 ‘이유-동작(reason-action)’ 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17) ‘원인(cause)’이 외적 동인(external motivation)이라면 ‘이유(reason)’는 내
적 동인(internal motivation)이라 할 수 있어, 전자가 어떤 ‘사건(event)’의 동기라
면 후자는 ‘동작(action)’의 동기이다(Givón 2001: 335).
연결어미 ‘-다고’는 후행절에 의미적 제약이 있음이 몇몇 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나, 이것이 ‘이유’나 ‘원인’의 구별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박만규(1996)과 임
은하(2007) 등에서 후행절에 ‘인간의 의지적 행동’의 내용이 와야 한다는 의미적 제
약을 지적한 것은, ‘-다고’가 곧 ‘이유-동작(reason-action)’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만규(1996: 776-778)과 임은하(2007: 128)에서 든 예문을 가져 오면 아래와
같다.

(37)

가. *준호는 에이즈에 걸렸다고 죽었다.
나. 준호는 에이즈에 걸렸다고 자살했다.
박만규(1996: 778)

(38)

*

가. 페트병 구멍이 {좁으니까, 좁아서, 좁다고} 솔이 안 들어갑니다.
나. 바퀴가 둘레는 큰데 {좁으니까, 좁아서, *좁다고} 많이 휘청거리고요.
임은하(2007: 128) [‘-으니까’ 필자 추가]

(37)에서 ‘죽다’는 비의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고’에 후행할 수 없지만, 의지적
인 ‘자살하다’는 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38)에서도 후행절에 비인간명사
가 주어가 되어 비의지적 사건을 나타낼 때에는 ‘-다고’가 쓰일 수 없다. 이를 통해
17) 이는 Dutch의 연결사 daardoor와 daarom이 모두 내용 영역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데도
그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Pander Matt &
Sanders(2000)을 참고한다.

- 49 -

‘-다고’는 ‘원인’보다는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기술하는 편이 더 정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니까’나 ‘-어서’가 두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다만 ‘-다고’에 비의지적인 사건이 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아래와 같이 의미적 피동문이
후행하는 경우이다.

(39)

나는 오늘 지각했다고 사장에게 야단을 맞았다.

(40)

사장은 오늘 지각했다고 나를 야단쳤다.

(39)에서 ‘야단을 맞다’는 주어인 ‘나’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39)의 ‘-다고’는 (40)과 같이 ‘사장’이라는 주체의 의도적인 행위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며, (39)와 같은 의미적 피동문에서도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아래와 같이 동사적인 해석이 가능한 형용사나 ‘못’ 부정문이 후행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41)

가. 출장 간다고 결혼식에 못 갔다.
나. 시험 공부한다고 잠을 못 잤다.

(42)

가. 아이들이 비가 많이 온다고 야단이다.
나. 논문 쓴다고 고생이 많다.

(41)에서는 ‘-다고’에 ‘못’ 부정문이 후행하고, (42)에서는 형용사가 후행하고 있다.
본래 ‘못’ 부정문이나 형용사는 비의지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41)과 (42)에서는 동
사적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42)에서 ‘야단이다, 고생이 많다’는 것은
형용사로 볼 수 있지만, 문맥상 의미적으로는 주어의 통제 하에 있는 일종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1)의 ‘못’ 부정문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는 아래와
같이 통제 불가능인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43)

가. *전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결혼식에 못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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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면제를 먹었다고 정신을 못 차렸다.

(43)은 (41)에서 후행절의 사건을 화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선행절의 내용
을 바꾸어 본 것인데, (41)과는 달리 ‘-다고’가 쓰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후행
절에 형용사나 ‘못’ 부정문 등이 온다 하더라도, 주절의 사건이 화자의 통제 하에 놓
인 사건이라면 ‘-다고’가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박만규(1996: 778-779)에서도 ‘못’
부정문이 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의지적 해석을 가지지 않는 경우 ‘-다고’가
선행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41)과 (42) 중에서 ‘-다고’를 ‘-느라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다고’
가 이끄는 절이 ‘원인’을 나타낸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아래는 (41)과 (42)의
‘-다고’를 ‘-느라고’로 바꾸어 본 것이다.

(41′) 가. 출장 가느라고 결혼식에 못 갔다.
나. 시험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
(42′) 가. *아이들이 비가 많이 오느라고 야단이다.
나. 논문 쓰느라고 고생이 많다.

(42′가)를 제외하면, (41′)과 (42′)에서 ‘-다고’는 ‘-느라고’로 대체된다. ‘-느라고’
는 ‘원인이나 이유’와 ‘목적’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으며,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느라고’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만 한하여 ‘-ㄴ/는다고’의 형태가 ‘원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18)
18) ‘-느라고’의 의미는 선행연구마다 아주 다르게 기술되고 있어 아직 ‘-다고’와의 비교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숙(1985)에서는 [원인/이유]로, 안주호(2007)에서는 [원인/
이유], [의도/목적], [동시]로, 진가리(2013)에서는 [원인/이유], [목적/의도], [동시],
[화자의 추측이 담긴 변화] 등으로 ‘-느라고’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통사적 제약
에 대해서도 의견이 아주 분분하다. 단적인 예로, 안주호(2007: 424)에서는 [원인/이유]
를 나타낼 때에는 선․후행절 주어가 동일해야 하고 [의도/목적]일 때에는 다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진가리(2013: 154-155)에서는 [목적/의도]일 때 선․후행절 주어가 반드시 동
일해야 하나 [원인/이유]일 때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등 정반대의 결론을 짓고 있기까지
하다. 또한, 이창덕(2014: 96)에서는 ‘-ㄴ/는다고’의 형태가 ‘-느라고’와 일종의 이형태
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까지 언급한 바 있으나, ‘-느라고’와 ‘-ㄴ/는다고’가 언제나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느라고’가 ‘-ㄴ/는다고’로 대체될 수는 있지만, ‘-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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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감정이입이나 의인화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44)

봄이 됐다고 개나리가 꽃을 피웠다.

(44)에서 ‘개나리’는 인간 명사가 아니지만, 의인화하여 혹은 화자가 감정이입을 하
여 ‘꽃을 피우는 행위’를 의도적인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다고’가 쓰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외성(mirativity)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의지적인 행위가 후행할 수 있다.

(45)

*

(46)

가. 페트병 구멍이 좁다고 안 들어가네.

페트병 구멍이 좁다고 안 들어간다.

나. 페트병 구멍이 좁다고 안 들어가는구나.
다. 페트병 구멍이 좁다고 안 들어간다?
라. 페트병 구멍이 좁다고 안 들어가다니!

(45)는 앞서 ‘-다고’에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 후행해야 한다는 의미적 제약을 설명
하기 위해 비문으로서 제시되었던 문장이다. 그런데 (46가)와 (46나)처럼 의외성
의미를 가진 종결어미 ‘-네, -구나’가 쓰이거나, (46다)처럼 놀람의 억양, (46라)
처럼 감탄문의 형식이 쓰이면 ‘-다고’에 비의지적 사건이 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다고’가 특정 상황에서만 비의지적 사건의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고’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다고’의 증거성
의미와 관련하여 5.1.2.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요컨대 ‘-다고’는 ‘내용, 인식, 화행’ 영역의 인과관계 가운데 내용 영역의 인과관
계만을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의지적인 동작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고’가 나타낼 수 있는 인과관계의 유형을 ‘-어서’ 및 ‘-니까’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다고’의 분포가 더 넓다. 주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철수가 {공부한다고 / *공부하느라
고} 영희가 청소를 했다.” 등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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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어서

-니까

원인

△19)

O

O

이유

O

O

O

인식 영역

X

X

O

화행 영역

X

X

O

내용 영역

[표 5] ‘-다고’가 나타내는 인과 의미 유형

3.2.3. ‘-다고’류의 목적 의미 유형
‘-다고’류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때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박진희(2011)에서는
한국어에서 목적절을 이끄는 연결어미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는데, 본고에
서는 그 기준을 보완·수용하여 ‘-다고’류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박진희(2011: 189-192)에서 목적절을 분류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은 두 가지이
다. 하나는 선행절에 의도의 양태 의미가 나타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후행절
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예문을 통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7)

가. 사람들이 보게 글씨를 {썼다. / 쓰자. / 써라.}
나. 사람들이 못 보게 글씨를 썼다.

(48)

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 가자. / 가라.}
나. *밥을 못 먹으러 갔다.

(49)

가. 학생들 먹으라고 음식을 {두었다. / *두자. / *두어라.}
나. 학생들 못 먹으라고 음식을 치웠다.

(50)

가. 경수를 때리려고/때리고자 손을 {쳐들었다. / *쳐들자. / *쳐들어라.}
나. *경수를 못 때리려고 손을 내렸다.

(47)~(50)은 박진희(2011)에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목적의 연결어미를 네 가지

19) ‘-느라고’로 대체되는 일부의 경우에만 제한된 것이므로 ‘△’ 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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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박진희(2011)에 따르면, (47가)와 (48가)에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후행할 수 있으나 (49가)와 (50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 (47나)와 (49
나)는 선행절에 주절 주어의 의도의 양태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있으나, (48나)와 (50나)는 의도의 양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없다.
그런데 박진희(2011)에서 제시한 ‘의도의 양태 의미 유무’는 ‘선·후행절 동일 주
어 제약 유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목적절은 의미 자체가 주어의 ‘의도’를 전제하는
것이며

의도의

양태의미가

없는

목적절은

의미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chmidtke-Bode(2009: 19)에서는 목적절의 의미적 특성으로 ‘의도성’을 제시하였
고, Wierzbicka(1998: 183)에서 목적절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기도 하였
다.
의도

→

intention

동작
action

→

(원하는) 결과
(desired) result

Wierzbicka(1998: 183)에 의하면, ‘의도(intention)’는 어떤 생각이나 바람을 의미하
는 것이고, 그 의도가 실제로 어떤 ‘동작(action)’으로 이어지면, 그때 의도가 곧 동
작의 ‘목적(purpose)’이 된다.20)
따라서 (47나)와 (49나)에서 ‘못’ 부정문이 선행할 수 있는 것은 선․후행절의 주
어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7나)에는 ‘사람들이 못 보
는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주절 주어(화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의도하는 결과 사건의 주어가 주절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이에 따라 목적의 연결어미에서 선·후행절 동일 주어 제약의 유무와 후행절 서법
20) 이에 따라 선·후행절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목적’으로, 주어의 양태를 나타내는
용어는 ‘의도’로 사용하는 편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진희(2011: 182)에서 “의
도는 그 주체가 문장에서는 주어로 나타나고 그 주체는 현실 세계에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존재여야 하는 반면 목적은 부가절의 상위절에 대한 관계 의미를 가리킨다.
의도는 의도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 반면 목적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 그 행위
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명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상통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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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를 살펴 그 통사·의미적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다
고’류의 어미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다고’와 ‘-자고’는 선·후행절 주어
가 일치해야 하고, ‘-라고’의 경우는 달라야 함을 앞서 3.1.1.에서 살펴보았다.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1)

가. 영희는 {공부한다고 / 공부하겠다고} 학교에 갔다.
나. ?영희는 철수 {공부하겠다고 / 공부한다고} 조용히 있었다.

(52)

가. 영희는 공부하자고 학교에 갔다.
나. *영희는 철수 공부하자고 조용히 있었다.

(53)

가. *영희는 공부하라고 학교에 갔다.
나. 영희는 철수 공부하라고 조용히 있었다.

(51)~(53)은 각각 ‘-다고, -자고, -라고’가 ‘목적’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51가)
에서 ‘-다고’는 선·후행절 주어가 일치해야 하고 (51나)에서처럼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고’절이 이유의 의미로 해석된다. (52)에서 ‘-자고’의 경우 선·후행절
동일 주어 제약이 있고, (53)에서 ‘-라고’는 선·후행절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채숙희(2011ㄱ)에서 ‘-라고’의 의미를 ‘결과’로 처리한 바 있는데, 이는 ‘-라고’
를 다른 연결어미로 대체해 보는 점검 과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1) ‘-라
고’는 ‘목적’의 연결어미로 알려진 ‘-려고, -고자’로는 대체되지 않지만, ‘결과’의 연
결어미로 알려진 ‘-게, -도록’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라고’가 ‘-려고, 고자’로 대체되지 않고 ‘-게, -도록’으로만 대체되는 것은, 그 의미가 ‘결과’이기 때
문이 아니라 선․후행절 동일 주어 제약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게, -도록’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로 기술되나 비동일 주어 제약을 가
지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윤평현(2005)에서 제시한 ‘-게, -도록’의 예
문으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21) 채숙희(2011ㄱ: 15)에서는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의 사태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게’나 ‘-도록’은 결과로 처리되는데(이은경 2000: 242), ‘-라고’
도 이러한 점에서 ‘결과’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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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 [목적] 남편이 입게/입도록 아내는 털스웨터를 짰다.
나. [정도] 가슴이 메이게/메이도록 가엾다.
다. [도급] 날이 새도록 철수는 공부했다.
라. [상태/태도] 장미꽃이 곱게 피었다.
윤평현(2005: 360-363)

윤평현(2005)에서는 ‘-게, -도록’을 ‘결과’의 어미로 분류하였지만, (54가)에서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 것을 보아, (54나~라)만이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도록’이라고 생각된다. (54가)는 “남편이 입게 하려고 스웨터를 짰다.”와 같
이 사역의 의미가 더해진 목적이라 볼 수 있는데, ‘아내’의 의도가 드러난다. 반면
(54나~라)는 선행절의 사건이 의도된 것이 아니고 단지 주절의 사건으로 인해 초
래된 결과임을 나타낸다. 의도의 양태 의미의 유무는 목적절을 분류하는 기준이 아
니라 오히려 목적과 결과를 구분하는 의미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고’나 ‘-자고’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살
필 수 있다.

(55)

가. 열 받아 가지구 나도 그때, 빼 들구 진짜 차 문을 내리면서 “에라이, 씨!” 그
러면서 차 문을 진짜 부숴지라고 닫았어.
나. 진짜 죽으라고 고생했어 진짜.
채숙희(2011ㄱ: 110)

(56)

죽자고 덤벼들면 무엇을 못 하겠어.

(55)의 ‘-라고’와 (56)의 ‘-자고’는 (54나)의 ‘-게, -도록’처럼 ‘정도’의 의미를 나
타낸다. (55가)의 선행절인 ‘차 문이 부숴진다’는 사건이나 (55나)와 (56)의 선행절
인 ‘죽는다’는 사건을 후행절 주어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숴질 정도
로’나 ‘죽을 정도로’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고’가 일부
관용적인 표현에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고, -라고, -자고’는 모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후행할 수 없다. 아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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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 *공부하겠다고 학교 {가자 / 가라}.
나. *공부하자고 학교 {가자 / 가라}.
다. *공부하라고 학교 {가자 / 가라}.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목적

동일주어

-려고

-게

-고자
O

-도록

-러

-다고

O

O

-라고

-자고
O

비동일주어

O

O

O

결과
청유문 및 명령문

O

△22)

△

X

X

후행 여부

X

O

O

X

[표 6] ‘-다고, -라고, -자고’가 나타내는 목적 의미 유형

3.3. 조사 ‘-이라고’의 의미
이 절에서는 조사로서의 용법을 보이는 ‘-이라고’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3.1.2.에서 ‘-이라고’가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계사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하고,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로 볼 여지가 있음을 논
하였다. 사전류나 선행 연구에서 ‘-이라고’의 의미를 화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서술
한 것은 그것을 보조사로 처리한 것과 관련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라고’는 부사격
조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관련하여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2) ‘△’로 표시한 것은 일부 서술어가 선행할 때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에서만 ‘결과’의 의
미를 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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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사격조사로서의 쓰임을 보이는 ‘-이라고’의 예문을 다시 가져 오면 아래와
같다.

(58)

가. 영희는 이 연필을 선물이라고 주었다.
나.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말을 안 듣는다.

(58)에서 ‘-이라고’는 조사 ‘-으로’로 대체될 수도 있고 전체 구를 부사어로 만들
어 부사격조사로 볼 수 있다. 이때 ‘선물’이나 ‘아들’에 부여하는 의미역할을 ‘자격’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3.1.2.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라고’는 지칭구문이나 판단구
문에서 형성되는데 그 구문의 주어는 문장 내에 드러나는 어떤 개체나 동작을 가리
키기 때문이다. 아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8′) 가. 영희는 이 연필i을 선물i이라 하고 주었다.
나. 아들i이라 하고 하나 있는 것i이 말을 안 듣는다.

(58′)은 (58)에서 ‘-이라고’를 ‘-이라 하고’로 복원하고 공지시 관계를 표시한 것이
다. ‘-이라고’는 하나의 요소로 굳어졌기 때문에 (58)과 (58′)의 의미가, 특히 (58
나)와 (58나′)의 의미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58′)과 같은 구문에서 ‘-이라고’
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58′가)에서는 ‘연필’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이름이나 자격을
부여하였고, (58′나)에서는 ‘하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이름이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라고’는 지칭구문 혹은 판단구문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에서 ‘자격’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동시에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는 그 명명
혹은 판단의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긴 특성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8
가)에서 ‘연필’이 ‘선물’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주어인 ‘영희’이고, 화자는 그
판단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필이 선물의 자격을 가질 수 없
다’는 함축적 의미가 전달된다. (58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 있는 것’에 ‘아
들’이라는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화자의 판단으로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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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라고’의 보조사로서의 쓰임에서는 화자가 그 속성 및 자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보조사로서의 ‘-이라고’를 살피면 아래와 같
다.

(59)

영희는 그걸 도망이라고 갔다.

(59)에서 ‘영희’의 동작에는 ‘도망’이라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59)와 (59′)에서처럼
‘그것을 도망이라고 한다’는 판단구문에서 ‘-이라고’의 구문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영희’의 동작이 ‘도망’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드
러내어 ‘-이라고’는 보조사로서의 용법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본래 인용문 구성에서 비롯한 형식은 화자가 내면화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함축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는 제
5장에서 ‘-다고’류의 함축적 의미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이라고’의 경우에는 그러
한 함축이 어느 정도 내재적인 의미로 굳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60)

가. 철수는 그 연필을 선물이라고 선생님께 드렸다.
나. 철수는 그 만년필을 선물이라고 선생님께 드렸다.

(60가)와 달리 (60나)는 ‘만년필’이 대체로 ‘선물’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여
겨짐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여전히 드러나는 듯하다. 즉 문맥상 부
정적 태도가 함축적으로 전달된다기보다는 ‘-이라고’ 자체의 의미로서 화자의 부정
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라고’는 문장 내의 명사구가 가리키는 개체나 서술어가 가리키는 동작
에 대한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 개체나 동작이 ‘-이라고’가 결합한 명사의 자
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함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이라고’를
더욱이 연결어미로 보기 어렵게 한다. ‘자격’이나 ‘속성’ 등은 부사절의 의미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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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이다.23) 따라서 앞서 3.1.2.에서 그 통사적 분포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
미로서의 쓰임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조사로서의 용법
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23) 언어유형론적 연구에서 제시한 부사절의 의미 유형의 종류는 2.3.1.에서 제시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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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고 해서’의 문법과 의미
이 장에서는 연결어미 ‘-다고’와 구별되는 ‘-다고 해서’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고 해서’는 ‘해서’가 생략되어 쓰이는 일이 빈번하여 표면적으로 ‘-다
고’와 구별이 쉽지 않아, 그간의 연구에서 ‘-다고 해서’는 연결어미 ‘-다고’와 같은
요소인 것으로 처리되어 왔다. 이에 본 장에서 연결어미 ‘-다고’와 ‘-다고 해서’는
문법적․의미적으로 구별됨을 보이고, ‘-다고 해서’의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논한다.

4.1. 연결어미 ‘-다고’와의 문법적 구별
연결어미 ‘-다고’는 ‘-다 하고’의 축약형 혹은 융합형이거나 ‘-다고 하고’의 절단
형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다고’ 가운데에는 ‘-다고 해서’
의 구성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종래의 많은 연구에서 ‘-다고 해서’를 연
결어미 ‘-다고’류와 구별하지 않고 언급해 왔으나, 이 절에서는 ‘-다고’와 ‘-다고
해서’가 문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연결어미로 보이는 ‘-다고’는 ‘해서’의 후행 가능성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아
래의 예문을 보자.

(1)

가. 비가 온다고 우산을 챙겼다.
나. 공부한다고 1등할 것 같니?

(1ˊ)

가.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챙겼다.
나. 공부한다고 해서 1등할 것 같니?

(1가)와 (1나)는 모두 ‘-다고’가 연결어미로 쓰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다. 그런데
‘-다고’ 뒤에 ‘해서’를 사용할 경우, (1ˊ가)의 ‘온다고 해서’는 ‘(누군가) 온다고 말해
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1가)와 (1ˊ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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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나)와 (1ˊ나)의 의미는 동일하며, (1나)의 ‘-다고’는 ‘-다고 해서’에서 ‘해서’
가 생략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고’와 ‘-다고 해서’의 통사·의미적 구별은 임은하(2007)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본고는 ‘-다고’와 ‘-다고 해서’의 구별에 있어서 임은하(2007)의
논의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임은하(2007)에서는 ‘-다고 해서’ 역시 ‘원인이나 이유’
를 나타낸다고 하는 등, 그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본고가 취하고자 하는 입장과 많
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4.2.와 4.3.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해서’의 복원 가능성 차이는 ‘-답시고’로의 교체 가능성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다고 해서’는 ‘-다고’와 달리, ‘-답시고’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이다. 아
래의 예문을 보자.
(2)

가. 공부를 {한다고 / 한답시고} 학교에 갔다.
나. 환자를 {치료했다고 / 치료했답시고} 돈 받아먹고 살겠지.
나. {공부한다고 / *공부한답시고} 해서 1등할 것 같니?

(2가)와 (2나)는 각각 ‘목적’과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고’가 쓰인 문장이다.
그 이유나 목적을 화자가 탐탁지 않아 할 때에는 ‘-답시고’의 형태로서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2다)의 ‘-다고 해서’는 ‘-답시고’의 형태로 대체될 수 없
는 것으로 보인다.
‘-답시고’는 ‘-다 시고’에서 기원한 것인데 ‘-다고’에 비해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더해진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24) 이는 곧 생략되거나 융합되는 ‘하
다’의 활용형이 ‘해서’의 꼴이 아니라 ‘하고’의 꼴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서’가 복
원되는 ‘-다고 해서’는 연결어미 ‘-다고’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4) ‘-답시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
에 붙어) 주어는 앞절을 뒷절의 마땅한 까닭이나 근거로 내세우지만, 화자는 이를 못마땅
해하거나 얕잡아 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풀이된다. 그 형태는 ‘-다+-ㅂ-+-시
-+-고’로 분석되는데 ‘-ㅂ시-’가 ‘-다고’에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명희(1997:
172-176)에서는 ‘-ㅂ시-’가 15세기 이래로 두 가지 방향으로 발달해 온 것으로 보아,
하나는 주체겸양에서 공손법의 기능으로 바뀌어 ‘갑시다, 가십시오’ 등의 어미에 남아 있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의 주체에 대한 평가절하의 의미를 띠게 된 것으로서 ‘-답시
고’에 남아 있는 것이라 하였는데, 통시적 검토가 더 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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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고’는 ‘-다 하고’의 축약이나 융합, 혹은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되는 등
의 과정을 거쳐 발화 동반 구문에서부터 형성되었지만, ‘-다고 해서’의 ‘해서’는 어
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고 해서’가 ‘-다고’와는
다른,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25)

4.2. 연결어미 ‘-다고’와의 의미적 구별
‘-다고 해서’와 ‘-다고’ 간의 구별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두 요소
의 의미를 모두 ‘원인이나 이유’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절에서는 ‘다고 해서’가 의미적으로도 ‘-다고’와 구별됨을 보이고자 한다. 본 절에서 사용되는
예문은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원시 말뭉치에서 ‘다고 해서’를 검색하여 추출한 것이
다.
먼저 ‘-다고 해서’는 연결어미 ‘-다고’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
나, 그 인과관계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 앞서 3.2.2.에서 인과관계를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으로 나누어 살피고, ‘-다고’는 그 중 내용 영역의 인과관계만
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다고 해서’의 경우에는 인식 영역의 인
과관계까지 나타낼 수 있다. 아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가.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갔으니까} 동창회에 못 갔다.
나. 영희는 운동화를 {*신었다고, 신었으니까} 영희는 분명히 산에 간 거다.
다. 밀린 일도 다 {*했다고, 했으니까} 조금 쉬어라/쉬자/쉴까?
임은하(2007: 127)

(4)

가. 결혼식에 간다고 해서 동창회에 빠지지는 않는다.
나. 영희가 운동화를 신었다고 해서 산에 간 것은 아니다.
다. ?밀린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쉬지 마라.

25) 임은하(2007: 119)에서도 ‘-다고 해서’와 발화의 의미가 없는 ‘하다’가 쓰인 ‘-다고 하
면’ 등은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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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앞서 ‘-다고’의 인과관계 유형을 확인하며 살폈던 예문이다. (3가)~(3다)는
각각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데 ‘-다고’는 이 중
(3가)의 내용 영역의 인과관계만을 나타낸다. 그런데 (4나)에서 ‘-다고 해서’는 화
자가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인식 영역의 인과관계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다)의 경우는 (3다)를 변형한 것이기는 하나, ‘밀린 일을 다 한 것’이 후
행하는 명령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문의 지시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므
로 ‘-다고 해서’가 화행 영역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고 해서’는 내용 영역과 인식 영역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다고 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과관계로 보기 어려운 의미 관계를 드러내
기도 한다.

(5)

가. 하나의 시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곧 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수심(修心)을 마친 것은 아니
라고 지눌은 말한다.

(5)에서 부정되는 선·후행절의 관계는 인과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임은하(2007:
121)에서는 (5가)와 같이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를 ‘수단’이
라는 의미로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5나)의 경우에는 ‘수단’으로도 해석되지 않는다.
후술되겠으나 (5)의 문장은 조건관계를 부정하고 있어 ‘-다고 해서’의 의미는 조건
이거나 양보적 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고 해서’는 ‘-다고’와 구별되는 요소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의미
가 다의적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고 해서’의 다의적 의미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
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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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고 해서’의 의미적 특성
4.3.1. 기존 의미 기술의 문제
‘-다고 해서’를 연결어미 ‘-다고’와 구별하여 언급한 논의는 많지 않다. 남기심
(1973)이나 이필영(1993)에서 유사절단축약과 절단축약, 환원적 절단형과 비환원
적 절단형 등으로 형태적 구별은 하였으나, 그 의미와 통사의 구별을 언급한 것으로
는 박만규(1996)과 임은하(2007) 정도가 있다. 박만규(1996)에서는 ‘-다고 해서’
의 의미를 ‘양보’로, 임은하(2007)에서는 ‘원인이나 이유, 수단’으로 처리하였는데
두 연구의 설명 방식은 대체로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다고 해서’가 부정문에 선
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다고 해서’의 의미가 거의 단일하게 처리
되었고, 이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본 항에서는 박만규(1996)과 임은하
(2007)의 논의를 살피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다고 해서‘는 다의적으로 처리되어
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다고 해서’를 ‘-다고’와 구별하여 다룬 두 연구에서 하나의 표지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다고 해서’가 부정문에 선행하는 경우만을 다루었고, 그
경우 부정의 영역에 따라 ‘-다고 해서’의 의미를 이유로 볼 수도, 양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만규(1996)과 임은하(2007)에서 다룬 ‘-다고 해서’는 아래와 같
이 부정문이 후행하는 ‘-다고 해서’이다.

(6)

비가 온다고 해서 결석하지는 않는다.

(6)의 해석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 임은하(2007)은 ‘-다고 해서’가 ‘원인이
나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어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으로 보았다. 반면 박만규
(1996)에서는 ‘-다고 해서’의 경우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6)이 양보
문이라면 ‘비가 오면 보통 결석한다’는 기대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önig(1988: 149)에서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이유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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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양보절은 그 의미가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7)

가.

This

house

is

no

less

comfortable

because

it

dispenses

with

air-conditioning.
(이 집은 에어컨이 없어서 불편하지는 않다.)
나. This house is no less comfortable,

although it dispenses with

air-conditioning.
(이 집은 에어컨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König(1988: 149)

(7가)와 (7나)는 각각 이유의 because와 양보의 although가 쓰인 문장이나, 전달되
는 의미가 서로 같다. (7가)에서는 이유절이 주절의 의미적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데, (7나)에서의 양보절은 그렇지 않다. 한국어로 번역하였을 때 (7가)에서 ‘불편하
지는’에서 보조사 ‘-는’이 쓰이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것은, ‘-어서’절이 주절 부정
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önig(1998: 149)에서는 ‘not(q because p) = not-q, although p’와 같은 도식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양보’의 개념이 ‘incausal, inoperant cause,
anticause, cause contraire’ 등의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 것은 양보와 이유의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König 1991: 191).
다시 (6)의 예로 돌아가서, ‘-다고 해서’를 양보와 이유로 보는 두 가지 해석 방
식을 살피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8)

가. [[비가 온다고 해서 결석하지는] 않는다.] = ‘이유’의 해석
나. [비가 온다고 해서][결석하지는 않는다.] = ‘양보’의 해석

(8)을 통해 후행절 부정의 범위가 선행절까지 미치는 이유와, 부정문이 후행하는 양
보는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가)에서는 부정의 영역이 선행절(이유
절)까지 미치지만, (8나)에서는 주절에만 미친다. 이렇게 보면 임은하(2007)의 ‘이
유’ 해석이나, 박만규(1996)의 ‘양보’ 해석이 모두 일견 타당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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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처럼 부정문이 후행하는 경우 그 영역에 따라 인과관계의 부정으로 해석될 수도,
양보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해서는 4.3.3.에서 후술한다.
그런데 ‘-다고 해서’는 긍정문에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가 그 예이다.

(9)

가. 점이 많다고 해서 점박이라고 부른다.
나. 집 한 칸 지니고 있다고 해서 같잖게 왕조시대의 사대부취(士大夫趣)를 내
보겠다 이거지.

(9)의 ‘-다고 해서’는 긍정문에 선행하고 있는데, 이때의 ‘-다고 해서’가 (8)의 ‘다고 해서’와 같은 종류의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먼저 아래와 같이 (9)의 ‘-다고 해
서’에 부정문이 후행하는 경우, 그 부정의 영역은 후행절까지만 미친다.

(9′)

가.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 아이는 점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 [집 한 칸 지니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겸손해 하지 않겠다 이거지.]

(9′)은 (9)의 문장의 후행절을 부정문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이때 부정의 영역은
후행절에만 미쳐서 (8)의 경우와는 그 해석의 양상이 다르다.
또한 (8)의 ‘-다고 해서’는 아래와 같이 긍정문이 후행하는 경우 비문이 된다.

(8′)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있었다.

(8′)은 (8)의 문장을 긍정문이 후행하는 것으로 바꾸어 본 것인데, 누군가가 비가
온다고 말한 것을 전해들은 전언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9나)의 ‘-다고 해서’와 유
사한 것이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술되겠지만 (8′)의 ‘-다고 해서’가 인과관계를
드러낸다면, ‘비가 오는 것’이 ‘집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며, 이는 (9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특성이다.
이를 통해 ‘-다고 해서’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고는 긍정문이 후행하는 ‘-다고 해서’와 부정문이 후행하는 ‘-다고 해서’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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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도록 하겠다. 이때 부정문이 후행하는 ‘-다고 해서’의 경우는, 그 부정의 영역
이 문장 전체에 미치는 경우를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4.3.2. 긍정문이 후행하는 ‘-다고 해서’

긍정문이 후행하는 ‘-다고 해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
래와 같이 지칭구문이나 판단구문에서 주로 쓰이는 ‘-다고 해서’이다.

(10)

가. 점이 많다고 해서 점박이라고 부른다.
나. 등이 꼽추처럼 굽었다고 해서 꼽추등에로 불리는 콩알만한 곤충들.
다. 이북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개성댁이라고 부르던 아주머니가 지금은 백발의
노파로 변해 있었다.

(11)

가. 공연히 남의 분야를 기웃거리며 허명의 인물들이나 퇴역 구닥다리들을 ˊ새
사람'이랍시고 데려간다고 해서 "각계각층의 참신한 얼굴을 널리 구했다"고
보아줄 국민은 아무 데도 없다.
나. 대중문화를 비판한다고 해서 곧 대중을 비판한다고 보는 視角을 우리는 비
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다. 발달된 생물체의 조직이 바로 그와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문학 작품을
유기체에 비유한 학자도 있었다.

(10)에서 ‘-다고 해서’는 모두 어떤 개체의 이름을 부여하는 지칭구문에 선행하고
있다. 그 명명의 근거를 나타내주고 있고, ‘부르다’ 등의 서술어가 후행한다. (11)에
서 ‘-다고 해서’는 어떤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 주는 듯하다. ‘보다’와 같이 판단 자
체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후행하기도 하고, (11다)에서 ‘비유하다’와 같이 판단의 과
정을 전제하는 서술어가 후행하기도 한다.
‘비유하다’ 외에도 판단의 과정을 전제하는 서술어는 아래와 같다.

(12)

가. 그래서 그는 민족분단이 기본적으로는 외세의 의한 것이었다고 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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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지극히 우연적이며 특수한 문제로 주장되길 거부한다.
나. 그 당시 제철소가 개도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해서 ibrd 등 국제금융기
관으로부터 외면당해 제철소 건설자금 조달에 애를 먹었고 [후략]
다.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 등은 외국에서 가구재로 많이 쓰임에도 나뭇
결이 너무 거세다고 해서 아예 가구용재로 쓰지 않으며 [후략]
(13)

가. 국립무용단장을 지낸 저명한 남성 무용가가 1997년 제자들을 성추행했다고
해서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나.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좌경 교사다 용공 교사다 몰리는 판이
다.

(14)

가. 최근에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1주일 여름휴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관가(官街)
의 화제가 되는 실정이다.
나. 이번에 내인가된 우학kb증권은 회사원 6명이 합작증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던 증권사.
다. 이 책은 나카소네 전(전) 총리가 호소카와 총리에게 지도자의 필독서로 권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명저서이다.
라. 삼국유사에 실린 이 이야기는 호랑이와 인간과의 사랑을 그렸다고 해서 사
람들의 눈길을 끌어 왔습니다.

(12)에서는 ‘거절, 거부’ 등의 서술어가, (13)에서는 ‘구속, 경고’ 등의 서술어가,
(14)에서는 ‘인기, 화제’와 관련한 서술어가 후행하고 있다. 이때 (14)의 경우에는
후행절의 서술어가 ‘화제가 되다, 관심을 모으다, 유명해지다, 눈길을 끌다’ 등 비의
지적 사건을 나타내어 ‘-다고 해서’가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외
성의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던 연결어미
‘-다고’와는 구별되는 특성이다.
한편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그 이유에 대해 화자의 탐탁지 않은 태도를 드러
내는 ‘-다고 해서’가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가. 집 한 칸 지니고 있다고 해서 같잖게 왕조시대의 사대부취(士大夫趣)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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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겠다 이거지.
나. 선생님은 이날 병석이의 속이 거북해 하는 표정을 제까짓 놈이 영화에 대해
서 아는 것이 좀 많다고 해서 건방지고 배은망덕하게 선생까지도 우습게 보
는 모양이라고 잘못 오해라도 했는지 [후략]

(15)에서 ‘-다고 해서’는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의 이유로 해석되는데, 그 이유에 대
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조건문이나, 부정적 내용이 후행하는 관형사절에 주로 쓰이며, 이는 아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가. 그런데 지금 급하다고 해서, 우리 편이 몰린다고 해서, 골키퍼보고 "너 왜
문간에 있느냐, 뛰어와서 볼을 차지 않고"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
니까?
나. 만약 가슴속에 불이 치솟는 것 같다고 해서 찬물 속으로 뛰어들기라도 한다
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다. 그들의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계속 가둬 놓고 어루만지기만 하다가는 자폐
아같이 암흑의 공상 속에 한없이 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17)

가. 따라서 당분간은 증시가 반등한다고 해서 성급히 뛰어들거나, 급락한다고 해
서 무조건 팔고 보자는 전략은 위험하다.
나. 공간이 넓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가구와 소품으로 집안을 채우겠다는 생각
은 피해야 한다.
다.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농지가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매우 무
모한 짓이다.
라.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격리하거나,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일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된다.

(16)에서 ‘-다고 해서’는 ‘-다면, 다가는’ 등이 후행하는 조건문에 쓰이고 있고,
(17)에서는 ‘-다고 해서’가 관형사절에 쓰이고 있다. (17가~라)의 ‘-다고 해서’는
모두 ‘팔고 보자는 전략, 채우겠다는 생각, 방치하는 것, 소외시키는 일’ 등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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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나타내는 사건의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다. 조건문에 후행하는 결과나, 관형사
절을 형성하는 명사구의 서술어는 모두 부정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다고 해서’에 감탄문이 후행하는 경우에도 화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미심쩍은
태도가 잘 드러난다.

(18)

어쩌다 그것이 제도상의 어떤 관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갑자기 내게 시인이라
는 명칭이 붙여질 수 있다니…….

(18)에서 ‘-다고 해서’에 감탄문이 후행하고 있는데, ‘관문을 통과한 것이 시인 명
칭이 붙여질 이유가 되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 감탄문의 의외
성 의미가 드러나는 듯하다.
긍정문에 선행하는 ‘-다고 해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까닭은, 명명이나 판단
의 근거를 나타내는 ‘-다고 해서’는 전언의 의미를 나타내는 인용문의 구성과 의미
적으로 멀지 않아 보이는 반면,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는 ‘-다고 해서’는 인
용문 구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아래는 ‘하다’가 발화동사로 쓰인 인용문 구성의
‘-다고 해서’의 문장이다.

(19)

가. 드물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입던 것으로 만들어 입히면 명이 길다고 해서
배내옷이나 기저귀를 어른들이 입던 옷의 천으로 마련하기도 하며 [후략]
나.

미라를 잘 갈아서 가루로 복용하면 씻은 듯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이집트
미라가 수난을 당한 것이죠.

(19)의 ‘-다고 해서’는 ‘해서’가 생략될 수도 있고, ‘-대서’로 축약될 수도 있다. 앞
서 살펴본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의 ‘-다고 해서’는 (19)의 인용 구성과 의미적으로
가까워 보인다. 아래를 통해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20)

집 한 칸 지니고 있다고 해서 같잖게 왕조시대의 사대부취(士大夫趣)를 내보겠
다 이거지.

(21)

가. 국립무용단장을 지낸 저명한 남성 무용가가 1997년 제자들을 성추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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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나. 최근에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1주일 여름휴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관가(官街)
의 화제가 되는 실정이다.
(20′)

*

집 한 칸 지니고 있대서 같잖게 왕조시대의 사대부취(士大夫趣)를 내보겠다 이

거지.
(21′) 가. [생략] ?제자들을 성추행했대서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나. [생략] 여름휴가를 신청했대서 관가(官街)의 화제가 되는 실정이다.

(20)과 (21)은 각각 부정적 이유와 중립적 이유의 ‘-다고 해서’의 예문으로 제시되
었던 것인데, (20′)에서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는 ‘-대서’로의 축약이 절대 불
가능하지만 (21′)에서는 직관의 차이는 다소 있을 듯하나 전언의 의미를 나타내는
인용문의 구성과 의미적으로 멀지 않아 보인다. 명명이나 판단구문의 ‘-다고 해서’
는 발화동사 ‘하다’가 쓰인 구문과 가까워 보이나, 부정적인 이유의 ‘-다고 해서’는
전언의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인과관계에 대한 화자의 태도만이 드러날 뿐이
다.
게다가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는 오히려 제3장에서 다루었던 연결어미 ‘-다
고’와 더 거리가 가까워 보인다. ‘해서’가 생략되어 쓰이는 편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
지기 때문이다.

(22)

가. 집 한 칸 지니고 있다고 (해서) 같잖게 왕조시대의 사대부취(士大夫趣)를
내보겠다 이거지.
나. 선생님은 이날 병석이의 속이 거북해 하는 표정을 제까짓 놈이 영화에 대해
서 아는 것이 좀 많다고 (해서) 건방지고 배은망덕하게 선생까지도 우습게
보는 모양이라고 잘못 오해라도 했는지 [후략]

(22)는 앞서 제시했던 예문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가
쓰인 용례는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위의 ‘-다고 해서’는 ‘-다고’의 형태로 쓰이는
편이 본고의 직관에는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다고 해서’와 연결어미 ‘-다
고’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지칭구문이나 판단구문에 쓰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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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와는 다른 종류일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3.3. 부정문이 후행하는 ‘-다고 해서’
다음으로 부정문에 선행하는 ‘-다고 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부정의 영
역이 후행절에만 미치는 ‘-다고 해서’가 있는데, 이 경우는 4.3.2.에서 앞서 살펴본
‘-다고 해서’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예문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9)

가. 점이 많다고 해서 점박이라고 부른다.
나. 집 한 칸 지니고 있다고 해서 같잖게 왕조시대의 사대부취(士大夫趣)를 내
보겠다 이거지.

(9″)

가.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 아이는 점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 [집 한 칸 지니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겸손해 하지 않겠다 이거지.]

(9가)는 근거의 ‘-다고 해서’, (9나)는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가 쓰인 문장이
다. 각각의 후행절을 부정문으로 바꾸어 보면 (9″)와 같은데, 이 경우 부정의 영역
이 후행절에만 미치게 된다. 그러한 ‘-다고 해서’는 긍정문에 선행하는 ‘-다고 해
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항에서는 (9)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간 논의에서 ‘양보’인지 ‘이유’인지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 온, 부정의 영역이 문장 전체에 미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이때의 ‘-다고 해서’는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나 ‘해서’가 후
행하지 않는 연결어미 ‘-다고’와 마찬가지로 이유의 의미를 가지지만, 나타낼 수 있
는 인과관계의 영역이 다르다. 아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3)

가. 결혼식에 간다고 해서 동창회에 빠지지는 않는다.
나. 영희가 운동화를 신었다고 해서 산에 간 것은 아니다.
다. ?밀린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쉬지 마라.

- 73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고 해서’는 (23가)에서처럼 내용 영역의 인과관계는 물론,
(23나)에서처럼 인식 영역의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긍정문이 후행하는 ‘-다
고 해서’의 경우에는 추측의 내용이 후행한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의 추측의 내용
에 포함되며 추측의 근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아래는 긍정문이 후행
하는 ‘-다고 해서’의 예이다.

(24)

비가 왔다고 해서 학교에 결석했나봐.

(24)에서 ‘-다고 해서’는 4.3.2.에서 살펴보았던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라고
할 수 있다. 추측의 표현이 후행하였지만 ‘비가 오다’는 명제 내용은 화자의 추측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고 ‘학교에 결석하다’는 사건의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므로
내용 영역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가
연결어미 ‘-다고’와 의미적으로 가까울 것이라는 추정을 다시금 뒷받침하는 듯하며,
부정의 영역이 문장 전체에 미치는 ‘-다고 해서’는 별개의 형식으로 처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인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고 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사의문문이 후행하기도 한다.

(25)

가. 결혼식에 간다고 해서 설마 동창회에 빠지겠니.
나. 영희가 운동화를 신었다고 해서 어딜 가겠어.

(25)는 ‘-다고 해서’에 후행하는 수사의문문은 부정적 단언문과 같은 의미를 드러
내고, 그 부정의 영역은 역시 문장 전체에 미친다. 예를 들어 (25가)는 후행절이
‘동창회에 빠지지 않는다’는 부정문으로 해석되며, ‘결혼식을 가는 것’과 ‘동창회에
빠지는 것’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23)이나 (25)와 같이 부정의 영역이 전체 문장에 미치는 ‘-다고 해서’
구문은 양보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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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몸이 아프다고 해서 결석하지는 않는다.

앞서 König(1988)의 논의를 받아들여,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인과는 부정문이 후
행하는 양보와 그 의미가 같을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마찬가지로 (26)의 문장
은 부정의 영역이 후행절에만 미치는 양보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인과관계의
부정과 양보의 의미가 온전히 같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 ‘-다고 해서’가 양보
의 의미를 가진다면 전체 문장은 ‘기대 부정(denial of expectation)’의 의미를 가질
것이고, 이유의 의미를 가진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다.
양보에 대해서는 ‘기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대립의 일종을 볼 것인지, 아니면
조건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지연
(2004)에서는 양보를 전제된 기대와 그 부정 간의 대조를 나타낸다고 보아, 대립과
양보의 접속어미는 대조 접속어미로 묶일 수 있다고 하였고, 박재연(2011: 179)에
서는 양보를 조건의 하위 범주로 처리하여 ‘비관여적 조건(uninfluential condition)’
으로 규정하며, ‘기대 부정’의 의미는 함축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데 본고에서는 양보의 범주 설정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다고 해서’의 의미를 명
확히 하는 것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기대 부정’이 그 의미 자체인지, 발생하는 함
축인지에 대한 입장은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는 ‘양보’라는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26)과 같은 예문에서는 그러한 의미적 차이를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
아래와 같이 이유의 해석과 양보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며, ‘기대’의 유무 등은 구체
적인 화맥이 주어져야만 판별이 가능하다. (26)의 ‘-다고 해서’를 이유와 양보의 표
현으로 바꾸어 보면 아래와 같다.

(26′) 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석하지는 않는다.
나. 몸이 아파도 결석하지는 않는다.

(26′가)는 ‘-다고 해서’를 ‘-다는 이유로’로, (26′나)는 양보의 연결어미 ‘-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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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 것이다. 모두 적법한 문장이며, (26)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26′나)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26)의 예문이 ‘몸이 아프면 결석한다’는 기대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다고 해서’가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인과관계를 드러낼
수 있을 때에는, 양보의 의미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유나 양보를 나타낼 수 있는 ‘-다고 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건관계를 부정하기
도 한다.

(27)

가. 하나의 시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곧 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수심(修心)을 마친 것은 아니
라고 지눌은 말한다.

(27)에서의 선․후행절은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시적 경험을
하면 곧 시가 이루어진다.’나 ‘사실을 깨달으면 수심을 마친 것이다.’와 같은 조건관
계를 부정하고 있다. 부정의 영역에 따라 ‘-다고 해서’의 의미가 이유일 수도 양보
일 수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7)의 ‘-다고 해서’는 그 의미가 조건일 수도 양
보적 조건일 수도 있다고 본다.26)
한국어의 양보적 조건문과 양보문은 어떤 표지에 의해서 표시되거나 구별되지 않
고, 화맥에 따라 선행절의 명제 내용이 가능세계의 것이면 양보적 조건문으로, 현실
세계의 것이면 양보문으로 해석된다(서정섭 1991: 16).27) 아래의 예문을 보자.
(28)

철수는 키는 클지라도 농구를 못 한다.
서정섭(1991: 16)

26) 박진호(2012: 488)에서는 ‘양보적 조건’과 ‘양보’가 의미적으로 아주 가까우며, 영어의
‘if’는 두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찾아보기 어
렵다고 한 바 있다. (27)과 같은 ‘-다고 해서’ 구문의 의미로 ‘양보적 조건’과 ‘조건’을
모두 인정한다면, 한국어에서도 영어와 유사한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 이에 따라 박재연(2011: 182-185)에서는 한국어에서 ‘양보’의 연결어미로 다루어진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 등은 사실성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양
보적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며, ‘비관여적 조건’이라는 메타언어를 설정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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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에서 ‘철수는 키가 크다’는 내용이 단언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화맥에 달려 있
다. 만약 철수가 실제로 키가 큰 상황이라면 (28)은 양보문으로, 그러한 상황을 가
정한 것이라면 양보적 조건문으로 볼 수 있다.28)
이와 유사하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는 화맥에 따라 [-사실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29)

고작 그만큼 해서 완성이 되겠니?

(29)에 쓰인 ‘-어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연결어미이다. 그런데 (29)
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만큼 하면 완성이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
내어 일종의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27)의 예문도 만약 양보적 의미로 해석된다면 화맥에 따라 양보적 조건
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인과적 의미로 해석된다면 화맥에 따라 조건으로 해
석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만약 (27가)에서 ‘하나의 시적 경험을 하면 시가
이루어진다’는 기대가 생겨나고 그것이 부정되는 것이라면, ‘-다고 해서’는 양보적
조건문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27)의 ‘-다고 해서’가 그러한 기대를 함축
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를 나타내던 ‘-다고 해서’가 (29)의 ‘-어서’처럼 문맥에 따
라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양보와 이유의 의미가 분명히 구별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보조사 ‘-은/는’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안함축이 ‘이유’에 관한 것인 경우, 즉 ‘다른
이유로 후행절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에 한해서 ‘-다고 해서’
는 양보가 아닌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언급에서 이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28) 실제로 양보적 조건문의 표지가 양보문의 표지로 쓰이기도 한다. 가령 영어의 though는
중세영어와 초기 근대영어에서 ‘even if’의 뜻으로 쓰였다(König 1986: 240-241). 그 예
는 아래와 같다.
(1)

I’ll speak to it though hell itself should gape and bid me hold my peace.
(Shakespeare, Hamlet, 1.11.)
König(198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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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 번 실수했다고 영호를 탈락시키지 않았다. 실수가 너무 잦아서 그랬다.
박만규(1996: 783) [밑줄 필자]

(30)은 박만규(1996: 783)에서 ‘양보’로 처리한 ‘-다고 해서’의 문장이다. 여기에서
‘한 번 실수한 것이 탈락의 이유가 되는 것’이 부정되고 있는데, 이는 양보의 해석이
아니다. 양보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면 ‘한 번 실수했지만, 기대와 달리 탈락시키
지 않았다’는 해석이 유도되어야 하는데, (30)에서는 ‘한 번 실수해서 탈락시킨 것
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탈락시켰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탈락 여부’에 관한 단언의
내용이 아예 반대가 되는 것이다. 박만규(1996)에서 ‘-다고 해서’의 의미를 ‘양보’
로 설정하였지만, 그 기술에 있어서는 ‘이유’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
과 같은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고 해서’는 ‘양보’가 아닌 ‘이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문맥에 의해 형성되는 기대를 부정하는 양보문을 이루는 경우, ‘-다고 해서’
가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보문은 부정되는 ‘기대’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우리의 세계에 대한 지식
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부정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맥에서 생겨나는
기대가 부정되는 것이다(König 1988: 148). 이 중 후자의 경우는 ‘-다고 해서’가
‘이유’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먼저 두 가지 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31)

몸이 아프다고 해서 결석하지는 않는다.

(32)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공교육의 내실화가 완료된 다음에나 '학교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31)이 양보문으로 해석된다면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면 결석한다’는 기대가 부정되
어, ‘무슨 일이 있어도 결석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후행절의 내용을 강조하게 된다.
그런데 (32)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공교육의 내실화과 완료된 다음에나 학교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는 기대가 세계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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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고 있고, 자신의 ‘발화’에 대한 부연 내지는 방
어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2)의 ‘-다고 해서’와 같은 용법은 인과관계의 부정으로 보기보다는 양보적 용
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용법은 아래와 같이 ‘그렇
다고’의 형태로 주로 실현된다.

(33)

가. 흔히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자연의 외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거나 모사한 것은 아니다.
나. 호프만이 시민참여를 옹호하고 과학자들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그가 화학계의 이단자 취급을 당하거나 이단자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한보철강 매각 실패 역시 대우차와 마찬가지로 자업자득이라고 봐도 그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인수를 추진한 외국 업체들의 잘못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33)은 ‘그렇다고 해서’의 예문이다. 앞선 문장의 발화로 인해 생겨나는 어떤 기대
를 부정하여, 앞선 발화 내용을 부연하거나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차단하
고 있다. 이후인(2015)에서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화자의 양태를 드러
내는 부사를 양태접속부사로서 분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
는 동시에 선행절에 대한 화자의 ‘반(反) 기대’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양보의
양태접속부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문에 선행하여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인과관계나 양보의 의미를 나
타내는 ‘-다고 해서’는 앞서 살핀 긍정문에 후행하여 부정적 이유를 나타내는 ‘-다
고 해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아래와 같이 조건절이나 관형사절을 이룰
때에 확인할 수 있다.
(34)

그런데 지금 급하다고 해서, 우리 편이 몰린다고 해서, 골키퍼보고 "너 왜 문간
에 있느냐, 뛰어와서 볼을 차지 않고"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4′) 급하다고 해서, 몰린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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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따라서 당분간은 증시가 반등한다고 해서 성급히 뛰어들거나, 급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고 보자는 전략은 위험하다.

(35′) 급락한다고 해서 팔고 보자는 전략은 안 된다.

(34)와 (35)는 앞서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의 예문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를
각각 (34′)과 (35′)처럼 바꾸면 일종의 부정문이 후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가 살펴본 부정의 영역에 포함된 인과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
고 해서’의 쓰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긍정문에 선행하는 ‘-다고 해서’는 명명이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기도 하
고,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전언
의 의미를 나타내는 인용문 구성과 가깝다면, 후자의 경우는 연결어미 ‘-다고’와 가
깝다는 추정을 할 수 있기도 하다. 한편 ‘-다고 해서’가 부정문에 선행하는 경우,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인과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앞서 본 부정적
이유의 ‘-다고’와는 달리 인식 영역의 인과관계까지 나타낼 수 있다. 또 부정의 영
역에 포함된 이유는, 많은 경우 양보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다고
해서’는 부정적 이유의 ‘-다고 해서’와도 어떤 접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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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고’류의 함축적 의미와 구문
‘-다고’류는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기능하기도 하고,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앞서 제3장에서는 ‘-다고’류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유-결과의 유형과 목적-결과의 유형을 살핌으로써 다른 연결어미 ‘-어서, -니까’
및 ‘-려고, -고자, -게, -도록’ 등과 어떤 경우에 대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
는 ‘-다고’류의 연결어미로서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연결어미로 대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즉 같은 의미 관계를 나타낸
다 하더라도, 다른 어미가 쓰였을 때의 의미와 ‘-다고’류가 쓰였을 때의 의미가 완
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본고에서는 ‘-다고’류
가 보이는 함축적 의미로 다루고자 하며, 그 독특한 의미로 인해 굳어진 구문을 형
성함을 보이고자 한다.

5.1. ‘-다고’류의 함축적 의미
‘-다고’류가 다른 연결어미나 조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그
기원이 인용문 형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본 절에서는 증거성
(evidentiality)의 의미에 기대어 기술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의외성(mirativity)
의 의미 또한 포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5.1.1. 보고 증거성
증거성이란 화자가 정보를 얻게 된 출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증거성이라는
문법 범주가 여러 표지로써 명확히 드러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다른 문법 요소들
이 부차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는 언어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핵심 의미 성분으로 지니는 문법요소가 거의 없고, 다른 문법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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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성의 의미성분을 부차적으로 지니는 경우가 많다(박진호 2011: 21).29)
‘-다고’류의 경우, 연결어미나 조사로 기능하기 때문에 증거성 표지로 볼 수는 없
으나, 인용문 형식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에서 화자가 내면화한 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라는 ‘보고 증거성(reported evidentiality)’의 의미를 나
타낼 수 있다. 증거성을 다룬 여러 논의에서 ‘인용(quotative)’이나 ‘전문(傳聞,
hearsay)’ 등의 항목을 설정하는데, Aikhenvald(2004)에서는 인용과 전문을 모두
포괄하여 보고 증거성이라 하였고, 그 의미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함축적 의미를
유형론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그 논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하므로, 보고
증거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받아들이려고 한다.
Aikhenvald(2004: 179-180)에 따르면 ‘보고 증거성’은 단순히 정보의 출처만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전해들은 정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
기도 한다. 보고 증거성 표지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화
자는 발화의 객관성을 드러내기 위해 보고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보고의 표지를 사용
할 수도 있다.30)
Aikhenvald(2004: 180-185)에서는 이 중 후자와 관련한 여러 함축을31) 소개하
는데, 간략하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화자는 스스로 내면화한 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화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사실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 아래는 Estonian의 예이다.

29) 이를 Aikhenvald(2004: 132)에서 ‘증거성 전략(evidentiality strategy)’라 하였다. 한국
어의 증거성 전략의 예로는, 박진호(2011: 17-18)에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
-’과 ‘-을 것이-’에 대하여, 추리에 의한 추측을 나타낼 때에는 ‘-겠-’이 선호되고 추론
에 의한 추측을 나타낼 때에는 ‘-을 것이-’가 선호되는 경향을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30) 유명희(1997: 164)에서 ‘-다고’의 의미를 ‘객관적 이유’라고 한 것은 보고 증거성을 통
해 ‘발화의 객관성을 드러내는 전략’ 때문이라 생각된다. 후술되겠지만 ‘-다고’의 경우는
대체로 부정적인 함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객관적 이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보고
증거성 의미로 유발되는 함축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1) 이때의 ‘함축’은 ‘implicature’가 아니라 ‘overtone’의 번역어로 사용한다. ‘overtone’은 뉘
앙스와 관련한 미세한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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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onian(Aikhenvald 2004: 180)
Ta olevat

arstiteaduskonna lopeta-nud

he be:PRES.REPORTED doctor.faculty:GEN finish-PAST.PART
‘He is said to have completed his studies of medicine (but I wouldn’t vouch
for it)’

(1)에서 olevat라는 보고 증거성의 표지가 쓰였고, 이를 통해 명제 내용을 전달은
하되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화자는 의구심을 품는다는 함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화자가 그 명제 내용의 사실성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가 그 내용을 믿
지 않는다는 함축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는 문장의 주어(혹은 동작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는 데에 쓰일 수도 있다. 아래는 Walpiri의 예이다.

(2)

Walpiri(Aikhenvald 2004: 181)
Nganta-lpa purlka

yangka-ju

Lungkarda

parntarrija—

REP-IMPF old.man

ANAPH-DEL

Lungkarda

crouched-PAST

pampa

nganta

nyanja-wangu.

Kala

ruyu

parntarrija

blind

REP

seeing-PRIV

but

ruse

crouch-PAST

‘That old man Lungkarda was supposedly crouching down reckoning he was
blind—that he could not see. But he was just crouching down pretending’

(2)는 장님인 척하는 악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nganta라는 보고 증거
성의 표지가 쓰여, 이야기의 서술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
다. 보고 증거성 표지가 ‘가장(假裝, pretend)’의 함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화자는 보고되는 내용에 대하여 비동의(disagreement)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
다. 아래는 Walpiri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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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lpiri(Aikhenvald 2004: 182)
Yuntardi nganta!
beautiful REP
‘She is beautiful indeed! As if she is beautiful!’

(3)에서 보고 증거성 표지인 nganta가 쓰여 화자는 ‘그녀가 아름답다’는 명제 내용
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위와 같은 함축적 의미가 명사구와 관련할 수도 있다. 그 경우, ‘as it if were,
alleged’의 의미, 즉 부사 ‘이른바’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래는 Tauya의 예이
다.
(4)

Tauya(Aikhenvald 2004: 182)
oʔosi

ni-pi-ʔopa

wate

mene-a-ʔa

land

3sg-GEN-REP

NEG

stay-3sg-IND

‘His so-called land isn’t his’ (i.e. the land said to be his does not belong
to him)

(4)에서 ʔopa라는 증거성 표지가 쓰여서 ‘그 스스로는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 하였
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다고’류와 ‘-이라고’의 경우에도 보고의 증거성 표지가 가지는 위와 같은 여러
함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32)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화자는 전해들은 정보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아래의 문장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32) 박만규(1996: 777)에서 “*나는 몸이 아프다고 회사에 결근했다.”와 같은 예문을 들어,
자신의 발화나 의식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발화 주체와 상
위문의 주어가 일치할 수 없다는 제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연결어미로 문법화한 ‘다고’류는 더 이상 인용문을 이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인용문의 의미
적 특징이 잔존하는 것으로, 즉 보고 증거성의 의미가 작용하여 화자가 내면화하지 않은
정보를 드러내기 때문에 1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색한 것으로 설명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84 -

(5)

가. 철수는 비가 온다고 우산을 챙겼다. 정말 비가 와서 챙긴 것일까?
나. 철수는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겼다.

(6)

*?

정말 비가 와서 챙긴 것일까?

가. 철수는 공부한다고 학교에 갔다. 정말 공부하러 간 것일까?
나. 철수는 공부하려고 학교에 갔다.

*?

정말 공부하러 간 것일까?

(5)와 (6)은 각각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와 목적으로 해석된다. (5가)와 (6가)에
서 ‘-다고’가 쓰인 경우에는 화자가 그 정보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문장이 후행할
수 있지만, (5나)와 (6나)처럼 ‘-어서’나 ‘-려고’ 등의 연결어미로 대체하였을 때에
는 그럴 수 없다.
둘째, ‘-다고’는 아래와 같이 화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
(7)

가. 철수는 비가 온다고 우산을 챙겼다.
사실 여자 친구 가져다 줄 건데 쑥스러워서 그런 척한 것이다.
나. 철수는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겼다.
*?

(8)

사실 여자 친구 가져다 줄 건데 쑥스러워서 그런 척한 것이다.

가. 철수는 공부한다고 학교에 갔다.
사실은 여자 친구 보러 간 건데 거짓말한 것이다.
나. 철수는 공부하려고 학교에 갔다.
*?

사실은 여자 친구 보러 간 건데 거짓말한 것이다.

(7가)와 (8가)에서는 주어인 ‘철수’가 거짓말로 선행절의 내용을 이유나 목적으로
내세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지만, (7나)와 (8나)에서 ‘-어서’와 ‘-려고’가 쓰인 문
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낼 수 없다.
셋째, ‘-다고’는 화자가 그 이유나 목적의 타당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쓰이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비동의(disagreement)’
의 함축을 확인할 수 있다.
(9)

가. 철수는 비 몇 방울 온다고 우산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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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수는 비 몇 방울 와서 우산을 챙겼다.
(10)

가. 철수는 책 한 권 읽겠다고 서점을 들쑤시고 다녔다.
나. 철수는 책 한 권 읽으려고 서점을 들쑤시고 다녔다.

(9가)는 (9나)와 달리 ‘비가 몇 방울 오는 것은 우산을 챙길 만한 이유가 되지 못
한다’는 함축을 유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0가)는 (10나)와 달리 ‘책 한 권 읽
는 것은 서점을 들쑤실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함축이 유발된다. (9가)와 (10
가) 모두 비아냥거림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함축은 조사 ‘-이라고’를 통해서도 아래와 같이 드러난다.

(11)

철수는 연필을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다.

(12)

가. 정말 선물로 가져온 것일까?
나. 사실은 버릴 것인데 가져온 것이다.
다. 고작 그게 선물이라니.

(11)에서 ‘-이라고’로써 ‘연필’에 ‘선물’이라는 속성을 ‘철수’가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해 (12)와 같은 함축이 드러날 수 있다. (12가)에서 화자는 의구심을 품고 있
고, (12나)에서는 주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며, (12다)
는 화자가 그 ‘자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드러낸다. 앞서 ‘-이라고’의 경우
‘-다고’류에 비해 이러한 함축이 의미로 많이 굳어졌음을 3.3.에서 확인하기도 하였
다.
‘-다고’류가 보이는 보고 증거성의 함축은 그 내용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관련하
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다고’의 양태적인 의미 특성으로 설명해 왔다. 일례
로 박만규(1996)에서는 아래의 예를 들면서 ‘-다고’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13)

가. 영호는 몸이 아프다고 회사에 결근했다.
{사실 그는 아팠다. / 그러나 그는 아프지 않았다.}
나. 영호는 몸이 아파서 회사에 결근했다.
{사실 그는 아팠다. / *그러나 그는 아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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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규(1996: 776)

(13가)에서 ‘-다고’가 이유절을 이끌 때에는 선행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나타
낼 수 있지만, (13나)에서 ‘-어서’가 이유절을 이끌 때에는 불가능하다. 박만규
(1996: 776)에서는 “[사실성/중립성/비사실성] 대립이라는 사실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고’문은 참도 거짓도 아닌,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 가치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증거성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을 뿐
이지, 앞서 살펴본 여러 함축을 양태적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3) 최
재희(2000: 118-119)와 임은하(2007) 등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박만규(1996), 최재희(2000), 임은하(2007) 등 ‘-다고’의 양태적 특성을
언급한 논의에서는 모두 ‘선행절 명제의 사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재
고의 여지가 있다. ‘-다고’가 보이는 의미적 특성이 만약 선행절 명제의 사실성에
관한 것이라면, 목적절에서는 ‘-다고’와 ‘-려고’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목적
은 주절 사건보다 후시적이기 때문에, 그 명제 내용은 애초에 [-사실성]을 특징으
로 하기 때문이다(Schmidtke-Bode 2009: 19). 아래는 ‘-다고’와 ‘-려고’의 문장을
박만규(1996)에서 든 예문 (10)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사실성을 따져본 것이다.
(14)

가. 철수는 공부한다고 학교에 갔다. {철수는 공부를 했다. / 공부를 안 했다.}
나. 철수는 공부하려고 학교에 갔다. {철수는 공부를 했다. / 공부를 안 했다.}

(14)에서 선행절은 모두 후행절의 목적으로 해석되는데, (13)과 달리 ‘-다고’와 ‘려고’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두 문장은 증거성 함축의 측면에서 여전히 아래와 같이 차이를 보인다.
(15)

가. 철수는 공부한다고 학교에 갔다. 정말 공부하러 간 것일까?
나. 철수는 공부하려고 학교에 갔다. *정말 공부하러 간 것일까?

(15)는 앞서 살펴본 예문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15가)는 ‘-다고’가 목적절을 이
끌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그 내용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지만, (15나)는 보고 증거
33) Aikhenvald(2004: 179)에서 보고 증거성이 가지는 여러 함축을 ‘인식적 확장(epistemic
extension)’이라 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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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함축이 없기 때문에 의구심을 품는 내용이 후행할 수 없다.
(13)이나 (15) 등에서 화자가 믿지 않는 내용은 선행절 명제 내용의 사실성 여부
가 아니라 그것이 후행절의 이유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3)과 같이 ‘-다고’가 이끄는 이유절의 명제 내용이 ‘-어서’나 ‘-니
까’와 달리 [-사실성]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유로서 작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뒤따르는 부차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34)

5.1.2. 의외성
보고

증거성을

비롯한

간접증거(non-firsthand)의

의미는

흔히

‘의외성

(mirativity)’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Aikhenvald 2004: 204). 의외성이란 문장
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이거나 신정보임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박진호 2011: 7).
‘-다고’가 가지는 ‘비동의’ 함축은 ‘화자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정보’를 나타
낸다는 측면에서 의외성의 의미와 관련할 수 있다.
앞서 ‘-다고’는 인용문에서 문법화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적 행동에 대한 ‘이
유’만 나타낼 수 있다고 살펴본 바 있다. (3.1.2. 참고) 아래의 예문을 통해 이를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6)

가. 병이 {*좁다고 / 좁아서} 솔이 안 들어간다.
나. 도로가 {*좁다고 /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17)

가. 병이 {좁다고 / 좁아서} 다른 병을 찾아왔다.
나. 도로가 {좁다고 / 좁아서} 더욱 조심히 운전했다.
임은하(2007: 128)

34) ‘-다고’류의 이러한 특성은 Sperber & Wilson(1981)에서 ‘사용(use)’과 ‘언급
(mention)’의 구분을 아이러니(irony)의 설명에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 ‘사용’이 표현의
내용과 관련한 것이라면 ‘언급’은 그 표현 자체를 가리키는데, 이때 ‘언급’은 발화를 인용
하는 인용문 형식, 전언 등과 관련하기도 한다. Sperber & Wilson(1981)에 따르면 반어
적 표현은 그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거나 이상하다는 등의
의미를 나타내어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게 된다. ‘-다고’ 역시 그 명제의 내용이
아니라 그 언급 자체가 이유나 목적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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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 경우 후행절이 비의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은 ‘-다고’가
나타낼 수 없다. (16)처럼 의지적인 행동에 대한 ‘이유’를 나타낼 때에만 ‘-다고’가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고’가 비의지적 사건에 대한 원인도 나타낼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아래는 (16)의 문장을 조금 바꾸어 본 것이다.

(18)

가. 병이 좁다고 솔이 안 들어가네.
나. 도로가 좁다고 차가 못 지나가는구나.
다. 병이 좁다고 솔이 안 들어가다니!
라. 도로가 좁다고 차가 못 지나간다?

(18)의 선·후행절 내용은 (16)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18가~다)에서 종결어미를
‘-네’와 ‘-구나’, ‘-다니’로 대체하면, (16)에서 쓰이지 못하던 ‘-다고’가 쓰일 수
있다. 또 종결어미를 바꾸지 않더라도 (18라)와 같이 놀람의 억양이 더해지면 ‘-다
고’가 쓰일 수 있다. (18가)와 (18다)에서는 화자가 ‘병이 좁아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18나)와 (18라)에서는 ‘도로가 좁아도 차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
었고, 그러한 예측에 반(反)하는 결과에 대해 종결어미나 억양 등으로 의외성의 의
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고’가 비의지
적 사건에 대한 ‘원인’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khenvald(2004: 141-142, 205-206)에서는 인용문 형식에서 기원하여 보고
증거성을 나타내던 표지가 의외성의 표지로 쓰이는 경우를 소개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다고’의 독특한 쓰임을 설명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듯하다. Colombian
Spanish의 dizque는 ‘말하다’ 동사와 보문소가 결합한 형태(decir ‘say’ + que
‘that’)인데 아래와 같이 인용표지로 문법화한 후,35) 보고 증거성의 의미를 나타내
기도 한다.

35) 한국어의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다고’ 역시 ‘-다 고’의 구성에서 기원하였다는 점
(안주호 2003: 161-163)과 아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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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o,

y

que

dizque

hasta

de

dia

no

and

that

REP

during

of

day

‘No, and that it is said that even during the day’
(20)

yo

dizque

les

compraba

I

REP

to.them used.to.buy

pan

y

dulce

bread

and

candy

‘I would dizque buy bread and candy from them’
Aikhenvald(2004: 141-142)

(19)에서 dizque는 보문소 que가 다시 선행하는 것을 보아 diz와 que로 분석될 수
없고 하나의 표지로 완전히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화한 dizque는 화자의
의구심이나 동작주의 거짓된 태도 등을 나타내는 전언 증거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여, (20)에서는 일종의 역할놀이에서 ‘내가 빵과 캔디를 만드는 척을 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쓰인다. 앞서 살펴본 보고 증거성의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고 증거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dizque는 의외성의 의미를 획득하여 화자의 기대
에 반(反)하는 비의지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동작을 가리킬 수도 있게 된다. 아래의
문장을 보자.

(21)

Me puse a hacer dizque el almuerzo
‘I started to make dizque lunch’
Aikhenvald(2004: 206)

(21)에서 dizque는 더 이상 전언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대신 ‘나는 원래 점심
을 만들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만들고 있고 이 상황은 원하지 않았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것이다. Dizque가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더 이상 인용표지로 기능하지 않고, 화자가 ‘어쩔 수 없었음’
만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Dizque의 경우에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주로 쓰여 ‘어쩔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어
서, 비의지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던 ‘-다고’의 의외성 의미와 완전히 같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거성 표지(혹은 증거성 전략)로 사용되던 형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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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성의 의미 대신 의외성의 의미가 동반된 ‘원인’의 의미로 확장되었다는 점은 ‘다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고’의 경우, 역시 본래 보고 증거성의 의미를 나타내었고, 보고의 의미를 나
타낼 때는 인용문의 특성이 남아 있어 그 발화자의 의지적 행동에 대한 ‘이유’의 의
미를 나타내는데, 의외성의 문맥에서 ‘-다고’의 의미가 ‘원인’까지 확장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5.2. ‘N1도 N2이라고’류 구문
‘-다고’가 계사와 결합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후행절이 생략되어 쓰이기
도 한다.

(22)

가. 이것도 공부라고.
나. 저것도 선물이라고.
나′. 저걸 선물이라고.
다. 자기도 여자라고.
다′. {자기 딴에 / 꼴에} 여자라고.

(22가~다)는 모두 ‘N1도 N2이라고’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22나′)에서 ‘N1도’는
‘N1을’로, (22다′)에서 ‘N1도’는 생략되고 ‘자기 딴에’나 ‘꼴에’ 등 부사적 구성이 쓰
이기도 하는데, (22)의 구성을 모두 ‘N1도 N2이라고’류의 구문이라고 부르기로 한
다.
‘N1도 N2이라고’류는 일종의 굳어진 패턴으로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연구에서 이들의 문법적‧의미적 기술이 따로 다루어지
지는 않았다. 또 《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 (22)의 ‘-이라고’는 모두 보조사로 처
리되었는데, (22)의 ‘-이라고’를 모두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을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22나′)과 (22다′)를 통해, 같은 ‘N1도 N2이라고’의 구문이라 하더라
도, ‘N1도’의 문법적 지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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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절에서는 ‘N1도 N2이라고’류 구문의 의미를 먼저 살펴본 후, 후행절 생략
의 환경이 제한적이고 생략이 일어나는 전후 구성에 의미․화용적 차이가 있음을 보
임으로써 ‘N1도 N2이라고’류 구문이 탈종속화를 거쳐 하나의 숙어처럼 사용되는 것
임을 보이고자 한다.36)

5.2.1. 의미적 특징
‘N1도 N2이라고’류 구문의 의미는 아래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가. 이것도 숙제라고.
가′. 이것도 숙제라고 {해 온 거니? / 해오다니!}
→ 이건 숙제라고 할 수 없다.
나. 자기도 여자라고.
나′. 자기도 여자라고 {화장을 한 거니? / 화장을 하다니!}
→ 영희가 화장을 할 줄 몰랐다.
(→ 영희는 보통 여자답지 않다.)

(23가)와 (23나)는 모두 ‘N1도 N2이라고’의 구성을 이루고 있고, (23가′)과 (23나′)
에서 생략된 후행절로서 수사의문문이나 감탄문 등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의
미 해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23가)의 경우 ‘이것(N1)’을 ‘숙제(N2)’라
고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도출되는 반면, (23나)의 경우에는 ‘자기(N1)’가 ‘여자(N2)’
라는 점이 후행절로 복원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의외라는 의
미가 도출되는 것이다. (23가′)과 (23나′)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통해 (23가)의 ‘이라고’는 ‘숙제’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
사이고, (23나)의 ‘-이라고’는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임을 알 수 있다.
일견 (23나)에서 ‘자기(N1)’가 ‘여자(N2)’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

36) ‘탈종속화’에 관한 논의는 2.2.3.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바 있고, 자세한 논의는 문숙영
(2015)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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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23나)의 ‘N1도 N2이라고’ 구문의 중심적
인 의미라 할 수는 없다. ‘N1도’ 대신 ‘자기 딴에, 꼴에’ 등의 부사적 구성이 선행하
는 아래의 경우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24)

자기 딴에는 지 애인이라고. (감싸네.)
→ 감쌀 줄 몰랐다.
↛ 애인답지 않다.

(24)는 ‘N1도 N2이라고’ 구문에서 ‘N1도’를 생략하고, 대신 ‘딴에’와 같은 부사어를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23나)와 달리 N2의 자격에 관한 함축이 생기지 않는다.
(23나)에서 자격에 관한 함축적 의미가 드러난 것은 보조사 ‘-도’에 의한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연결어미 ‘-이라고’의 구성에서도 N1이 N2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함축적 의
미가 도출될 여지가 있는 것은 N1에 결합하는 보조사 ‘-도’에 의한 것이다. 보조사
‘-도’는 결합하는 명사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의 요소에 초
점 요소를 첨가하는 첨가 보조사로 분류된다(임동훈 2015: 345).37) 이를 기준으로
(25가)와 (25나)를 다시 살피면, (25가)와 (25나)에서 N1인 ‘이것’과 ‘자기’는 각각
N2인 ‘숙제’와 ‘여자’라 할 수 있는 대안집합에 새롭게 추가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
고, 이 점에서 원래는 그 집합에 있던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다
고’류의 경우 화자가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함축적 의미를 지녀 부정적
태도가 드러날 수 있는데, 보조사 ‘-도’가 쓰이는 경우에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2.2. 문법적 특징
‘N1도 N2이라고’류는 조사 혹은 어미 ‘-이라고’의 후행절이 생략되어 형성된 구문
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 생략 구성으로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먼저 후행절
37) ‘첨가 보조사’로는 ‘-도’ 외에도 ‘까지’, ‘조차’, ‘마저’가 제시된다(임동훈 2015: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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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략되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아래의 예를 통해 ‘N1도 N2이라고’의 후행절이 언
제나 생략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5)

가. 이것도 숙제라고 {해 왔니? / 해 오다니! / 했구나. / *했지.}
나. 자기도 여자라고 {화장을 한 거니? / 하다니! / 했구나. / *했지.}

(25)에서 ‘N1도 N2이라고’류 구문에 후행절을 상정해 본 것이다. 그 의미가 화자의
비동의 함축과 관련하기 때문에 후행절은 수사의문문이나 감탄문, 혹은 의외성의 의
미가 포함된 종결어미 ‘-구나, -네’ 등이 사용된 문장으로 제한되어 화자의 예상과
다르다는 의미가 드러난다. 화․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미 ‘-지’ 등이 사용된 평서문이 후행절로 올 때에는 그 후행절이 생략되지 않는
다.
게다가 ‘N1도 N2이라고’류 구문에서 N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구는 지시대명
사나 재귀대명사, 혹은 지시사가 포함된 명사구 정도로 제한된다. 아래의 경우를 보
자.

(26) 가. {이것도 / 저것도 / 그것도} 선물이라고.
나. 자기도 여자라고.
다. ?{이 연필도 / 저 연필도 / 그 연필도} 선물이라고.
다′. {이런 / 저런 / 그런} 누더기도 옷이라고.
라. ?연필도 선물이라고.

(26)에서 (26가)나 (26나)처럼 지시대명사 및 재귀대명사는 N1의 자리에 자연스럽
게 쓰이지만, (26다)와 (26라)와 같은 일반적인 명사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다만 (26다′)과 같이 지시형용사가 쓰인 명사구에서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감지
되는 경우에는 후행절이 생략될 수 있다. (26다)나 (26라)의 경우에는 ‘-이라고’가
후행절이 생략된 연결어미 혹은 조사가 아니라, 종결어미로 굳어져서 단언을 강조하
는 ‘-이라고’로만 해석된다. 가령 (26라)의 경우 “연필도 선물이라니까.”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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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의 해석만 가능하고, ‘연필은 선물이 아니다.’와 같은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긴 해석은 유도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N1도 N2이라고’류 구문은 후행절의 명확한 복원이 어렵거나, 후행절 생략의
전후 구성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아래를 통해 후행절의 복원 가능성에 대
해서 살펴볼 수 있다.

(27)

가. 이것도 숙제라고.
나. 자기도 여자라고.

(29)

가. 이것도 숙제라고 해 왔니?
나. 자기도 여자라고 화장을 하네.

(27)의 문장이 발화된 상황에서 언제나 (29)와 같은 전체 문장이 명확하게 복원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27)과 (29)의 문장이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기
보다는, (27)에서의 발화수반력이 (29)보다 훨씬 온건해 보인다. 예를 들어 (29가)
는 상대방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27가)에서는 화자가 혼잣
말처럼 탄식을 하는 의미가 드러나는 정도이지, 상대방에 대한 발화수반력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다.38)
요컨대 ‘N1도 N2이라고’류 구문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서 후행절 생략이 일어나며, 전체 문장의 의미를 ‘N1도 N2이라고’류의 형식만으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그 의미에 차이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N1도 N2
이라고’류 구문은 ‘-이라고’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나 어미 ‘-어서’
등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아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0)

가. 이것도 숙제로 해 왔니?
나. 자기도 여자라서 화장을 하네.

38) 문숙영(2015: 16-17)에서는 ‘-든지’에 대해서 “이 물 쓰든가.”는 “이 물 쓰든가 해라.”
와 같은 명령문의 형식에서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되어 문 종결에 쓰이나, 전형적인 명령
문 “이 물 써라.”에 비해 그 문장유형이 모호하며, 이는 일종의 에둘러 말하기 전략이라고
하였다. (27)과 (29)의 의미적 차이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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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

*?

이것도 숙제로.

나.

*?

자기도 여자라서.

(29)와 같이 후행절이 생략되지 않은 구문에서 ‘-이라고’는 (30)에서처럼 조사 ‘으로’나 ‘-어서’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라고’가 쓰였을 때와 달리 (31)에서
는 후행절이 생략되어 쓰일 수 없다. ‘N1도 N2이라고’류 구문이 N1과 N2를 의미적
변항으로 하는 굳어진 구문임을 알 수 있다.

5.3.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류 구문
‘-다고’류에 의문사가 선행하면 전체 문장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며, 후행절이
빈번하게 생략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32)

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거짓말이냐?
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이냐.
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느냐.

(33)

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 이게 뭐라고.

(32)는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류 구문이다. (32가)는 이유의 ‘-다고’, (32나)는
목적의 ‘-다고’, 그리고 (32다)는 이유의 ‘-다고’에 계사가 결합한 ‘-이라고’의 예
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33)에서 모두 후행절이 생략되어 쓰일 수 있다. 이필영
(1993: 191-193)에서는 (33)과 같은 문장들의 경우 후행절이 생략될 수 있는 독
특한 구성으로 다룬 바 있는데, 이는 의문사가 선행한 ‘-다고’류가 굳어진 구문을
형성함을 예측하게 해 준다.
이 절에서는 (32)와 (33) 등의 구문을 모두 의문사가 선행한 ‘-다고’류 구문으로
처리하여, 그 의미를 살펴본 후 후행절 생략과 관련한 문법적 특징을 다루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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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3.1. 의미적 특징
‘-다고’류 어미에는 다양한 의문사가 선행하여 아래와 같은 수사의문문을 형성한
다.
(34)

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거짓말이냐.
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이냐.
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느냐.

(34)의 예문은 모두 청자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이라기보다는 주어
진 명제 내용에 대해 ‘반대 극성으로의 단언(opposite polarity assertion)’을 나타내
는 수사의문문으로의 해석이 유도된다. 의문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문사에 전제된
존재양화(existential quantification) 명제를 전면부정(wide-scope negation)하게
된다(김종현 2004: 124, 144). 아래를 예를 보자.
(35)

WHO wants to buy yesterday‘s newspaper?
= NOT(somebody wants to buy yesterdays‘s newspaper)
김종현(2004: 144-145)

(35)에서 의문사 who가 이끄는 의문문은 ‘누군가는 어제 신문을 산다.’는 존재양화
명제를 전제하는데,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때에는 그 명제를 부정하여 ‘누구도 어
제 신문을 사지 않는다.’는 단언이 이루어진다.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의 수사의문문은 의문사 ‘왜’가 선행하는 수사의문문으
로 해석된다. 이는 ‘-다고’류가 이유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인 듯하다.
앞서 살핀 (34)의 예문의 해석을 아래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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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거짓말이냐.
=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 거짓말이냐.
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이냐.
= 어떤 부귀영화도 못 누릴 텐데, 왜 이 고생이냐.
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느냐.
= 이건 아무 것도 아닌데, 왜 떨리느냐.

(36)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문사가 포함된 ‘-다고’ 의문문은 ‘왜’를 포함한 수사의문
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 수사의문문은 의문사의 존재양화 명제를 부정하여 ‘그
럴 이유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문맥에 따라 ‘그렇지 않다’는 부정 평서문,
‘그러지 마라’는 부정 명령문, ‘그럴 리 없다 → 그러다니!’의 감탄문의 의미 등을 나
타내어 여러 발화수반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36가)는 “거짓말하지 마라.”와
같은 의미를, (36다)는 “이렇게 떨리다니!”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의문문은 다른 연결어미 ‘-어서, -니까, -려고, -고자’ 등으로도 구
성할 수도 있기는 하나,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아래는 (34)
의 수사의문문에서 ‘-다고’류를 다른 연결어미로 대체한 것이다.

(37)

가. 결혼한 지 얼마나 돼서 벌써 거짓말이냐.
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고생이냐.
다. 이게 뭐길래 이렇게 떨리느냐.

(37가~다)는 각각 ‘-다고’류를 ‘-어서, -려고, -길래’ 등 다른 이유나 목적의 연
결어미로 대체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36)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
는 수사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37)의 예문은 문맥에 따라 일반적인 설명
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7가)의 경우 (36가)에서 살폈던 의미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정말 ‘언제 결혼했는지’를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다고’류가 쓰인 의문문의 경우는 다른 연결어미가 유발하는 이러한 중의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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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적인 수사의문문으로의 해석이 더욱 유도된다. (34)의 ‘-다고’류 수사의문문
에서는 설명의문문으로의 해석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다고’류 역시
설명의문문에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34)와 (37)이 보이는 의미적 차이는 앞서 살
폈던 ‘-다고’류에 드러나는 화자의 비동의 함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의문사가 선행하는 경우, ‘-다고’류가 가지는 이유나 목적의 의미가 흐릿해지기도
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가. 이게 뭐라고 떨리느냐?
나.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냐?
다. 내가 누구라고 큰소리냐?

(38)에서 ‘무엇, 어디, 누구’ 등의 의문대명사가 ‘-이라고’에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38가)와 (38나), (38다)는 그 의미 해석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38가)의 경우는 앞서 살핀 ‘-다고’류의 수사의문문의 일종으로 보이나, (38나)와
(38다)에서 ‘-이라고’는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는 아래와 같이 다른 연결어미로 대체함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다.

(39)

가. 이게 뭐길래 떨리느냐?
나. ?여기가 어디길래 큰소리냐?
다. ?내가 누구길래 큰소리냐?

(39가)는 ‘-길래’로 대체되지만 (39나)와 (39다)는 대체되는 경우 아예 의미가 달
라진다. (39가)의 경우에는 ‘-이라고’가 이유의 ‘-길래’로 대체될 수 있지만, (39
나)와 (39다)는 이유의 연결어미가 결합하면 설명의문문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39)와 구별되는 (38)의 의미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40)

가. 이게 {뭐라고 / 뭐길래} 떨리느냐?
=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떨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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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냐?
≠ 왜 큰소리냐?
= 여기는 큰소리칠 곳이 아니다.
다. 내가 누구라고 큰소리냐?

≠ 왜 큰소리냐?
= 나는 큰소리칠 사람이 아니다.

(40가)와 달리 (40나)와 (40다)는 ‘왜’ 수사의문문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
디라고, 누구라고’의 경우는 그 ‘-이라고’가 연결어미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디라고,
누구라고’ 전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 굳어진 듯하다. 이필영(1993:
184)에서는 (38나)와 (38다)의 경우를 ‘알고’가 후행하다가 생략된 구문이라고 하
였는데, ‘알고’의 생략을 상정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두 경우가 다른
구문에 비해 독특한 구성이라는 점을 포착한 것이라 생각된다.
(38나)와 (38다)의 독특한 의미 해석으로 인해, ‘누구라고, 어디라고’의 ‘-이라고’
를 조사로 볼 수는 없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이라고’의 경우
3.1.2.에서 계사의 주어를 대격화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38나)와 (38다)
에서는 선행하는 계사의 주어인 ‘여기가’나 ‘내가’를 대격화할 수 없다. 아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9′) 나. *여기를 어디라고 큰소리냐?
다. *나를 누구라고 큰소리냐?

(39)와 (39′)에서 ‘여기가’와 ‘내가’를 ‘여기를’과 ‘나를’로 대체하는 경우에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라고’가 우리가 제3장에서 살펴보았던 조사 ‘이라고’라면, 선행하는 계사의 주어는 기원적으로 판단구문이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대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9′)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의 대격화가 일어나
지 않는 것을 보아, ‘어디라고’와 ‘누구라고’ 구문은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류 구
문 중에서도 더욱 굳어진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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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문법적 특징
‘-다고’류가 형성하는 수사의문문에는 이유의 ‘-다고’를 비롯하여 목적의 ‘-다고,
-자고, -라고’가 모두 쓰일 수 있으며, 결합하는 선어말어미 등에 제약 또한 없다.
이는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

가. 뭐가 부족했다고 그 난리야?
나. 요즘 누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고 비 타령이야?
다.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걔가 뭐가 예쁘겠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 이게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42)

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고생이야?
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이야?
다. 누구 좋으라고 이 고생이야?
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고생이야?

(41)의 경우는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고’류가 의문사가 선행하여 수사의문
문을 형성하는 것이며, (41가~다)에서 각각 선어말어미 ‘-었-’, ‘-ㄴ/는-’, ‘-겠-’
이 결합할 수 있고 (41라)에서 계사의 활용형이 쓰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또
(42)의 경우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고’류가 쓰인 것으로서, ‘-다고’와 ‘라고, -자고’가 모두 쓰이며 선어말어미 ‘-ㄴ/는-’과 ‘-겠-’이 모두 결합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류는 아래와 같이 후행절이 생략될 수 있다.

(43)

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 이게 뭐라고.

(43)에서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류는 그 선행절만으로도 전체 수사의문문의 의
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후행절이 생략된 (43)과 같은 구성은 5.2.에서 살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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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도 N2이라고’류 구문과 마찬가지로 탈종속화를 거쳐 하나의 숙어처럼 굳어진 구
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먼저 의문사가 ‘-다고’류는 후행절이 생략되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전체 문장이
수사의문문일 때에만 후행절이 생략되고 설명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생략되
지 않는 것이다. 아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4)

가.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래? 그거 진짜 별로야.
가′. 그게 뭐가 좋다고.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걔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나′. ?걔는 뭐가 좋다고.

‘뭐가 좋다고’가 포함된 의문문의 경우 수사의문문으로의 해석과 설명의문문으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먼저 (44가)에서는 ‘그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화자가 동
의하지 않아 주어(청자)의 행위를 못마땅해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러한
경우 (44가)는 수사의문문이라 볼 수 있으며 (44가′)과 같이 후행절이 생략된다. 그
런데 ‘뭐가 좋다고’가 포함된 의문문은 (44나)의 경우처럼 단순히 어떤 점이 좋아서
쫓아다니는지를 묻는 설명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44나′)과
같이 후행절이 생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류는 후행절이 생략되어 쓰이는 경우에는 언
제나 수사의문문으로서의 해석, 즉 부정적 단언으로서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이는
‘-다고’류를 다른 연결어미로 대체하였을 때 문맥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
는 것과 구별된다. 아래는 (43)의 ‘-다고’류를 다른 연결어미로 대체한 것이다.

(43)

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 이게 뭐라고.

(45)

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길래.
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다. 이게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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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는 (43)의 ‘-다고’ 및 ‘-이라고’를 ‘-길래’나 ‘-려고’ 등으로 바꾸어 본 것이
다. (45)의 경우는 수사의문문의 해석만을 지니는 (43)과 달리, 수사의문문으로의
해석과 설명의문문으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앞서 후행절이 생략되기 전 전체
구성에서도 ‘-다고’류는 수사의문문으로의 해석이 유도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후행절이 생략된 경우에는 설명의문문으로의 해석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
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류의 경우 후행절 복원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
도 존재한다. 아래는 그 예문이다.

(46)

그럼 그냥 돈 주고 사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46′)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46)에서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의 경우 ‘그것은 얼마 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
도되는데, 후행절을 복원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46′)에서처럼 ‘그러-’ 등을 복원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그러-’를 복원한다면 ‘그러지 마라’가 가지는 명령의
발화 수반력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46)은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단지
‘비싸지 않다’는 부정적 단언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행절 복원이 거
의 불가능하며, 후행절이 생략되기 전후에 의미․화용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다고’류가 형성하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전체 문장이 수사의문문이라는
특정한 경우에만 생략이 이루어져 더욱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구문으로
굳어진 것이며, 그 자체로 전체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고 후행절 복원이 어려운 경우
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탈종속화를 거친 구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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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V1-ㄴ/는다고 V1’ 구문
‘-다고’는 아래와 같이 어간 반복 구성에 쓰이기도 한다.

(47)

가. 먹는다고 먹었는데 남겼어요.
나. 숙제가 왜 이 모양이야? - 한다고 한 거예요.

(47가)의 ‘먹는다고 먹었다’나 (47나)의 ‘한다고 하다’ 등에서 ‘-다고’는 더 이상 목
적이나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어간 반복 구성이 하나의 구문
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령 (47가)의
‘먹는다고 먹었다’는 ‘먹으려고 하였다’는 의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47)과 같은 구성은 유명희(1997: 184-185)에서 ‘-답시고’의 반복 구성으로서
언급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답시고’가 ‘평가 절하’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답시고 했다.” 등에서 화자 스스로에 대한 평가절하는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의
미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명희(1997)에서는 ‘-다고’의 의미를 ‘객관적 이
유’로, ‘-답시고’의 의미는 ‘평가 절하’로 설정함으로써 ‘-답시고’의 경우에만 ‘평가
절하’의 의미에서 ‘겸양’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47)에서처럼
‘-다고’ 자체도 얼마든지 이른바 ‘겸양’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무엇보다도 ‘V1-ㄴ/는다고 V1’ 구문이 나타내는 ‘겸양’의 의미는 ‘나름대로는
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자체의 의미라고 보기 어렵
다. (47나)의 경우는 ‘겸양’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47가)의 경우도
‘겸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V1-ㄴ/는다고 V1’ 구문은 ‘시도, 의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며, 부분의 합으로 전체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구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간 반복 구성에서의 ‘-다고’는 ‘-ㄴ/는-’만이 선행할 수 있다는 점
에서도 구문으로 처리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가)의 문장에서 ‘-다
고’를 다른 어미로 바꾸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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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내 나름대로는 먹는다고 먹었다.

(48′) 가. *내 나름대로는 먹었다고 먹었다.
나. *내 나름대로는 {먹겠다고 / 먹자고 / 먹으라고} 먹었다.
다.

*?

내 나름대로는 {먹으려고 / 먹고자} 먹었다.

(48)의 ‘-다고’는 ‘-ㄴ/는다고’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48′가)에서 과거 상황이지만
‘-었다고’의 형태는 쓰일 수 없고, (48′나)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겠다
고, -자고, -라고’의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어간 반복 구성을 이룰 수 없다. 또
(48′다)에서 다른 목적의 연결어미 ‘-려고, -고자’ 등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이수
연(2016: 26)에서는 한국어의 반복구성이 의미적 변항을 가진 문법적 숙어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VP1+(으)면 VP1+(었/았)지’와 같은 구문의 경우 VP 자리에 어휘
적 요소가 변항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설명한 바 있는데, ‘V1-ㄴ/는다고 V1’ 구문 역
시 그러한 숙어적 구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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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의 용법을 통사와 의미, 함
축과 구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미진했던 부
분을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다고’류는 연결어미 ‘-다고’류와 종결어미 ‘-다고’류, 그리고 조사 ‘-이라
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더 이상 인용의 기능을 하지 않고,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로 문법화한 것이다. 이 중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
는 ‘-다 하고, -이라 하고’의 축약형이거나 ‘-다고 (하고)’나 ‘-이라고 (하고)’등에
서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는 반면, 종결어미 ‘-다고’류는 ‘-다고
(했니?)’나 ‘-다고 (했잖아.)’ 등처럼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
에 본고에서 의미적으로도 유사하고 형성 과정도 유사한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를 함께 다루게 되었다.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한 연결어미 ‘-다고’류의 의미는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양
보’ 등 다양하여, 그 의미유형 간의 구별이 통사․의미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
가 있었다. 연결어미 ‘-다고’류는 ‘이유’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절 주어의
[의도] 양태 의미가 선행절에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주절 주어의 [의도]는 선행절의 서법, 선어말어미, 서술어의 종류, 그리고 선·
후행절 간의 동일 주어 제약 등의 통사적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이라고’의 경우도 기존 논의에서 그 의미를 ‘원인이나 이유’로 보기도 하
고 ‘화자의 탐탁지 않은 태도’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그 문법적 지위가 보조사인지
어미인지에 대해 통일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계사의 활용형 ‘이라고’의 쓰임 가운데에, 선어말어미 ‘-았/었-’이 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연결어미
‘-다고’나 ‘-다고 해서’로 보고, 과거의 상황임에도 ‘-았/었-’이 결합할 수 없는 ‘이라고’만을 조사로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이라고’는 계사의 주어에 해당하는 ‘그
것을’이나 ‘그것도’ 등이 선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문법화의 과정 중에 놓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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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한 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로서의 쓰임을 인정한다면 ‘-으로’와 유사
한 부사격조사로서의 쓰임과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보조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다고 해서’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고 해
서’는 ‘해서’가 생략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아 표면적으로 연결어미 ‘-다고’와 그 구
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연결어미 ‘-다고’는 ‘해서’가 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구별이 되며, 의미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인과관계의
영역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다고’와 구별되는 ‘-다고 해서’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
먼저 긍정문에 선행하는 ‘-다고 해서’는 명명이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다고 해서’가 부
정문에 선행하는 경우,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인과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양보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는 다른 연결어미나 조사와 미묘
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증거성 함축에 기대어 설명하였다. ‘-다고’류가
가지는 독특한 의미는 보고 증거성의 함축적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고,
의외성의 요소가 포함된 문장에 한해서 ‘-다고’류의 의미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고’류가 그 독특한 의미로 인해 형성하는 구문을 살펴
보았다. ‘N1도 N2이라고’류의 구문과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류 구문에서는 화자
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데, 후행절이 생략되어 탈종속화를 거치는 구문으로 처
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V1-ㄴ/는다고 V1’ 구문 ‘나름대로는 시도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역시 굳어진 숙어로 다루어져야 함을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펼치면서, 본고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다고’류의 통시적 형성 과정이다. 이금희(2006)과 남미정(2010)
에서 ‘-다고’류 어미의 형성에 관한 통시적 검토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
나, 더 세밀한 연구가 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시기별로 ‘-다고’류 어미가 사
용된 문맥을 검토하여 어떤 의미적 맥락에서 ‘이유’나 ‘목적’ 등의 의미로 문법화하
였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다고’류 어미뿐 아니라, 조사 ‘-이라고’
와 ‘-다고 해서’의 형태의 통시적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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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하나는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한 다른 요소들과의
비교이다. ‘-다고’류 어미와 조사 ‘-이라고’는 인용문 형식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에
서,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다른 어미 및 조사들과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그리
하여 본고에서는 증거성 함축을 통해 이를 살펴보았는데, 과연 인용문 형식에서 문
법화한 다른 요소들도 그러함 함축을 지닐 수 있는지, 그러하다면 그 종류는 무엇인
지, 다른 어미 및 조사와의 의미적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포괄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며 논의를 마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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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grammatical features and the meaning of
connective ending -tago types and the particle -irago in Korean.

-tago

and its types , such as -jago or –rago, can be used as connective

endings, and the copula inflectional form -irago can be used as a particle,
without functioning as a quotative marker as they used to. The -tago types
and

-irago

have

been

investigated

as

independent

endings

without

a

comprehensive approach, or they were merely introduced as one example of a
grammaticalized quotative for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ago
types and -irago all together.
In Chapter 2, the types of -tago have been discussed. They can be used as
a connective ending, a final ending, or a particle. The formation of connective
ending -tago types and that of the particle -irago are quite similar, but the
formation of final ending -tago types is not. This issue has motivated us to
discuss connective ending -tago types and the particle -irago together.
Moreover, the meaning of -tago types or -irago has been described in such
different ways, which give rise to the necessity of adopting syntactic and
semantic criteria that distinguish the meaning of adverbial clauses.
In Chapter 3,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tago types and -irago
have been discussed. Connective ending -tago types can be used in a reason
clause and a purpose clause. If the volition or intention of the subjec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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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d in a subordinate clause, the -tago type can mean purpose. Th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ago types and other connective endings that
are used in a reason or a purpose clause are also examined. In addition, the
particle -irago cannot be used with a pre-final ending, which means it is not a
copula inflectional form of -tago, and it can be used as an auxiliary particle,
adverbial case particle, and an ending, expressing the speaker’s negative
attitude.
In Chapter 4, the meaning of -tago haeseo has been discussed. -tago haeseo
is often used as -tago, with haeseo omitted. This has led to the confusion
between -tago and -tago haeseo with haeseo omitted. The meaning and form
of -tago haeseo, however, need to b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ago.
Unlike -tago types, -tago haeseo can be used in both a concessive clause and
a reason/cause clause.
In Chapter 5, the negative nuance of -tago types is discussed as overtones
of the reported evidentiality. Unlike other endings that are used in a reason
clause or a purpose clause, -tago types can express the speaker’s negative
attitude because the reported evidential meaning can dissociate the speaker
from the proposition. Furthermore, -tago types can form some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ir negative meaning, such as “N1-to N2-irago” construction,

-tago types construction that interrogatives precede , and “V1-neuntago V1”
construction.
In Chapter 6, the summary of the paper and minor issu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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