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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어목록유형론(Linguistic Inventory Typology, 言語目錄類型論)의 시
각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mightiness, 顯著性) 정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명사의 본래 역할은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은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 환경에서도 적극적
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동사나 형용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까지 명사적
표현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확장성은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이라고 한다.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어에서 ‘He is good at
swimming.’뿐만 아니라 ‘He is a good swimmer.’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한국
어에서는 ‘그는 수영을 잘한다.’라고만 표현하는 현상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어를 비
롯한 동양 언어보다 영어를 비롯한 서양 언어들에서 명사의 활동 영역이 더 넓다고
지적하고 전자를 ‘동사 중심 언어’, 후자는 ‘명사 중심 언어’라고 보았다. 이는 세계
의 많은 언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된 결과이고 이에 대해서는 언어유형론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인
만큼, 같은 부류로 간주하는 언어들 간의 세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종의
거친 분류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동사 중심 언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두 언어의 차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확장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명사적 표현의 확장에 있어서 두 언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올해 8월에 중국에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를 대신하여 ‘나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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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8월에 중국에 돌아갈 계획이다.’라고 표현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감스럽
군.’을 대신하여 ‘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감이군.’을 사용하거나, ‘난 지금 밥 먹고 있
어.’를 대신하여 ‘난 지금 밥 먹는 중이야.’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인의 일상 회화에
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에 비해서 형용사나 동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더 많다
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명사적 표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명사(형)로 종결되는 구문,
② ‘명사+하다/되다/실질 동사’ 구조에서 동사가 앞뒤 문맥이나 발화 상황에 의하여
생략되는 구문, ③ ‘(의존)명사+이다’ 구문이 그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문장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
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 구성력을 보인다. 한국어에서 명사(형)가 홀로 이루는
문장은 주로 소형발화와 제목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텍스트적 등가인
중국어의 문장과 대조하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이 중국어의 명사(구)보
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명사+하다/되다/실질 동사’ 구문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구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문장에서 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가 중
국어에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의존)명사+이다’ 구문이 움직임이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을 살펴본다.

주요어: 언어목록유형론(Linguistic Inventory Typology, 言語目錄類型論), 현저성
범주(Mighty Category, 顯著性範疇), 명사적 표현, 명사 중심 언어
(Noun-oriented Language), 동사 중심 언어(Verb-oriented Language)

학번: 2013-3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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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언어목록유형론(Linguistic Inventory Typology, 言語目錄類型論)의 시
각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mightiness, 顯著性) 정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1) 명사의 본래 역할은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만 한국어의 명사는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동사나 형용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까지 명사가 확장
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명사적 표현이 확장되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사적 표현의 확장
가.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할 것. (대학원 수업 공지)
가′.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세요.
나. 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감이군.
나′. 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감스럽군.
다.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어머니랑 아주 판박이네요.
다′.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어머니랑 아주 판박이네요.

1) 언어목록유형론은 최근에 유형론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방법론으로 중국학자 리우
단칭[刘丹青]이 제시한 것이다. 이는 ‘언어 목록(Linguistic Inventory, 言語目錄)’과 ‘현저
성 범주(Mighty Category, 顯著性範疇)’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는 ‘범주를 뛰어넘은 대
응’ 현상에 주목하여 언어 간의 목록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미시적으로는
‘언어 내부 범주의 확장’ 양상에 주목하여 한 언어 목록 내부 표현 수단들의 세부적 저장
양상을 관찰하는 방법론이다. 한 언어의 모든 표현 수단이 그의 언어 목록에 저장되어 있
다고 볼 때, ‘현저성’은 저장된 각 표현 수단이 해당 문법 체계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powerful), 중요한지(prominent)를 가리키는 것이다.
‘명사적 표현’은 명사(구)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서 2.2.1.에서 자
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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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는 (1가)에서처럼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세요.’ 대신 ‘기말
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할 것’이라는 의존명사 ‘것’으로 ‘명령’을 나타내는 표
현이 자주 사용된다. 의존명사의 본래 역할은 어떤 추상적이나 구체적인 개체를 가
리키는 데에 쓰이는 것인데 (1가)의 ‘것’은 일종의 움직임(명령)을 나타낸다. 이때
의존명사 ‘것’은 동사구가 담당하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동사구 대신 움직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
정이 들 때 (1나′)처럼 ‘유감스럽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1나)처럼 ‘유감이
군!’라고 표현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감정 자체를 가리키는 명사 ‘유감’이
‘이다’와 결합해서 ‘그러한 감정에 처해 있다’는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명사적
표현이 형용사의 의미 영역(상태)까지 확장된 용례로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예
쁘다고 칭찬할 때 (1다′)과 같이 ‘이렇게 예쁜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1다)와 같이
‘이렇게 미인인가’라고도 한다. (1다)는 명사 ‘미인’과 ‘이다’의 결합형이 ‘예쁘다’라
는 성질을 나타내어 명사적 표현이 형용사의 의미 영역(성질)까지 확장된 예이다.
이처럼 한국어의 명사가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동사와 형용사
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에 쓰이는 언어 현상이 본고의 주 연구대상이다. 즉, 한국어
의 명사가 어떤 상황에서 동사2)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사용되는지, 또한 동사
의 의미 영역을 나타내는 명사적 표현이 어떤 형태로 주로 쓰이는지에 대해 최대한
충실하게 그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명사적 표현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 개체를 가리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움직
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 환경에서도 사용되는 현상은 한국어에서만 관찰
되는 현상이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예컨대 영어에서 어떤 사람
이 수영을 잘 한다고 말할 때 ‘He is good at swimming.’뿐만 아니라, ‘He is a
good swimmer.’를 사용할 수도 있다. 중국어에서는 어떤 사람의 키가 크다고 표현
할 때 ‘他그个子키高高的크다(그는 키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他그高高的个子큰
키

(그는 큰 키)。’라고도 할 수 있다.3) 또한 프랑스어에서는 ‘나는 배고프다.’를 표현

2)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동사’를 ‘형용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사용한다.
3) 중국어의 예문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정구 교수의 조언을 받아 추가하게 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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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J′ai faim배고픔(나는 배고픔이 있다.).’를 사용하며 일본어에서 날씨가 좋다고
감탄할 때는 ‘いい좋다天気날씨だ이다(좋은 날씨다)!’를 사용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사적 표현이 명사가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움직
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 환경에 사용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언어마다 그 정도성의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명사적 표현의 현저
성 정도’라고 부르기로 한다.4) 기존의 유형론 연구에서 잘 밝혀진 바와 같이, 프랑
스어나 영어와 같은 서양 언어들은 명사의 활동 영역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동양 언어보다 더 넓다. 그래서 전자는 흔히 ‘명사 중심 언어(Noun-oriented
Language)’, 후자는 ‘동사 중심 언어(Verb-oriented Language)’라고 언급되어 왔다.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는 모두 명사 중심 언어에 속하지만, 프랑스어는 영어보다
더 철저한 ‘명사 중심 언어’인 것도 기존 연구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Vinay &
Darbelnet 1977: 100-1). 이와 마찬가지로, 동사 중심 언어로 불리는 동양의 한국
어, 중국어, 일본어를 놓고 보더라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5) 동양
언어들이 동사 중심 언어인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더 정밀
하게 연구에 들어가서 동사 중심 언어 안에서 명사의 현저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를 밝히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는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 번째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이
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가려져 있던 특징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늘 한국어ㆍ중국어ㆍ일본어를 묶어서 ‘동사 중심 언어’라고 불러 왔다. 이
는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되는 결과이고 이에 대해서는 언어유
형론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대상으로 관찰
한 결과인 만큼, 같은 부류로 간주하는 언어들 간의 세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
는, 일종의 거친 분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 속에서 ‘동사 중심 언어’로
불려온 한국어ㆍ중국어ㆍ일본어에서는 명사적 표현이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4) ‘현저성’에 대해서는 2.1.2.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5) 金恩愛(2003)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의 활동 영역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1.2. 선행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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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또한 같
은 ‘동사 중심 언어’에 속하지만, 이들 언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의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1)의 예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의 의미 영역으로 확
장되어 쓰이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어는
영어와 같은 서양 언어에 비해서는 동사 중심의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특성이 명사적 표현으로 같이 쓰일 수 있는 현상과 명사적 표현으로
쓰임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이는 데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확장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동사 중심 언어’에 속하는 언어
들 간의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를 밝히는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 교육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할
때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의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 차이를 고려하면
훨씬 더 좋은 교육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6) 심지영(2016: 288)에서 지적하
듯이, 제2언어 교육에 있어 대조언어학이 가지는 의의를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학
습자의 모국어가 그들의 사고체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습자의 모국
어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제2언어 교수ㆍ학습에 적용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를(그것이 한국어 모어 화
자에게 잘 인식되든 안 되든 간에) 다른 언어들과 대조를 통해서 밝혀낼 필요가 충
분히 있다. 모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확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학습자의 고유
한 언어사고 방식이므로 그것은 학습자가 한국어를 구사할 때도 자동적으로 작용하
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를 중국어와 대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 중의 과반수는 중

6)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현상은 연구자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다. 물론 한국
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 자신이 명사적 표현의 확장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를 따로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명
사적 표현의 확장을 얼마나 허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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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학습자이므로 중국인 대상으로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
다.7) 둘째, 프랑스어나 영어와 같은 서양 언어의 명사가 동양 언어인 한국어보다
그 활동 영역이 훨씬 넓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잘 밝혀졌다. 그렇기 때
문에 ‘동사 중심 언어’라는 이름 밑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확장 현상은 거의 주
목을 받지 못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동사 중심 언어’로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
에 명사적 표현의 확장을 허용함에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
는 한국어 표현에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2)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
가. 첫눈이야!
가′. ?눈이 처음으로 왔어!
나. - 밥두 아빠가 차리구 설거지두 아빠가 하구. 내가 늦잠 자니까 근데.
- 자랑이야? (세종 구어)
나′. 자랑하냐?
다. 커피 마실 사람?
다′. 커피 마실 사람 있어요?
라. 잠시만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라′. 잠시만 지나갈게요.

(2)의 예문들은 모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2가~라)와 같은 명사적 표현이
(2가′~라′)에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중국인
7) 심지영(2016: 289)에서 2014년 한국 국내 체류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에 대한 조사
한 바가 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약 85,000명의 유학생 중에 중국인은 약 60%
에 해당되는 50,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표 1> 심지영(2016: 289) 2014년 한국 국내 체류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 수

50,336

3,958

3,104

3,181

1,873

3,126

19,313

84,891

비율(%)

59.3

4.7

3.7

3.7

2.2.

3.7

2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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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발화 상황과 배운 문법에 따라 (2가′~라′)과 같은 동사적 표현을 더 쉽
게 사용한다. 물론 (2가′)의 ‘눈이 처음으로 왔어!’와 (2나′)의 ‘자랑하냐?’는 해당
상황에서 ‘첫눈이야!’와 ‘자랑이야?’보다는 덜 자연스럽지만 비문이라고 할 수는 없
다. 또한 (2다′)의 ‘커피 마실 사람이 있어요?’와 (2라′)의 ‘잠시만 지나갈게요.’는 해
당 상황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2)의 상황에서 (2가~라)처럼
명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가 덜 익숙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습득하기 어
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인 화자보다 명사적
표현을 덜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 체계에서 명사적 표현의 활동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까지 확장되는 힘이 강하며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보다 그 활동 영역이 더 넓다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언어목록유형론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보다 ‘현저성’
의 정도가 높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살펴볼 때 중국
어와의 대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조를 통해서 한국어의 이러한 특징을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을뿐더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와 중
국어 사이의 통ㆍ번역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2. 선행 연구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언어별로 서로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현상은 번역가와 외
국어 교육자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출발어를 비교적 자연스러운 도착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 과정에서 출발어의 문장 구조를 변형하여 도착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발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들도 언어별 표현 방식의 차이를 체감하게 된다.
이것은 언어 간 문법적 차이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문법적 차이와 무관하게
표현 관습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일본 학자 구니히로 데츠야[國廣哲彌]가 일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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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兩) 언어의 표현 수단(관습)’의 차이에 주목하여 ‘다른 양 언어의 표현으
로부터 통어구조의 차이를 뺀 후에 남은 것’을 ‘표현구조(表現構造)’라고 제기한 바
가 있다(구니히로 데츠야[國廣哲彌] 1967).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 학습자에게는 습
득하고자 하는 외국어와 모어의 문법체계의 차이보다 표현구조의 차이가 더 얻기
어려운 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와 모국어의 표현구조의 차이까지 잘 파악하
고 있는지가 일반 학습자와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학습자를 가
르는 기준이 된다. 또한 통ㆍ번역 분야에서도 어휘와 문법을 성실하게 반영하는 번
역보다는 출발어와 도착어의 표현구조의 차이까지 포착한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할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구조적의 차이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우메다 히로유키
[梅田博之](1982)부터이다.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1982: 35)가 일본어에서
‘いい좋다天気날씨だ이다(좋은 날씨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좋은 날씨
다!’보다는 ‘날씨가 좋다!’가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한 이후, 한국어와 일본어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일본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많은 관심
을 받게 되었다. 그 후 林八龍(1995)은 구니히로 데츠야[國廣哲彌]의 ‘표현구조’ 개
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국인 대상의 일본어 교육에서 발견되는 한ㆍ일 양 언
어 간의 표현구조적 차이를 제시하였다.
金恩愛(2003)은 한ㆍ일 표현구조의 차이를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을 사용하
는 경향 측면에서 대조하였다. 金恩愛(2003: 97)에서는 ‘동일한 언어장(linguistic
fields, 言語場)이 주어졌을 때, 일본어에서는 어떠한 표현을 선택하며, 한국어에서
는 어떠한 표현을 선택하는가’에 주목하여 이는 두 언어의 ‘표현양상(Modes of
Expression, 表現樣相)’의 차이라고 하였다.8) 여기서 표현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
현구조의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니히로 데츠야[國廣哲彌](1967)과 林八龍
(1995)에서 말하는 ‘표현구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개념이다. 명사적 표현과 동사
적 표현의 쓰임 측면에서 한ㆍ일 양 언어 표현 양상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金

8) ‘언어장’의 개념은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0: 3-43)에서 고노 로쿠로[河野六郞]가
사용하는 ‘실제 언어적인 ‘장(場)’을 인용하여 ‘언어장’이라고 한 것이다. 즉 언어가 시용
되는 실제(개별적인) 환경을 ‘언어장’이라고 한 것이다(金恩愛 200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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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愛(2003)은 일본어의 명사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명사적 명사’, ‘동사적
명사’, ‘형용사적 명사’, ‘부사적 명사’로 세분하고 각 세부 유형의 명사를 다시 그
어휘적 의미의 비중에 따라서 ‘중명사(Heavy Noun, 重名詞)’와 ‘경명사(Light Noun
輕名詞)’로 나누었다.9) 또한 이 명사적 표현들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관찰한 결과,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명사적 표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명사적
표현을 선호하는 일본어를 ‘명사지향구조(Nominal-oriented Structure, 名詞志向構
造)’라고

하고

한국어는

일본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동사지향구조

(Verbal-oriented Structure, 動詞志向構造)’라고 하였다.
金恩愛(2003) 이후 일본의 한국어 교육 학계와 한국의 일본어 교육 학계에서 한
ㆍ일 양 언어의 ‘동사지향구조 대 명사지향구조’ 현상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현아
(2007), 김민희(2009)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林八龍(1995)과 金恩愛(2003)
에서 제시한 틀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대조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위의 논의들에서 제시했던 한ㆍ일 대조의 예를 아래와 같이 가져왔다.10)

(3)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
가. 정말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금방 마르지.
가′. やあ, 最近天気がよくて洗濯物の乾きが早いよね。
(lit. 빨래의 말림이 빠르다.)
나. 어제 안경 낀 애 기억나?
나′. 昨日のめがねの子, 覚えてる？
(lit. 어제의 안경의 애 기억나?)
다. 화장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9) 金恩愛(2003: 8)에 따르면 ‘중명사’는 복합명사나 파생명사와 같이 어휘적 의미가 중층
화되어 의미적 비중이 무거운 명사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洗濯物の乾き’(빨래의 말림),
‘渡し物’(전해 줄 것) 등은 ‘중명사’이다. ‘경명사’는 어휘적 의미의 중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雨’(비), ‘めがね’(안경) 등이 경명사에 속한다.
金恩愛(2003: 25)에서는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명사지향구조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현
상 중에 하나로 한국어에서 ‘경명사+실질 동사’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 일본어에서는 중
명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예: 전해 줄 것-渡し物.
10) (3가, 가′~3나, 나′)은 金恩愛(2003: 26, 39)의 예문이고 (3다, 다′~3라, 라′)은 김민희
(2009: 1)의 예문이다.

- 8 -

다′. お手洗いは地下です。
(lit. 화장실은 지하이다.)
라. 김씨는 어제부터 줄곧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 キムさんは昨日からずっと家で勉強です。
(lit. 김씨는 어제부터 줄곧 집에서 공부이다.)

(3가, 가′)은 일본어에서 중명사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경명
사+실질 동사’로 표현해야 하는 예이다. (3나, 나′)은 일본어에서 ‘명사+の+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반드시 두 명사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가 명시화되어야 하는 예이다. (3다, 다′)과 (3라, 라′)은 일본어에서는 ‘명사+이다’
의 명사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에서는 ‘명사+실질 동사’나 ‘X하
다’ 동사가 쓰여야 하는 예이다. 金恩愛(2003)은 이와 같이 일본어에서 명사적 표현
으로 쓰이고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으로 쓰이는 예들은 한ㆍ일 대조 텍스트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보여주면서 이는 일본어가 ‘명사지향구조’를 선호하
고 한국어는 ‘동사지향구조’을 선호한다는 차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11)
한편, 서양 언어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명사 중심 언어(Noun-oriented Language)’
와 ‘동사 중심 언어(Verb-oriented Language)’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영어, 프랑스
어 등 서양 언어가 명사적 표현을 선호하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동양 언어는
동사적

표현을

선호한다는

현상을

다루어

왔다.

이는

‘동적

언어(Dynamic

Language)’와 ‘정적 언어(Static Language)’로 일컬어지기도 한다.12)
11) 金恩愛(2003: 67)에서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이 문장 성분별로 한국어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주어, 목적어, 수식어에서 쓰인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이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서 동사적 표현으로 나타날 비율은 각각 9.6%, 7.2%,
18.4%이다. 그리고 서술어에 나타난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이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서 동
사적 표현으로 나타날 비율은 38.9%로 높다고 통계한 바가 있다.
12) 명사 중심 언어와 동사 중심 언어에 대해서는 Vinay & Darbelnet(1977)이 영어와 프
랑스어의 대조 양상을 다루었다. 그 외에 Alford(1992)에서는 영어와 미국 토착 언어의
대조, Fujii Yasunari(2007)에서는 영어와 일본어의 대조를 다룬 바가 있다. 또한 Gopnik
& Choi(1995)에서는 어린 아이가 명사와 동사를 습득하는 순서의 측면에서 영어와 한국
어의 양상을 대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金恩愛(2003)에서처럼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이 나타나는 정확한 비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러 예문을 제시하는 것을 위
주로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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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2011: 447-9)는 기존의 명사 중심 언어와 동사 중심 언어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대조 양상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4)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 (박진호 2011: 448-9 예문 재인용)
가. Your attention, please.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의 안내문)
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그는 도서관에 자주 드나든다.
나′. He is a frequent visitor to the library.
다. Let's have/take a rest for a while.
다′. 잠깐 쉬자.

영어에서는 (4가)처럼 어떤 복합적인 사건을 명사구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현상이
많다. 또한 (4나)에서처럼 명사적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거
나 (4다)에서처럼 ‘have’, ‘take’ 등 기능 동사 구문을 통해서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일도 많다. 박진호(2011: 448-9)에서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한국어에서 명
사 서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에 비하면 그런 예가 매우 적은
편이고, ‘한자어 술어 명사 + 기능 동사’ 구문이 종종 쓰이지만 고유어 동사가 존재
할 때에는 굳이 그런 구문을 쓰지 않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기
반으로 한국어는 영어보다 ‘동사 중심 언어’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문용(1999: 40)은 종래 연구에서 흔히 아래 (5)와 같은 예를 들며 한국어가 영어
보다 동사적 표현을 선호한다고 논의해 왔음을 지적하고 이는 한국어가 동사적 표
현을 선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swim : swimmer’, ‘sleep : sleeper’에 맞는 조
어법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연
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5)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과 영어의 명사적 표현 대조 (문용 1999: 40 예문 재인용)
가. 그는 수영을 잘한다.
가′. He is a good swimmer.
나. 그녀는 쉽게 잠이 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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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he is a bad sleeper.

(6) 한국어와 영어의 명사적 표현의 대조 (문용 1999: 40 예문 재인용)
가. 그는 골초다.
가′. He is a heavy smoker.
나. 그녀는 잠꾸러기였다.
나′. She was a late riser.
다. 그녀는 수다쟁이가 아니었다.
다′. She wasn′t a great talker.

반면에 (6)과 같은 예문에서는 한국어에도 해당 명사적 표현 ‘골초’, ‘잠꾸러기’, ‘수
다쟁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영어와 한국어의 대응 구문이 모두 명사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희재(2009: 36-8)에서는 통시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의 명사는 오늘날 전통적
으로 동사가 차지하던 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것을 입증하는 예로
1890년에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낸 영한사전에서 ‘recommendation’을
‘부탁하는 것, 천거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에 현대한국의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뉴에이스영한사전> 3판(2004)에서는 ‘recommendation’이 ‘부탁, 천거, 권장’으로
해석된 것을 들었다. 언더우드는 영한사전을 편찬하면서 송순용이라는 조선인 조수
의 도움을 받았다고 서문에 밝혔는데 그는 당시의 조선인에게 ‘천거’는 명사가 아니
라고 하였다. 만약에 ‘천거’가 ‘천거하는 것’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당시에도 나타낼
수 있다면 굳이 ‘천거하는 것’으로 ‘recommendation’을 번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다. 반면 현대 한국인은 ‘천거’를 자연스럽게 명사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희재(2009: 38)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영어 번역체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7) 명사적 표현의 통시적 변화 (이희재 2009: 38 예문 재인용)
가. 보호를 요청했다.
가′.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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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는 더는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나′. 그 사람은 이제는 칭찬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희재(2009: 38)에서는 예전의 한국어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추상적 명사가
오는 것이 거슬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보호를 요청했다.’보다는 ‘보호해 달라고 요
청했다.’를 선호했고 ‘그는 더는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보다는 ‘그 사람은 이제는 칭
찬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가 선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 화자에게는 오
히려 명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앞 문장이 뒤의 문장보다 힘차고 세련되게 들린다고
하였다. 이는 추상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영문을 직역한 문장이 한국
어 문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동사 중심 언어’와 ‘명사 중심 언어’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대조하는 Vinay & Darbelnet(1977)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동양 언어와 비교했을 때 모두 ‘명사 중심 언어’로 분류되어
왔지만 프랑스어의 명사가 영어의 명사보다 더 우세가 들어난다고 한다.
Vinay & Darbelnet(1977/1995: 100-1)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대조한 예를 아
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8) 영어와 프랑스어의 대조 (Vinay & Darbelnet 1977/1995 예문 재인용)13)
가. to collide
가′. entrerenter enin collisioncollision
(lit. Enter in collision)
나. to surface
나′. remonterride

up

àat lathe surfacesurface

(lit. ride up at the surface)
다. The natives opened out as he came up.
다′. Lesthe indigenesnative s'écartèntdepart àat sonhis approcheapproach.
(lit. The natives depart at his approach)

13) 프랑스어 단어를 영어로 해석한 것과 괄호 안의 영어로 직역한 것은 필자.

- 12 -

라. After he comes back…
라′. Aprèsafter sonhis retourreturn…
(lit. After his return…)

Vinay & Darbelnet(1977/1995)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어의 명사가 영어의 명
사보다 더 우세하다고 언급하였다. 첫째는 (8가, 가′~나, 나′)에서처럼 영어에서 간
단한 동사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프랑스어에서는 동사구를 통해서 표현해
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는 (8다, 다′~라, 라′)에서처럼 영어에서 명사에
종속되는 동사구가 프랑스어로 번역될 때에는 대부분 명사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
때 물론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모두 동사적 표현과 명사적 표현이 다 가능하지만, 프
랑스어에서는 명사적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영어에서는 ‘After his
return’보다는 ‘After he comes back’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동사 중심 언어’로 분류되는 데에
그쳤지만, 김은애(2003)에서는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명사적 표현의 쓰임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밝혀 주목할 만하다. 명사 중심 언어와 동사 중심 언어의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점을 기존연구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조한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명사 중심 언어’와 ‘동사 중심언어’, ‘명사지향구조’와 ‘동사지향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언어마다 다르다는 것과, 이러한 차이는 제2언어 교육 분야와 언어 간의 통
ㆍ번역 분야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언어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동
양의 언어들은 동사 중심 언어이고 서양의 언어들은 명사 중심 언어이다’라는 결론
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
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다룰 때 주로 ‘명사 중심-동사 중심’, ‘명사
지향-동사 지향’, ‘명사 우세-동사 우세’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이를 ‘선호도의 문
제’로 논의해 왔다는 점이다. ‘중심’, ‘지향’, ‘우세’ 등 표현들이 모두 강한 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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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기제에 대해서 ‘언어별 관습’이나 ‘다른 양
(兩) 언어의 표현으로부터 통어구조의 차이를 뺀 후에 남은 것(표현구조)’으로 설명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문제의 근원을 반영하였지만 다소 추상적이 면이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언어학적으로 더 정밀한 묘사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서양 언어가 명사 중심이고 동양 언어가 동사 중심이다’라는
것은 언어 유형론의 상식처럼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위의 (4)나
(8)과 같은 예문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명사 중심 언어’와 ‘동사 중심 언어’를 어
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다룬 것
이 거의 없다. 어떤 언어가 명사 중심인지 동사 중심인지의 문제는 제2언어 교육의
효과와 통ㆍ번역에서의 의사 전달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나, 현상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언어의 관습’ 측면에서 다루어 온
‘명사 중심 언어’와 ‘동사 중심 언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리우단칭[刘丹青](2010, 2011, 2012, 2017) 등의 논의가 이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더 깊이 있는 논의라고 판단하였다. 리우단칭[刘丹青]의 여러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명사나 동사의 ‘우세’이나 ‘선호’라기보다는 ‘명사적 표
현이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쓰이는 확장성의 강약’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확장성이 명사적 표
현의 ‘현저성’이라고 하였다(리우단칭[刘丹青]2012a: 293).
또한 리우단칭[刘丹青](2010)에서는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구
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이 강할수록 ‘명사의 문장 구성력
이 더 강하고 명사가 홀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더 쉽다’, ‘서술어의 생략에 대한
허용도가 더 높다’, ‘문장의 주성분 외의 수식 성분들이 부사어보다 명사에 붙어 관
형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더 많다’, ‘동사구의 병렬보다 명사구의 병렬이 더 자주 일
어난다’ 등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언어 습득 측면에서 어린 아이들이 명사와
동사 중에 현저성이 더 강한 것부터 배운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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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단칭[刘丹青](2010)은 위와 같은 기준에서 중국어 명사(구)와 영어 명사(구)
의 현저성의 차이를 대조하였다. 각 기준의 해당하는 용례를 하나씩 가져와서 제시
하면 (9)와 같다.

(9) 영어와 중국어의 대조 (리우단칭[刘丹青] 2010: 4, 8, 11 예문 재인용)14)
가. No photos (표어)
가′. 禁止금지하다照相촬영
(lit. 촬영을 금지합니다.)
나. - Have a nice weekend!
- You, too.
나′. - 祝…바라다你너周末주말愉快즐겁다！
- 你너也도周末주말愉快즐겁다!
(lit. 너도 좋은 주말 보내!)
*

- 你너也도!
다. (to buy) one more book.
다′. 再다시买사다一本한권书책
(lit. 책 한 권 또 샀다.)
라. Should I or he go?
라′. 我나去가다还是혹은他그去가다？
(lit. 내가 가요 아니면 그가 가요?)
*

我나还是혹은他그去가다？
(lit. 나 아니면 그가 가요?)

(9가, 가′)은 영어와 중국어에서 명사(구) 홀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대조한 것
이다. (9나, 나′)은 영어에서 서술어의 생략에 대한 허용 정도가 중국어에서보다 강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9다, 다′)은 문장의 수식 성분이 영어에서는 명사에
붙어 관형어로 나타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수식 성분이 동사에 붙어 부사어로
나타나는 예이다. (9라, 라′)은 영어에서는 명사의 병렬을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14) 중국어 단어를 한국어로 해석한 것과 괄호 안의 한국어로 직역한 것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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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구의 병렬을 사용해야 하는 예이다. 리우단칭[刘丹青](2010, 2012a)은 이와 같
이 명사의 ‘현저성’ 측면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체계적으로 대조하여 영어는 ‘명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Noun-Mighty Language)’이고 중국어는 ‘동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Verb-Mighty Language)’라는 것을 밝혔다.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명사적 표현을 선호하는 언어도 있고 동사적 표
현을 선호하는 언어도 있다는 것은 ‘언어별 관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객관화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언어마다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의 현저성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의 현저성은 모호한 ‘언어별 관습’보
다는 위와 같이 몇 가지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
에서 리우단칭[刘丹青]의 ‘현저성’ 개념의 합리적인 면을 인정하면서 본고에서는 ‘명
사 중심-동사 중심’이나 ‘명사 우세-동사 우세’, 또는 ‘명사 선호-동사 선호’ 보다
는 ‘명사와 동사의 현저성’의 개념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1.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언어목록유형론의 시각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언어목록유형론의 핵심 개념은 ‘언어 목록(Linguistic Inventory, 言
語目錄)’과 ‘현저성 범주(Mighty Category, 顯著性範疇)’이다.15)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두 개념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들면서 소개하기로 한다.
언어목록유형론에서는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의 집합을 ‘언어 목
록’이라고 한다(리우단칭[刘丹青]2011: 289).16) 언어학 연구에서 다루어 온 음운,
15) 리우단칭[刘丹青](2010, 2011, 2012, 2014, 2017)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语言库藏类型
学(Linguistic Inventory Typology)”, “语言库藏(Linguistic Inventory)”, “显赫性
(mightiness)” 그리고 “显赫范畴(Mighty Category)”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본고에서
는 이를 ‘언어목록유형론(Linguistic Inventory Typology, 言語目錄類型論)’, ‘언어 목록
(Linguistic Inventory, 言語目錄)’, ‘현저성(mightiness, 顯著性)’ 그리고 ‘현저성 범주
(Mighty Category, 顯著性範疇)’로 번역해서 사용한다. ‘현저성 범주(Mighty Category,
顯著性範疇)’라는 번역어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정구 교수의 조언을 받
아 번역한 것이다. 해당 개념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6) 리우단칭[刘丹青](2011: 289)의 원문은 “语言库藏，是指特定语言系统或某一层级子系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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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통사, 어휘, 텍스트 등 각 분야의 표현 수단들은 모두 한 언어의 목록에 저장
되어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목록은 언어마다 다르다. 예컨대 한국어와 일
본어 같은 교착어의 언어 목록에는 조사 항목이 있지만 고립어인 중국어의 목록에
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성조 언어의 언어 목록에는
성조가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저장되어 있는 반면에 성조 언어가 아닌 한국어, 일본
어, 영어 등의 언어 목록에는 성조라는 항목이 없다.17) 물론 ‘명사’, ‘동사’와 같은
대부분 언어의 목록에 존재하는 항목도 있다. ‘언어 목록’의 개념은 아래와 같은
<그림 1>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언어 목록(Linguistic Inventory, 言語目錄)

이렇게 언어학 연구에서 다루어 온 표현 수단들이 모두 한 언어의 목록에 저장되어
있다고 본다면 인간의 언어 행동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자신의 언어 목
록에 저장되어 있는 표현 수단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도출해 내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표현 수단을 선택할 때 언어별로 사용하는 수단
所拥有的语言手段的总和。”이다.
17)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어’는 현대한국어의 표준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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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같은 의미가 다른 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표현 수단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어와 일본어는 조사를 통해서 문장 속의 각 성분의 역
할을 표시하는 반면에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는 어순을 통해서 이를 표현한다.
한편, 여러 언어의 목록에 똑같이 저장되어 있는 수단들이더라도 언어마다 관습상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 다를 수가 있다. 언어 목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목으로, 다
른 표현 수단보다 더 강력하고(powerful) 언어 목록의 중요한(prominent) 위치에
저장되는 범주를 ‘현저성 범주’라고 한다(리우단칭[刘丹青]2012a: 292).18)
현저성 범주는 심리적으로 쉽게 활성화되며 사용 빈도가 다른 문법 범주보다 높
은 범주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X하다’는 형태적 측면에서 현저성 범주라고 할 수
있다. ‘X하다’ 동사는 한국어 동사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새로운 단어
를 만들 때나 외국어에서 동사를 차용할 때도 ‘X하다’ 형태가 가장 쉽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저성 범주는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다른 범주의 의미
영역까지의 확장성이 강한 범주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음운 측면의 현저성 범주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립을 들 수 있다. 본래 음소의 대립은 화자의 감정을 나
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퉁퉁하다-통통하다’와 같은 형용사의 대립에서
는 ‘ㅗ’와 ‘ㅜ’의 대립이 화자의 감정까지 나타낸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립은
본래 담당하던 역할을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언어 목록에 있는 항목들은 <그림 1>과 같이 모두 균등한 위치에 같은 크기
의 공간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 목록에서 더 중요한 위치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범주가 있는 반면에 덜 중요한 위치와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범주도 있다.
현저성 범주는 전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림 1>을 수정해서 현저성
범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18) 리우단칭[刘丹青](2012a: 292)에서 ‘현저성 범주’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所谓显赫范畴，简单地说是在一种语言中既凸显又强势(prominent and powerful)的范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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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저성 범주(Mighty Category, 顯著性範疇)

<그림 2>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언어마다 목록에 저장되는 항목들이 다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목이 서로 다른 언어 목록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다를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목록유형론에서는 어떤 특정한 문법 범주가 자신이 속하는
언어 체계에서 다른 표현 수단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현저한지를 볼 수도 있고, 어
떤 범주가 여러 언어의 목록에 저장되어 있을 때 어떤 언어에서 더 현저한지를 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
다.
첫 번째 측면은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개체를 가리키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움
직임이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제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명사적 표현이 한국어 문법 체계 안에서 가지는 현저성의
정도를 보여주고자 한다.
두 번째 측면은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의 정도를 중국어 명사적 표현과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를 하는 이유는 1.1에서 언급
했듯이, ‘현저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데에 있다. 종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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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ㆍ중국어ㆍ일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등 서양 언어와 비
교했을 때 모두 ‘동사 중심 언어’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들은 명사적 표현의 확장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金恩愛(2003)에서 한국어와 일
본어의 이러한 차이를 보여준 바가 있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한편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를 밝히는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ㆍ중 대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을 중국인 학습자가 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개체를 가리키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움
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중
국어 명사적 표현의 사용 양상과 대조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함에 따라 영어와 일본
어의 양상도 참고할 것이다. 다른 언어들과의 대조 속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
저성을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 한국어 명사와 중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의 대조
가. 불이야! (화재 발생 시)
가′. 着나다火불了완료！
(lit. 불이 났어!)
나. 그는 올해 8월에 중국에 돌아갈 계획이다.
나′. 他그打算계획하다今年올해八月份8월回돌아가다中国중국。
(lit. 그는 올해 8월에 중국에 돌아가려고 계획한다.)
다. 사실 사내 분위기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다′. 其实사실公司회사里내부的의气氛분위기也도不부정(지

않다)怎么아주好좋다。

(lit. 사실 사내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라. A사는 중국에서 철수할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라′. A公司회사正在고

있다慎重심중히考虑고려하다要不要从中国撤离중국에서 철수할지。

(lit. A사는 중국에서 철수할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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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는 화재 발생할 때 사용하는 호소문인데 ‘불이야!’라는 명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10나)는 ‘무엇을 계획하
다’라는 사건을 표현할 때 동사적 표현인 ‘…려고 계획하다’도 쓸 수 있지만 ‘…할 계
획이다’라는 명사적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10다)는 ‘회사의 분위
기가 좋지 않다’는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인데 역시 ‘분위기가 부정적이다’라고 명사
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10라)는 ‘의존명사+이다’ 구문인 ‘…중이다’를 통해서
진행상을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때 동사적 표현인 ‘…고 있다’도 가능하지만 명사적
표현인 ‘…중이다’도 자주 쓰인다. 명사의 본래 역할은 어떤 추상적이나 구체적인 개
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렇게 명사적 표현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 또한 시
상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다. 중국어
와 대조해 보면 네 가지 예문의 상황에서 중국어로 말할 때 모두 동사적 표현만 가
능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이 중국어 명사적 표현보다 어떤 측면에
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최대한 충실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다른 문법 범주의 의미 영역까지 확장되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
현이 보이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4. 논문의 구성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기본 논의이다. 언어목록유형론의 핵심 개념인 ‘언어 목록’과 ‘현저성 범
주’의 개념을 소개한다. 그리고 본고의 논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어떤 구성의 표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제시한다. 명사적 표현은 문장 전
체의 의미가 명사에 실려 있고, 명사가 문장의 의미 중심이 되는 표현이다. 명사적
표현의 본래 역할은 사물이나 사실 등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명
사적 표현이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등 의미 영역에도 쓰일 수 있다. 전자는 명사적
표현의 무표적 쓰임이고 후자는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이다. 한국어에서 명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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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유표적 쓰임은 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① 명사(형)로 종결되는 구문; ②
‘명사+하다/되다/실질 동사’구문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구문; ③ ‘(의존)명사+이다’
구문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이 많을수록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제4장, 제5장에 걸쳐서 위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이
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문장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
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 구성력을 보여준다. 한국어에서 명사(형)가 홀로 이루
는 문장은 주로 소형발화와 제목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소형발화를 발화수반행위
에 따라 ‘단정’, ‘지시’, ‘언약’, ‘표현’, ‘선언’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 한국어의 예문과 텍스트적 등가인 중국어의 문장도 대조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이 중국어의 명사(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명사+하다/되다/실질 동사’ 구문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구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문장에서 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가 중
국어에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략’을 생략되는 요
소가 앞의 문맥에 있는지, 언어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언어적)문맥 생략’과 ‘(비언
어적)상황 생략’으로 양분해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의존)명사+이다’ 구문이 움직임이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을 살펴본다. 5.1.에서는 ‘명사+이다’ 구문을 다루고,
5.2.에서는 의존명사 구문을 다룬다. 5.3.에서는 명사적 수식 현상을 다룬다.
제6장은 결론이다.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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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논의

제2장에서는 언어목록유형론에 관한 리우단칭[刘丹青]의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시킬 때 보완ㆍ발전해야 하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고의 수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본고의 기본 방
법론으로 삼을 것이다.
2.1.에서는 언어목록유형론의 핵심 개념인 ‘언어 목록’과 ‘현저성 범주’의 정의를
제시하고, 2.2.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 및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판정하는
기준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3.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코퍼스 자료를 소
개할 것이다.

2.1. 언어목록유형론과 현저성 범주
2.1.1. 언어 목록
‘언어 목록’이란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의 집합이다(리우단칭[刘
丹青]2011: 289).19) 언어학 연구에서 다루어 온 음운, 형태, 통사, 어휘, 텍스트 등
각 분야의 언어 수단들이 모두 한 언어의 표현 수단 목록에 저장되어 있다고 본다
면, 인간의 언어 행동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자신의 언어 목록에 저장되
어 있는 수단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언어마다 목
록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의미가 다른 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표현 수단으로
실현될 수 있다.
19) ‘언어 목록’은 언어학 연구의 전반적인 분야의 언어 수단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
다. 어휘적 수단과 문법적 수단은 물론이고, 음성적 수단, 인지적 수단(은유 등) 등 다양
한 언어 수단을 모두 언어 목록에 저장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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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 목록(Linguistic Inventory, 言语目錄)’이란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
현 수단의 집합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 일본어와 같이 조사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다양한 격조사가 하
나의 표현 수단으로 목록에 저장되어 있어서 격조사를 통해서 각 문장 성분의 통사
적 성격을 나타낸다. 반면에 조사가 발달되지 않은 중국어나 영어의 목록에서는 이
러한 표현 수단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언어 목록에 있는 다른 수단
(예컨대 어순 등)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으로는 ‘조사의 발달’과
‘어순의 자유로움’이, 중국어의 문법적 특징으로는 ‘어순의 중요한 통사적 역할’이 늘
언급되어 왔는데, 이는 언어목록유형론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목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2) 가. 좋다
가′. 好(hǎo)

좋아하다
好(hào)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good’을 의미하는 ‘좋다-好(hăo)’가 ‘like’를 의미하는 ‘좋아하
다-好(hào)’와 어원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좋다’와 ‘좋아하다’, ‘好(hǎo)’와 ‘好
(hào)’의 형태적 공통성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인지과정을
고려할 때도 어휘의 발달과정에서 ‘good’의 의미와 ‘like’의 의미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언어목록유형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good’과 ‘like’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에서 사용하는 표현 수단의 차이이다. 한국어는 형
태적 수단을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어는 음운적 수단(성조)을 사용한다.
기존의 언어 대조 연구에서 격조사와 어순, 접사와 성조와 같은 짝들을 한 자리에
모아 대조한 경우는 많지 않다. 차원이 다른 요소들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러
나 언어목록유형론에서는 이들을 모두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 수단으로 본다.
동일한 의사소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언어 대조에서 한 자리
에 넣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언어목록유형론은 언어 간의 ‘형태적 등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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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등가’를 넘어서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에 주목하여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관찰하는 방법론이다(리우단칭[刘丹青]2017: 16).20)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범주가 아닌 요소들의 대응’이 포착되는 경우가 많다. 언어목록유형론에서 이를 ‘범
주를 뛰어넘은 대응 현상’ 이라 한다.21) ‘범주를 뛰어넘은 대응’ 현상은 통ㆍ번역 과
정 및 외국어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과정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언어 간의 통ㆍ번역과 외국어 교육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언어유형론적으로 언어 간의 친소관계를 밝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22)
한 언어의 특징 중에는 세계의 많은 언어들과의 대조 속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
들이 있다. 박진호(2015: 4)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어를 세계의 여러 언어들과 비교
해서 살펴보는 언어유형론 내지 대조언어학의 관점은 ‘개별 주제와 관련된 세부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또한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 일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혁신하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한국어 문법 연
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언어목록유형론도 이러한 차원에서 언어 간 ‘목록’의 차
이, 나아가서 같은 의사소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언어들의 표현 수단의
20) 전통적인 언어 대조 연구는 ‘형식적 등가’ 또는 ‘의미적 등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루어졌
다. 인간의 언어들이 다양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념 체계는 통할 수 있다고 생
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발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언어 형식이 쓰이더라도 이
들은 ‘의미적 등가’의 표현이어서 대조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리우단칭[刘丹
青](2017: 16)에서 강조했듯이, 한 언어의 목록에 어떠한 표현 수단들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표현 수단이 더 자주 사용되는지가 동일한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선택하는 의미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목록유형론에서는 ‘형식적 등가’도 아니고,
‘의미적 등가’도 아닌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를 대조의 기준으로 삼는다. 리우단칭[刘丹
青](2017: 16)에서의 용어는 “交际功能的等值”, “动态等值”이다. 이에 대해서 2.1.3.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1) 리우단칭[刘丹青] 2017: 1)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跨范畴对应(trans-categorical
correspondence)”이다.
22) 심지영(2016: 236)은 한ㆍ중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대조하면서 이러한 ‘범주를 뛰어
넘은 대응 양상’을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어에서는 결과의 의미를 부호화하는
방식이 일정하지 않아 범주 자체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 반면, 중국어의 경우 어순 및
보어와 같은 일정한 수단을 통하여 결과 의미를 일정하게 표시함에 따라 그 범주적 현저
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어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상 표지(민수가 방바닥에 쓰러
져 있었다.), 상태변화 동사의 과거형(철수가 참고서를 불태웠다.), 부사(철수는 물통을
가득 채웠다.), 명사와 처소격조사의 결합형(영희가 장미를 꽃병에 꽂았다.) 등은 중국어
의 ‘결과 보어’와 ‘범주를 뛰어넘은 대응’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대조를 통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유익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 25 -

차이를 연구할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를 살펴보면서 중국어와의 대조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이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한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를 좀 더 객관적
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2. 현저성 범주

한 언어의 모든 표현 수단들은 언어 목록에 저장되어 있고, 어떤 개념을 언어화할
때 화자가 자신의 언어 목록에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서 해당 개념을 표현한다는
것이 언어목록유형론의 기본 주장이다. 언어목록유형론의 입장에서 거시적으로는 언
어 간의 표현 수단 목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고, 미시적으로는 한 언어 목록 내부
표현 수단들의 세부적 저장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를 할 수 있다.23) 전자는 2.1.1.에
서 보았던 언어 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대응’ 현상이고, 후자는 ‘한 언어 내부 범주
의 확장’ 현상이다.24)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언어의 표현 수단은 음운, 형태, 통사, 어휘, 텍스트 등
각 측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언어 목록에 분야별로 저장
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 목록에 있는 항목들이 언어 사용자에게 선택되는 기회가 균
등한 것은 아니다.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은 범주가 있는 반면에 사용 빈
도가 낮고 사용 범위가 좁은 범주도 있다. 언어 목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목으로,
다른 표현 수단보다 더 강력하고 언어 목록의 중요한 위치에 저장되는 범주를 ‘현저
성 범주’라고 한다(리우단칭[刘丹青]2012a: 292). 즉, 언어 목록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균등한 위치에 같은 크기의 공간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 목록에서 더
중요한 위치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범주가 있는가 하면, 덜 중요한 위치와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범주도 있다. 현저성 범주는 전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23) 언어 목록에서 각 항목의 ‘세부적 저장 양상’은 하나의 문법 범주가 사용할 수 있는 의
미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사용빈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표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24) ‘범주를 뛰어넘은 대응’ 현상과 ‘한 언어 내부 범주의 확장’ 현상은 리우단칭[刘丹
青](2017: 1)에서 각각 “跨范畴的对应”과 “超范畴扩张”이라는 용어로써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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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저성 범주(Mighty Category, 顯著性範疇)는 언어 목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
목으로, 다른 표현 수단보다 더 강력하고(powerful) 언어 목록의 중요한
(prominent) 위치에 저장되는 범주이다.

‘자주 사용되는 범주’가 모두 현저성 범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빈도가 높다
는 것보다는 다른 범주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현저성 범주의 근본적 특징이다.
즉, 현저성 범주는 다른 범주보다 더 다양한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현저성 범주가 원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보다 훨씬 넓은 의미 영역까지
쓰일 수 있고 ‘언어 내부 범주의 확장성’이 뚜렷하다. ‘자주 사용되는 범주’와 ‘현저
성 범주’ 두 개념의 관계는 아래와 같은 <그림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자주 사용되는 범주와 현저성 범주

대부분의 현저성 범주는 ‘자주 사용되는 범주’에서 발달해 왔다. 자주 사용되는 범주
는 언어 사용자에게 더 친숙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쉽게 활성화된다. 그래서 언
어화해야 할 새로운 의미 영역이 생길 때 언어 목록에 있는 다른 표현 수단보다는
‘자주 사용되는 범주’가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범
주’가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 주변의 의미 영역까지 확장되어 쓰이는 일도
실제 언어 사용에서 종종 일어난다. 따라서 언어의 통시적 발달 과정을 거쳐서 ‘자
주 사용되는 범주’가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 영역
으로 쓰일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그것은 ‘현저성 범주’가 된다. 그래서 현저성 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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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왼쪽에 있는 ‘자주 사용되는 범주’의 동
그라미보다 다른 의미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저성 범주
는 다양한 의미와 문법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쓰이게 되기도 한다. 리
우단칭[刘丹青](2017)에서는 현저성 범주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25)

(4) 현저성 범주의 특징
① 문법화 정도가 높아 다양한 문법 기능을 가진다.
② 사용빈도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다.
③ 원래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된다.
④ 유추하기가 쉽다.
⑤ 심리적으로 쉽게 활성화된다.

이중에서 ‘원래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
은 현저성 범주의 근본적 특징이다(리우단칭[刘丹青] 2017: 4)26). 현저성 범주는
음운, 형태, 통사, 어휘, 텍스트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5) 언어학 연구의 각 측면에 현저성 범주가 존재할 수 있다.
가. 누렇다-노랗다, 퉁퉁하다-통통하다
나. X하다-쿨(cool)하다, 커트(cut)하다, 쇼킹하다(shocking)하다
다.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劉榮榮 2016: 93의 예 재인용)
그런 일은 살다가 (생전) 처음(으로) 겪는 일이다.

한국어에서 음운 측면의 현저성 범주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립을 들 수 있
다. ‘ㅏ’와 ‘ㅓ’, ‘ㅗ’와 ‘ㅜ’의 대립은 원래 정도나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
당하지 않지만, (5가)의 ‘누렇다-노랗다’, ‘퉁퉁하다-통통하다’와 같은 형용사의 대
25) 리우단칭[刘丹青](2017: 1)에서 현저성 범주의 특징에 대한 기술은 아래와 같다.
显赫范畴语法化程度高、语法功能强大发达，有很强的使用频率和很广的分布，有对其他范
畴的扩张力，有使用的强制性或类推性，心理上更容易激活。
26) 리우단칭[刘丹青](2017: 4): 显赫的关键特征，是它在整个语言系统中发挥的作用特别重
要，作用域超出了它自身固有的原型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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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서는 이들이 정도성과 화자의 감정도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역할을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27) 또한 한국어에서 생산력
이 강한 ‘X하다’가 형태적 측면의 현저성 범주라고 할 수 있다. ‘X하다’ 용언은 한국
어 용언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나)의 ‘쿨(cool)하다’, ‘커트
(cut)하다’, ‘쇼킹하다(shocking)하다’와 같이 외국어에서 차용한 용언들이 한국어에
수용될 때 ‘X하다’형이 가장 먼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28) 한편, 많은 언어에서 존
재하는 품사의 대용 현상은 하나의 현저성 범주 품사가 다른 품사의 의미 영역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劉榮榮(2016: 93)은 한국어에서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
일 수 있는 명사’를 ‘부사성 명사’라고 하여 (5다)와 같은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
심이 늘고 있다.’의 ‘최근’과, ‘그런 일은 살다가 (생전) 처음(으로) 겪는 일이다.’의
‘처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현저성 범주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현저성 범주인
명사가 부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까지 확장된 통사 측면의 현저성 범주의 예이다.
이처럼 현저성 범주는 언어의 각 측면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
는 주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에 주목한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예를 하나 살펴보자.

(6)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보여주는 예: 의존명사 ‘것’
가. 내가 몹시 시장한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놓아라.

27) 리우단칭[刘丹青](2017: 5)에서 음운적 측면의 현저성 범주로 중국어의 경성(輕聲)을
예로 들었다. 경성은 원래 발음하기 편하도록 ‘가볍게’ 처리한 성조지만 현대 중국어의 경
성은 발음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일부 단어에서 의미를 구별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 地道(dì dào)-지하통로 c.f. 地道(dì dao)-전형적인, 전통의.
28)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어에서 외래어를 차용할 때 외래어를 한국어의 활용 방식
에 적합하게 차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X하다’형을 선택한 것일 뿐, 이것
이 다른 표현 수단보다 우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현저성 범주’가 그렇지 않은 범주보다 언어 사용자에게 더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경우
가 많지만 ‘여러 표현 수단 중에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이 현저성 범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여러 경쟁 대상이 있을 때 현저성 범주는 다른 표현 수단 보다
경쟁력이 강하지만, 다른 경쟁자가 없고 혼자서 어떤 의미 영역을 완전히 차지하면서 강
한 확장성을 가지는 현저성 범주가 더 많다. 즉, 현저성 범주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기준
은 다른 표현 수단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법 범주보다 강한 ‘확
장성’을 가지는 것이다.

- 29 -

나. 그동안 대학의 자율권은 교육부에 의해 상당히 제한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할 것.
라.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마. 새로운 형태의 분쟁 예방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의존명사 ‘것’의 원래 역할은 (6가, 나)에서처럼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가리키는 것
이다. 그러나 사물이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의존명사 ‘것’이 사용
되는 경우가 한국어에 많다. (6다)는 명령의 의미인데도 ‘12월 23일까지 제출하세
요.’ 대신 ‘12월 23일까지 제출할 것’이라는 명사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 ‘것’
은 (6라)처럼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도 쓰이고 (6마)처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
도 쓰인다. ‘것’의 용법의 확장 과정은 기존 연구에서 문법화나 다의어화 등의 측면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언어목록유형론 시각에서 ‘것’
의 용법이 확장되는 과정에 주목하기보다는 확장된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한
언어 목록에 있는 많은 표현 수단들 중에서 확장된 용법이 상대적으로 많고 강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의존명사 ‘것’은
다른 의미 영역까지 확장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언어 목록에서 강력하
고 현저성을 가지는 표현 수단이다.

2.1.3. 텍스트적 등가
앞에서 보았던 ‘언어 목록’과 ‘현저성 범주’의 내용을 정리해서 언어목록유형론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7) 언어목록유형론(Linguistic Inventory Typology, 言語目錄類型論)은 ‘언어 목록
(Linguistic Inventory, 言語目錄)’과 ‘현저성 범주(Mighty Category, 顯著性範
疇)’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는 ‘범주를 뛰어넘은 대응’ 현상에 주목하여 언어 간
의 목록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미시적으로는 ‘언어 내부 범주의
확장’ 양상에 주목하여 한 언어 목록 내부 표현 수단들의 세부적 저장양상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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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방법론이다.

언어목록유형론에서는 언어 사용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자신의 언어 목록
에 저장되어 있는 수단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도출해 낸다는 것을 기본 주장
으로

한다.

따라서

언어목록유형론은

일종의

표현론적

접근(onomasiological

approach) 방법이다.29)
그러나 언어목록유형론에서 ‘개념’과 ‘언어’의 관계는 단순히 ‘개념 → 언어’처럼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언어의 목록과 그 목록 중에 어떤 범주가
현저성 범주인지 하는 것이, 주어진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개념(의미)을 선택
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언어목록유형론은 ‘개념 ⇄ 언어’ 양방향
의 작용 양상을 살피려는 이론이다. 앞에서 보았던 문용(1999)에서 제시한 예들은
언어 체계가 언어 사용자의 의미 선택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30) 화자가 자
29) 이정민(1987)에서 제시한 ‘onomasiological’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외부 세계의
어떤 사물 또는 개념에 대응되는 언어 표현, 어휘 형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임. 예를 들면, 인목나무의 이름이 무엇무엇인가를 조사하는 따위. 정한데로(2015:
127)에서는 ‘해석론적 접근’과 ‘표현론적 접근’ 방법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언어 → 개념: 해석론적 접근(semasilolgical approach)
나. 개념 → 언어: 표현론적 접근(onomasiological approach)
표현론적 접근 방법은 일단 개념이 실재하고, 그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가 형식화
된 언어로 도출된다고 보는 관점이다(정한데로 2015: 127). 표현론적 접근은 기존의 해
석적 접근과 달리, 어떤 기존 단어의 내부 구성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대표하는
개념(대상)이 어떤 식으로 언어화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30) 문용(1999: 40)에서는 종래 연구에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동사적 표현을 선호한다는 증
거로 아래 (8가)와 같은 예를 흔히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어가 동사적 표현을 선호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swim : swimmer’에 맞는 조어법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한국어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을 가리키는 명사적 표현인 ‘골초’가 존재해서 (8나)와 같은 예문에서는 영어처럼 한국어
도 명사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8) 문용(1999: 40)의 예문
가. 그는 수영을 잘한다.
가′. He is a good swimmer.
나. 그는 골초다.
나′. He is a heavy smoker.
영어의 언어 목록에는 ‘수영을 잘한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적 표현 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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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표현 수단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동일한
상황에서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의 종류(언어 목록)와 선호되는 표현의
종류(현저성 범주) 역시 화자가 포착하는 개념(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념과
언어는 ‘개념 ⇄ 언어’처럼 양방향의 작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9)의 예를 보자.

(9) ‘개념 ⇄ 언어’ 양방향의 작용
가.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선수 이름)!/ 삼성(팀 이름)!
?

파이팅!

가′. 中国队중국팀加油힘내다!
加油힘내다!
*

中国队중국!

나. (택시) 빈차
나′. 待대기하다运운송하다
(lit. 운송을 기다리고 있다.)

空车빈차

(9가, 가′)은 경기장에 사용되는 한국어와 중국어 응원구호이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파이팅!’, ‘中国队중국팀加油힘내다(중국팀 힘내라)!’처럼 ‘응원 대상+
응원 내용’의 동사구로 구성되는 완전한 구호가 쓰이지만 경기가 진행될 때에는 주
로 간결한 표현인 ‘대~한~민~국!’, ‘加油(힘내다)!’가 쓰인다. (9나, 나′)은 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손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알림이다. 한국어에서는 ‘빈차’를 사용
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空车(빈차)’도 쓰이지만 ‘待运(운송을 기다리고 있다)’라
는 동사적 표현도 쓰인다. ‘의미적 등가’의 기준으로는 (9가)의 ‘대~한~민~국!’과
‘good swimmer’가 저장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언어 목록에는 그러한 명사적 표현
수단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1.2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영어에서 명사의 활
동 영역이 한국어에서보다 더 넓다. 이러한 언어 목록과 현저성 범주의 차이가 두 언어의
사용자가 같은 상황(수영을 잘한다)에서 포착하는 정보(수영을 잘 한 사람-수영을 잘한
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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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의 ‘加油(힘내다)!’, (9나)의 ‘빈차’와 (9나′)의 ‘待运(운송을 기다리고 있다)’
은 등가의 표현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같은 의사소통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는 점에서는 등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대조언어학에서는 ‘의미적 등가’를 많이 강조해 왔다. 인간의 언어들이
다양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념 체계는 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체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특
정한 상황에서 다른 언어들이 모두 똑같은 상황 특성(의미, 개념)을 포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응원해야 하는 발화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는 응원 대상을 더 중요한
정보로 포착하는 반면에 중국어 화자는 응원 내용을 더 중요한 정보로 포착한다. 마
찬가지로 손님이 탑승하지 않은 택시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는 ‘택시가
비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 중요한 정보로 포착하는 반면에 중국어 화자는 ‘택
시가 비어 있는 것이다’ 외에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음’이라는 정보도 포착한
다. 즉, 똑같은 발화 상황이지만 언어마다 언어 사용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개념(의
미)’이 다를 수가 있다. 언어 사용자가 선택하는 의미의 차이는 개인적이거나 사회
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해당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발화 상황에서 다른 언어 사용자들이 서로 의미가 다르고 형식
도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표현들은 ‘의미적 등가’의 표현이
아니지만 같은 의사소통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인 표현들이
다(리우단칭[刘丹青]2017: 16).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를 기준으로 언어 대조를 하는 입장은 기존의 ‘의미적 등
가’를 기준으로 진행해 온 언어의 대조 연구보다 더 넓은 관점의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언어 간의 통ㆍ번역과 제2언어 교육 등 언어 응용의 실제에 기반하고 있는
연구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준이 높은 통ㆍ번역에서는 늘 출발어와 ‘의미적
등가’의 번역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변이(shift)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상
당히 많고, 또한 제2언어 교육에서 능숙한 외국어 학습자는 일반 학습자와 달리, 문
법과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 상황과 원어민의 언어 관습까지 반영되는 발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를 기준으로 하여 언어 간의
대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실천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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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문법이나 언어 관습에는 어긋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발화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엄격한 기준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발화 상황에 있는 개별 주체의
주관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 간의 일반적인 공통점과 차이점
을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이지만 이보다
더 구체화ㆍ객관화할 수 있는 ‘텍스트적 등가(textual equivalence)’를 대조의 기준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텍스트적 등가’는 Catford(1965)가 먼저 제기한 개념으로
번역학에서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다. Catford(1965: 27)에서는 출발어와 도착어의
대응을 ‘형식적 대응(formal correspondence)’과 ‘텍스트적 등가’로 구분하였다. 텍
스트적 등가는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교체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였
다.31) ‘텍스트적 등가’는 Catford(1965)가 번역학에서 제시한 개념이지만 언어의 대
조 연구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두 언어에서 등가를 이루는 표현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언어 간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기능’하
는 텍스트적 등가가 더 많다는 것을 번역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텍스트적 등가’를 대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
이다. 첫째는 ‘의미적 등가’와 달리, ‘주어진 상황에서 교체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
키는 텍스트적 등가는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에 더 가까운 기준이다. 앞에서 설명했
듯이, 언어 목록의 차이 특히 현저성 범주의 차이는 언어 사용자가 해당 상황에서
언어화하고자 하는 개념(의미)을 선택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텍스
트적 등가’를 기준으로 언어 간의 차이를 대조하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기준으로 언
어 간의 차이를 대조할 때 놓치기 쉬운 언어들의 표현 관습의 크고 작은 차이를 관
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밝히는 것은 외국어 교육과 통ㆍ번역 분야에 유
31)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 대응’과 ‘텍스트적 등가’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번역 유형은 아
니다. 출발어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어떤 언어적 장치가 해당 언어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도착어 텍스트에서 동원된 장치와 사실상 동일하다면 형식적 대응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 대응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텍스트적 등가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번역 변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Peter Fawcett 1997, 김도훈 역 2010: 116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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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어진 상황에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기능의 등가’보다는 더
구체화된 기준이다. 또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
니라 해당 언어의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의 등가’보
다 객관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언어 간의 ‘텍스트적 등가’의 내용들이 의미적으로는 등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등
가가 아닌 표현일 수도 있다. 특히 대조하는 두 언어의 목록이 다르거나 해당 상황
에서 사용하는 문법 범주의 현저성이 다를 때 의미적으로 등가가 아닌 표현들이 대
응되는 경우가 많다. 언어목록유형론에서는 이를 ‘범주를 뛰어넘은 대응’ 현상이라
한다. 현저성 범주는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으로
의 확장성이 강하며 다른 표현 수단보다 더 쉽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의미적 등가가
아니지만

텍스트적

등가’인

상황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Catford(1965)가 말하는 번역에서 ‘변이’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외국어 학습자에
게는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적 등가’를 기준으로
언어들을 대조할 때 밝힐 수 있는 언어 목록과 현저성 범주의 특성은 외국어 교육
과 통ㆍ번역 등 언어 응용의 실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2.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
한 언어 목록에서 현저성 범주는 언어의 각 측면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명사적 표현
의 현저성 정도가 높을수록 그것은 해당 언어 체계에서 다른 표현 수단(특히 동사
적 표현)보다 더 강력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하다’의 의미는, 명사적 표현이 자신
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으로의 확장성이 강하다는 의
미임을 앞 절에서 논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명사적 표현의 정의 및 그의 현저성을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2.1.1.에서는 ‘명사적 표현’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다. 2.2.2.에서는 ‘현저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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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의미하는 ‘현저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를 판정하는 기준
을 제시할 것이다. 2.2.3.에서는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은 것을 어떠한 측면에
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2.1. 명사적 표현

리우단칭[刘丹青](2010)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대조하면서 영어 명사의 현저성이
중국어 명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밝혔다. 리우단칭[刘丹青](2010)에서 말하는 ‘명
사의 현저성’은 명사와 명사구의 현저성을 가리킨 것이다.32) 그러나 고립어인 중국
어나 굴절어인 영어와 달리, 교착어인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명사(구)가 홀로 구성
하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은 문법 요소가 명사(구)와 같이 구성
하는 표현이 더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명사의 현저성’보다 ‘한
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명사적 표현은 명사(구)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표현을 뜻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것을 언급할 때 ‘He is a good swimmer.’라고 하는 것
은 명사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He is good at swimming.’
라고 하면 동사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명사적 표현이 많이 쓰인다고 해서 곧 그것이 현저성 범주인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현저성 범주는 ‘자주 사용되는 범주’일 뿐만 아니라 원래 담당
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힘이 강한 범주이다. 품사를
나누는 의미적 기준에 따라 명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개체의 명칭
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 동사는 움직임(상태)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을 담당한다. 그
래서 개체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명사적 표현이 무표적(unmarked, 無標的)이고 움직
임(상태)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동사적 표현이 무표적이다. 그러나 움직임이나 상
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늘 동사적 표현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명사적 표현이 쓰이
32) 리우단칭[刘丹青](2010: 4)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名词性单位(명사적인 문법단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주로 중국어의 명사
와 명사구가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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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상태)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에 쓰이는
것은 유표적(marked, 有標的) 쓰임이다. 앞의 ‘그는 수영을 잘한다.’를 표현하는 ‘He
is a good swimmer.’가 바로 성질을 나타내는 발화 상황에서 명사적 표현이 사용되
는 유표적 쓰임이다.
명사적 표현의 무표적인 쓰임과 유표적인 쓰임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명사적 표현의 확장

<그림 4>의 화살표 왼쪽은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의 무표적 쓰임이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이 강한 언어에서는 화살표 오른쪽과 같은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명사적 표현’은 오른쪽 동그라미가 네모와 겹치는 부분을 가리킨
다. 이때 명사적 표현이 원래 개체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을 넘어 움직임(상태)을 나
타내는 상황에 쓰이게 된다. 본고는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이러한 유표적 쓰임에 주
목하여 이의 현저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명사(구)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라 하면, 명사(형)로 종결되는 표현과 ‘명사+이다’ 구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본
고에서는 여기에 ‘명사+동사’구조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표현도 한국어의 명사적 표
현으로 함께 간주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을 이처럼 크게 세 가지로 파악
하는 이유는 아래 예를 통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10)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 명사(형)로 종결되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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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연 (알림)
가′. 금연하세요./담배 피우지 마세요.
나.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할 것. (대학원 수업 공지)
나′.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세요.
다. 주의! 열차와 승강장 간격 넓음 (지하철 알림)
다′. 주의!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습니다.

(10가, 가′~ 나, 나′)은 명령을 나타내는 언어 상황이고 (10다, 다′)은 상태를 나타
내는 언어 상황이다.33) 이때 (10가′, 나′, 다′)과 같이 무표적인 동사구를 사용할 수
도 있으나 (10가, 나, 다)에서처럼 명사, 명사구 보문 구성 또는 명사형으로 종결되
는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한편, 명사(형)로 종결되는 (10가 ~
다)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0가)의 ‘금연’은 ‘금연하다’에서 ‘-하다’가 생략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0나)의 명사구 보문구성과 (10다)의 명사형 어미로 끝나
는 문장은 어떤 성분이 생략된 것이 아니다.
(11)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 ‘(의존)명사+이다’ 구문
가. 불이야! (화재 발생 시)
가′. 불이 났어!
나. 떨이요, 떨이. (시장에서)
나′. 떨이로 팝니다.
다.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이 수비크항에 기항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중앙일보 2015.04.05)
다′.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이 수비크항에 기항한 지는 15년이 지났다.

명사적 표현의 두 번째 형태는 (11)과 같은 ‘명사+이다’ 구문이다. 화재 사건을 알
리기 위해서 동사적 표현인 ‘불이 났어!’가 해당 상황의 무표적 표현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불이야!’라고 ‘명사+이다’ 구문도 사용한다. 또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팔다
33) (10다, 다′)은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넓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승객에게 ‘조심하세
요!’라는 명령을 내리는 효과도 있다. 전자에 주목하면 이는 상태를 나타나는 언어 상황
이고, 후자에 주목하면 이는 움직임(명령)을 나타내는 언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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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남은 물건을 싸게 팔 때 ‘떨이요, 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떨이로
팝니다.’라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11가, 나)의 ‘명사+이다’뿐만 아니라 (11
다)에서처럼 ‘의존명사+이다’ 구문도 움직임의 의미 영역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의존)명사+이다’ 구문에는 계사 ‘이다’가 통합되지만 ‘이다’가 실질적 의
미를 가지지는 않고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한다.34) ‘명사+이다’ 구
문 전체의 의미는 거의 선행하는 명사에 실려 있기 때문에 명사적 표현으로 간주한
다.

(12)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 ‘명사+동사’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구문
가. - 나 하루에 저녁 두 끼도 먹어 봤어. (세종 구어)
- 나도 (저녁 두 끼 먹어 봤어).
가′. - 我나也도吃먹다过과거시제(경험)。
(lit. 나도 먹어 봤어.)
- *我나也도。
(lit. 나도.)
나. 저 엄마랑 얘기 좀(할게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나′. 我나想고

싶다跟와我妈엄마聊이야기하다一会儿잠시。

(lit. 저 엄마랑 얘기 좀 할게요.)

명사적 표현의 세 번째 형태는 (12)와 같은 ‘명사+하다/되다/실질 동사’구문에서 동
사가 생략되는 문장이다. (12가)는 앞의 문맥에 의하여 ‘저녁 두 끼 먹어 봤어’를
생략한 것이고 (12나)는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정보에 의하여 ‘하다’가 생략되는 것
이다. 한국어의 예문만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경제성 때문에 서술어가 생략되는 현
상일 뿐, 명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12가′,
나′)의 중국어 예문과 대조해 보면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에서는 서술어의 생략이 불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하마노우에 미유키[濱之上 幸](1994)에서는 기능문법에서 사용되는 ‘繫辭 支持 規則
(copula support rule)’에 따라서 ‘-이다’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소위 시제ㆍ상ㆍ
서법 등을 표현하기 위한 ‘支持 裝置(supportive device)’에 불과하다는 논의를 한 바가
있다.

- 39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언어 사용에서 경제성 원리는 널리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
에 언어 사용자는 발화 현장 또한 앞뒤 문맥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생
략하려고 하는 경향을 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략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경제성의 작용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의 통사적 제약도 받고 있다. 즉, 발화 현장이
나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더라도 반드시 실제 발화에서 생략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이는 (12)의 중국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한
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생략되고 명사만 남는 것이 통사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중국어
에서는 명사만 남은 형태가 통사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동사구를 사용해야
한다. 즉, 중국어와 대조할 때 한국어에서 명사가 서술어 없이 문장을 구성하는 것
에 대한 통사적 제약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도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13) 명사적 표현은 명사가 문장의 의미 중심이 되는 표현이다. 명사적 표현은 기본
적으로 개체를 나타내는 상황에 사용되지만 움직임이나 상태(성질)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이 많
을수록 그 현저성이 더 강하다. 한국어에서 유표적으로 쓰이는 명사적 표현은
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35)
① 명사(형)로 종결되는 구문
예: 금연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할 것.
35) 한편 金恩愛(2003)에서 일본어의 ‘명사지향구조’를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로 ‘명사문
(名詞文)’을 제시하였다. 일본어 ‘명사문’의 유형은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金恩
愛 2003: 50).
<표 2> 김은애(2003: 50)에서 제시한 일본어 명사문의 유형
形態

機能

指定詞名詞終止文
名 終助詞名詞終止文
詞
文
名詞終止文

名詞
述語文
非述語
名詞文

構造

例

(名詞+だ、である)で終わる文

めがねだ、もう年だ。

(名詞+終助詞)で終わる文

学校ね。学校よ。学校か。

(名詞そのもので終わる文

韓國、中国を圧倒。

倒置による名詞終止文

行くの、学校。

正置による名詞終止文

きれいな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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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와 승강장 간격 넓음
② ‘(의존)명사+이다’ 구문
예: 불이야!
잠수함이 수비크항에 기항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③ ‘명사+하다/되다/실질 동사’구문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구문
예: 저 엄마랑 얘기 좀.
나도!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이 한국어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를 통해서 명사적
표현이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즉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아래 (14)와 같은 예문은 위에서 보았던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이 아니지만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도 보여줄 수 있다.

(14) 가. 노래를 쉬지 않을 생각을 하면 천하를 얻은 듯한 만족감이 가슴에 넘친다.
(세종 문어)
가′. 노래를 쉬지 않을 생각을 하면 천하를 얻은 듯 만족스럽다.
나. 다음 회담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중앙일보 2015.12.18)
나′. 다음 회담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14가, 가′)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14나, 나′)은 사건을 나타낸다. 이때 (14가′)
의 ‘만족스럽다’, (14나′)의 ‘정해지지 않았다’처럼 형용사나 동사 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14가)처럼 ‘만족감이 넘치다’, (14나)처럼 ‘정해진 바가 없다’의 동사구로
표현할 수도 있다. ‘만족감이 넘치다’와 ‘정해진 바가 없다’에서는 명사가 문장 전체
의 의미 중심이라고 할 수 없어서 앞에서 보았던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이 아니지
만 ‘만족스럽다’와 ‘정해지지 않다’가 홀로 담당하던 의미의 일부는 명사 ‘만족감’,
‘정해진 바’가 분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에서 보았던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만큼 전형적인 명사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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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확장은 아니지만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
족스럽다’와 ‘정해지지 않다’가 해당 상황의 무표적인 표현이고, ‘만족감이 있다’, ‘정
해진 바가 없다’보다 더 경제적인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경제적이고
유표적인 ‘만족감이 있다’, ‘정해진 바가 없다’가 해당 상황에서 쓰일 수 있고, ‘만족
감이 있다’와 ‘정해진 바가 없다’에서 명사 ‘만족감’과 ‘정해진 바’는 ‘만족스럽다’와
‘정해지다’의 일부 의미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한국어에서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의 쓰임을 주로 살펴볼 것
이다. 또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최대한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4)
에서 보인 바와 같이,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이 아니지만 명사가 동사 홀로 담
당할 수 있는 의미 영역의 일부를 차지하는 현상도 함께 다룰 것이다.

2.2.2. 현저도
현저성 범주는 상대적 개념이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는 것을 언급
할 때 영어에서는 ‘He is good at swimming.’처럼 동사적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
‘He is a good swimmer.’라는 명사적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해당 상황의 무표적 표현이고 후자는 명사적 표현이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
로 확장되는 유표적 쓰임이다. 즉, 영어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사적 표현의
‘언어 내부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한국어에서는 ‘그는
수영을 잘 한다.’라는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고 명사적 표현으로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한국어에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 못한다는 것을 언급할 때 ‘그는 맥
주병이다.’라고 표현해서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두 가지 상
황에서 모두 동사적 표현만 가능한 언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즉, 언어마다 명사
적 표현의 현저성이 다르고 이것은 언어들의 대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현저성의 정도 차이에 대해서는 리우단칭[刘丹青]의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
았다. 리우단칭[刘丹青](2010)은 전형적인 동사 중심 언어인 중국어와 전형적인 명
사 중심 언어인 영어를 대조했기 때문에 ‘현저한 것’과 ‘덜 현저한 것’의 차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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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것’과 ‘현저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동양 언어들이 동사 중심 언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가 되어 있으므로 본고는 보다 정밀하게 동사 중심 언어 안에서 명사적 표현의 현
저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저
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현저도’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현저도는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 현저도

<그림 5>에서 보인 듯이, ‘현저성 범주’는 사과 A, B, C 중에 C와 같은 ‘가장 큰
사과’를 찾는 것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과 B를 C와 비교했을 때 ‘큰 사과’
가 아니지만 A와 비교했을 때 ‘큰 사과’라 할 수 있듯이, C언어와 비교할 때 현저성
범주로 보이지 않는 B언어의 어떤 범주가 다른 A언어와 비교될 때 상대적인 현저
성을 가질 수가 있다. ‘현저도’는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에 주목한 것이다.
앞에서 현저성 범주의 특징으로 ‘문법화 정도가 높아 다양한 문법 기능을 가진다’,
‘사용빈도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다’, ‘원래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다른 의
미 영역으로 확장된다’, ‘유추하기가 쉽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쉽게 활성화된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다. 이 중에서 ‘원래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다
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현저성 범주의 근본적인 특징이고 현저성 범주
를 판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저도’는 하나의 표현 수단이 언어 내부의
확장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명사적 표현
이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움직임이나 상태(성질) 등 의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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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되어 유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을수록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이나 상태(성질)의 의미 영역에 유
표적으로 쓰이는 것은 많은 언어에서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이를 ‘한국어의 특수한 현상’이나 ‘한국어에서 유난히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라 주
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과 대조할 때 한국어의 명사
적 표현이 유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
한 차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한국어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어에서도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인 쓰임이 존재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중국
어학에서 ‘명사성 술어’라고 불려온 문장들이다.36) 중국어에서 체언류에 속하는 명
사성 성분들은 자신이 직접 술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정구
2004: 190). 그러나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명사성 성분이 홀로 서술어의 역할
을 해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명사술어문’이라 한다. 박정구(2005)
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명사술어문’으로 일컬은 아래와 같은 유형의 예문을 검토한
바가 있다.

(15) 중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인 쓰임: 명사술어문
(박정구2005: 147 예문 재인용)37)
가. 他그三十岁30세。
(lit. 그는 30세.)
나. 他그瓜子儿脸계란형

얼굴。

(lit. 그는 계란형 얼굴.)
다. 我나北京人베이징

사람。

(lit. 나는 베이징 사람.)
라. 我나，班长반장。
36) 중국어학에서의 용어는 ‘名词性谓语(nominal predicate)’이다. 중국어의 ‘명사성 술어’에
대해서 박정구(2004, 2005)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다.
37) 각 단어의 한국어 해석 및 괄호 안의 직역 문장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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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 나는 반장.)

박정구(2005)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명사술어문’이라고 불려온 예들이 실제로 ‘전형
적인 명사술어문’과 ‘비전형적인 명사술어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 중의 대부분
은 비전형적인 명사술어문인 것을 밝혔다. 비전형적인 명사술어문은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문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생산성이 높지 않다.38) 박정구(2005: 147)에
서는 (15가)부터 (15라)에 갈수록 명사술어문이 비전형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비전형적인 명사술어문은 동사나 휴지, 악센트, 문맥 등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고
하였다.39) 즉, 중국어에서 명사성 단위가 홀로 문장을 성립하는 현상이 존재하지만
극히 소수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박정구(2004, 2005)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은 위에서 본 중국어의 상황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고를 통해서 보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를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보다 상대적으로
현저도가 높다고 판정할 수 있다.

(16)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보다 현저도가 높다고 판정할 수
있는 상황:
움직임이나 상태(성질)을 나타내는 발화 상황에서
① 한국어에서는 명사적 표현만 가능하고 중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과 명사적
38) 중국어에서 비전형적인 명사술어문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 것은 박정구(2004)의 계량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성 어구가 명사
술어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사 ‘几’가 양사 ‘点’과 결합할 때 86.3%의 경우는
명사술어문으로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点’과 결합할 때 33.3%의 경우만 명사술어
문으로 나타난다(박정구2004: 196). 명사술어문은 특정한 문장 유형보다는 특정한 몇 개
단어가 쓰일 때만 일어난다.
39) (15가)의 예문에서 동사 ‘是(이다)’를 추가하면 비문이다. (15나)에서 ‘是’를 추가하면
문장이 성립되지만 ‘대조’의 의미를 추가로 표현된다. (15다)의 예문에서는 ‘是’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15라)는 ‘我(나)’와 ‘班长(반장)’ 사이에 긴 휴
지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된다. 반면에 ‘是’를 추가하면 아무 제약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즉, (15가)에서 (15라)로 갈수록 명사가 홀로 문장을 성립하는 힘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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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모두 가능하거나 동사적 표현만 가능한 경우.
② 한국어에서는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이 모두 가능하고 중국어에서는 동
사적 표현만 가능한 경우.
③ 두 언어에서 동사적 표현과 명사적 표현이 모두 가능할 때 한국어에서는 명
사적 표현이 더 자주 쓰이고 중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이 더 자주 쓰이는
경우.

세 가지 상황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40)

<표 3>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의 판정 기준
한국어
상황①
상황②
상황③

명사적 표현

중국어
동사적 표현
(명사적 표현)

명사적 표현
동사적 표현
명사적 표현★
동사적 표현

동사적 표현
명사적 표현
동사적 표현★

해당 상황들의 예를 하나씩 보자.

(17)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의 판정
가. 기자 회견 어디서 할 거야?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记者会기자회견你너要미래시제

표지在에서哪儿어디开(기자회견을) 열다?

나. 잠시만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잠시만 지나갈게요./지나갈게요.
나′. 请높임借过지나가다一下한

번/借光비켜 주세요！

(lit. 한번만 지나갈게요/비켜 주세요.)
*

请높임一下한

번。

40) <표 3>에서 별표(★)는 사용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표시한다. 괄호(())는 해당 표현
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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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 한 번만요.)
다. - 뭐 먹을래?
- 자장면.
- 자장면 먹을래.
다′. - 你당신吃먹다什么무엇？
- 吃먹다炸酱面자장면。
(lit. 자장면 먹을래.)
- 炸酱面자장면。
(lit. 자장면.)

세계의 많은 언어들이 동사의 형태 변화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내거나 동사에서 발
달한 시제와 상 표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17가)에서처럼 ‘-ㄹ 것’을
통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에서는 (17가′)과 같이 동사에
서 발달한 미래 시제 표지 ‘要/会’를 사용한다. (17가)와 (17가′)의 대조는 상황①의
‘한국어에서는 명사적 표현만 가능하고 중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만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이다. 미래 시제는 문장에서 명사보다 동사와의 관련이 더 긴밀한 범주
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명사적 표현이 해당 의미 영역을 표현할 수 있고 중국어에서
는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41)
혼잡한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한국어에서는 (17나)에서처럼 ‘잠시
만 지나갈게요!’이나 ‘지나갈게요!’라는 동사적 표현이 쓰이기도 하고 ‘잠시만요!’라
는 명사적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중국어에서는 (17나′)과 같이 ‘请높임借过지나가다一下
한 번(한번만

지나갈게요.)。’, ‘借光(비켜 주세요)!’ 등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고 명사

적 표현은 불가능하다. 이때 ‘지나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비켜 주세요.’라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잠시만요!’는 명사적 표현이 자신이 본래 담당
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움직임’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유표적 쓰임이다. ‘잠
시만 지나갈게요!’와 ‘잠시만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이는지 언어 사용자
41) 한국어에서 시제와 상의 의미 영역에 명사적 표현이 쓰이는 양상은 제5장에서 구체적으
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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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대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인
‘잠시만요!’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해서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보다 현저도가 높다고 한 것이다. (17나)와 (17나′)의 대조는
상황②의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과 명사적 표현이 모두 가능하고 중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만 가능한 경우’에 대응하는 예이다.
한국어에서 ‘뭐 먹을래?’에 대답할 때 ‘자장면을 먹을래.’라고 동사적 표현을 사용
할 수도 있고 명사적 표현인 ‘자장면.’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경제성을 추구하는 구어
에서는 서술어를 생략하는 명사적 표현이 더 많이 볼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
어는 역시 동사적 표현인 ‘吃먹다炸酱面자장면(자장면을 먹을래)’와 명사적 표현인 ‘炸
酱面(자장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이때 동사적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42) (17다)와 (17다′)의 대조는 상황③의 ‘두 언어에서 동
사적 표현과 명사적 표현이 모두 가능할 때 한국어에서는 명사적 표현이 더 자주
쓰이고 중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이 더 자주 쓰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중국어의 명사보다 ‘언어
내의 확장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기
준으로 한국어 명사적 표현과 중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를 대조하기로 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와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표현 수단

42) 이에 대해서는 조원임[赵元任](1979)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조원임[赵元任](1979:
43)에서는 명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특수 의문문에 대답할 때 의문문에 있던 동사가 보통
같이 쓰인다고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다.
(18) - 他그要미래 시제+의지吃먹다什么무엇？(lit. 그가 무엇을 먹을 거야?)
- 要미래 시제+의지吃먹다肉고기/吃먹다肉고기。(lit. 그는 고기를 먹을 거야.)
- 他그几时언제来오다？(lit. 그가 언제 와?)
- 初三음력 삼일来오다。(lit. 그는 음력 삼일에 와.)
즉, 명사성 성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특수 의문문에 대답할 때, 중국어에서는 명사만으로
도 가능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리우단칭[刘丹
青]2010: 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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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전자는 명사적 범주의 확
장성에 주목하는 ‘가능성 문제’이고 후자는 명사적 표현의 사용 빈도에 주목하는 ‘선
호도 문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저성 범주는 곧 ‘자주 사용되는 범주’ 혹은
‘늘 다른 표현 수단을 이겨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범주’가 아니라 ‘언어 내부의 확
장성이 강한 범주’이다.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유표적으로 쓰이는
명사적 표현과 무표적으로 쓰이는 동사적 표현이 모두 가능할 때 어느 쪽이 언어
사용자에게 더 많이 사용되는지는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과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언어 사용자의 개인적 취향과 사회 및 시대 배경 등 많은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2.2.3. 명사 현저성 범주의 특성

리우단칭[刘丹青](2010, 2011)에서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동사와 명사의 문장구성력이 다르다. 명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일수록 명
사가 홀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언어보다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명사가 현저성 범주인 영어에서는 화재를 알리는 호소문
으로 ‘FIRE!’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동사가 현저성 범주인 중국어에서는 ‘*火(불)!’라
고 명사 홀로 호소문을 구성할 수가 없다. 반드시 ‘着나다火불了완료(불이 났어)!’라는
동사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명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일수록 명사의 문장구성력이
더 강하다.
둘째, 현저성 범주일수록 문장 안에서 생략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명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에서는 명사(논항)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가 낮고 동사(서술어)의 결여
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다. 동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는 그 반대 양상을 보인다.

(19) 서술어 생략에 대한 허용도
가. - 좋은 주말 보내세요!
- 그래, 너도!
나. - Have a nice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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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oo.
다. - 祝…바라다你너周末주말愉快즐겁다！
- 你너也도周末주말愉快즐겁다!
(lit. 너도 좋은 주말 보내!)
*

- 你너也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의 인사말에 대답할 때,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모두 바로 앞에
서 나왔던 서술어가 생략되는 문형을 허용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서술어를 생략
하는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이 강할수록 문장에서 서술어에
결여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진다.
셋째, 현저성 범주일수록 문장 속에서 다른 문장 성분을 지배하는 힘이 강하다.
이는 ‘수식 구성’과 ‘병렬 구성’ 두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사가 현저성 범주
인 언어에서는 문장의 수식 성분들이 결합하고 동사의 병렬보다는 명사의 병렬이
더 쉽게 일어난다.

(20) 수식 구성
가. 그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한다.
그는 동물 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가′. 他그强烈강력하게反对반대하다动物实验동물실험。
(lit. 동물 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

他그对에

대해서动物实验동물 실험进行하다强烈的강력한反对반대。

(lit. 동물 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한다.)

(21) 병렬구성
가. 영화 대신 연극을 봤다.
가′. 没부정(지

못하다)看보다电影영화，看보다了과거 시제话剧연극。

(lit. 영화를 못 봤고 연극을 봤다.)

명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에서는 핵심 의미 외의 추가적 의미들이 명사구의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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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동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에서는 동사구가
더 길고 복잡한 수식 성분을 지배할 수 있다. (20)은 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동물실
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할 때, 한국어로 ‘동물 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
다.’라고 할 수도 있고 ‘동물 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두 문장은 의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전자의 수식
성분은 동사 ‘반대한다’에 결합되어 있고 후자에서는 수식 성분이 명사 ‘반대’에 작
용하고 있다. 같은 의미인 중국어의 문장은 ‘强烈강력하게反对반대하다动物实验동물

실험(동

물 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이라고 수식어가 동사에 작용하는 형식만 가능하다.
즉,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식 성분이 한국어에서는 (20가)와 같
이 동사구의 수식 성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명사구의 수식 성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중국어에서는 동사구의 수식 성분으로만 쓰일 수 있다.
또한 현저성 범주는 그렇지 않은 범주보다 상대적으로 병렬 구성을 이루기 쉽다.
따라서 명사적 표현이 현저성 범주인 한국어에서는 명사적 표현의 병렬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난다. 한국어에서 ‘영화 대신 연극을 봤다.’라고 하는 상황이 중국어에서는
(21가′)처럼 ‘没부정(지

못하다)看보다电影영화，看보다了과거 시제话剧연극(영화를

못 봤고 연극

을 봤다.)’라고 표현된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영화를 못 봤고 연극을 봤다.’를 사용
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때 명사적 표현의 병렬이 불가능하다.

2.3. 코퍼스 자료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현대 문어
와 현대 구어 코퍼스를 사용한다.
또한 한ㆍ중대조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한ㆍ중 대역이 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
집하였다. 문어 자료는 『중앙일보』 온라인 한국어판 2015년~201년 사이의 기사
와 그것이 중국어로 번역된 『중앙일보』온라인 중국어판에 실린 것을 수집하였다.
구어 자료는 최근에 방송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2013), 영화『우리 집에 왜
왔니』(2009), 『육혈포강도단』(2010) 등의 한국어 대본과, 해당 영상물이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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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송될 때 사용된 중국어 자막을 수집하였다.43)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문어와 구어 자료에서 가져온 예들을
이용할 때 중국어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필자가 번역해서 다른 중국어 화자에게 검
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2.4. 소결
제2장에서는 리우단칭[刘丹青]이 제기한 ‘언어목록유형론’의 기본 이론을 소개하
였다. 또한 이를 한국어 연구에 적용할 때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수정ㆍ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언어목록유형론의 핵심 개념은 ‘언어 목록’과 ‘현저성 범주’이다. 언어 목록은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의 집합이다. 언어 목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목
으로, 다른 표현수단보다 더 강력하고 언어 목록의 중요한 위치에 저장되는 범주를
현저성 범주라고 한다. 현저성 범주의 근본적인 특징은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에 쓰이는 확장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영어와 프랑스어 등 서양 언어는 ‘명사 중심 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동
양 언어들은 ‘동사 중심 언어’인 것은 언어 유형론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리우단
칭[刘丹青](2010)는 언어목록유형론의 시각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
을 시도하였다. 그는 중국어와 영어의 대조를 통해 영어는 ‘명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 중국어는 ‘동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라는 것을 밝혔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같이 ‘동사 중심 언어’로 분류되어 왔지만, 한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활동 영역이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보다 더 넓다는 것은 일상의 언어생활에
서 많이 접할 수 있다. 두 언어는 영어와 같은 서양 언어와 비교했을 때 모두 명사
적 표현의 활동 영역이 좁은 ‘동사 중심 언어’에 속하지만, 동사 중심 언어 내부도

43) 드라마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에서 남자 주인공이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말투가
자연스러운 현대 한국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퍼스 자료로 사용할 때
남자 주인공의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등장인물들의 대화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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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동사 중심 언어’인 중국어와 ‘명사 중심 언어’인 영
어를 대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리우단칭[刘丹青](2010)에서는 이러한 현저성
의 정도 차이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동사 중심 언어’와 ‘명사 중심 언
어’로 세계의 언어들을 단순하게 이분하는 것보다 더 세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저성의 정도’를 가리키는 ‘현저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과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의
차이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기존의 ‘명사 중심 언어’와 ‘동사 중심 언어’에 대한 연
구에서나 리우단칭[刘丹青]의 ‘명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와 ‘동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는 명사와 명사구의 사용 양상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교착어
인 한국어에서는 명사와 명사구가 홀로 어떤 표현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의존 형태
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더 많으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형태들을 ‘명사적 표현’이라고
한다.
명사적 표현은 명사가 문장의 의미 중심이 되는 표현이다. 명사적 표현은 기본적
으로 개체를 나타내는 상황에 사용되지만 움직임이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상황
에서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이 많을수록 그
현저도가 높은데, 한국어에서 유표적으로 쓰이는 명사적 표현은 주로 세 가지 형태
로 나타난다. 명사(형)로 종결되는 구문, ‘(의존)명사+이다’ 구문, 그리고 ‘명사+하
다/되다/일반 동사’ 구조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구문이 그것이다.
전통적인 대조언어학에서는 ‘의미적 등가’를 많이 강조해 왔다. 인간의 언어들이
다양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념 체계는 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표현 수단을 선택하기
도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의 종류(언어 목록)와
선호되는 표현의 종류(현저성 범주) 역시 화자가 포착하는 개념(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리우단칭[刘丹青]의 언어목록유형론에서는 ‘의미적 등가’보다는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를 대조의 기준으로 강조하였다.
‘의사소통 기능의 등가’는 ‘의미적 등가’보다 언어 간의 통ㆍ번역과 제2언어 교육
등 언어 응용의 실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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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번역학
에서 많이 언급되는 ‘텍스트적 등가’(Catford 1965)를 대조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
다. 텍스트적 등가는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교체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의
사소통 기능의 등가’보다 ‘텍스트적 등가’가 더 구체화ㆍ객관화된 기준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명사적 표현이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 등 서양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적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어와 같은 전형적인
‘명사 중심 언어’보다 명사적 표현의 활동 영역이 넓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명사적 표현의 확장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한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현저
도가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어를 배
우는 중국인 학습자가 ‘눈이 처음으로 왔어!’와 같은 언어 실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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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명사의 문장구성력

제3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명사(또는 명사형, 명사구, 명사구 보문구성)로 종결되는
구문이 움직임과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44) 이는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을 반영하기도 한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을수록 명사(형) 홀로 구성하는 문장이 더 많이 발견된다.
3.1.에서는 문장구성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3.2.에서는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
발화를, 3.3.에서는 명사(형)로 종결되는 제목을 살펴볼 것이다.

3.1. 문장구성력
리우단칭[刘丹青](2010: 4)은 두 언어에서 명사와 동사의 현저성의 차이는 발화
측면, 문장 성분 측면, 어휘 측면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발화 측면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문장구성력의 차이를 통해서 이들의 현저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고 하였다.45) 명사가 현저성 범주인 언어일수록 명사의 문장구성력이 더 강하다.
리우단칭[刘丹青](2010)에서 말하는 ‘문장구성력’은 명사(구)나 동사(구) 하나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46)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에서와 달리, 의존
적으로 존재하는 명사적인 문법 형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형, 명사구, 그리고 명사구 보문 구성 등이 홀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44)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명사’, ‘명사구’, ‘명사형’, ‘명사구 보문구성’을 같이 ‘명사(형)’로
칭하기로 한다.
45) 리우단칭[刘丹青](2010: 4)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成句能力’이다. 본고에서 이를 ‘문장
구성력’으로 번역하였다.
46) 리우단칭[刘丹青](2010: 4)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动词性单位和名词性单位的成句能力’
실제 논의에서는 주로 명사와 명사구가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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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장구성력’에서 말하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 형식을 갖추는 문장뿐만 아니
라 완전한 문장에서 하나 또는 여러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생략문’, 그리고 생략된
부분을 쉽게 복구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어, 또는 하
나의 구나 절로 이루어지는 ‘소형발화’도 포함되는 개념이다.47) 장소원(1994: 262)
에서는 소형발화는 대표적인 비문법적 언어 연쇄이지만, 일상대화에서 빈번히 사용
되며 특정한 환경하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소형발화는 생략문처럼 ‘완전한 문장’으로 복구가 가능하지 않은 경
우가 많지만 해당 상황에서 발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장’
의 자격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말하는 ‘문장구성력’은 온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는 문장만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완
전한 문장보다 더 많이 쓰이는 생략문과 소형발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을수록 명사(형) 하나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움직임이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에서
명사(형) 하나로 구성된 문장이 쓰이기가 어렵지만,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을수
록 이러한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 명사(형) 홀로 구성되는 문장48)
가. 금연구역 (알림)
가′. 이곳은 금연구역이다.
나. (노크하는 소리를 듣고) - 누구세요?
- 나!
나′. - 나야!
다. 정숙 (연구동의 복도에 붙어 있는 알림)

47) ‘소형발화’는 기존 연구에서 ‘소형문’이라고도 한다(성광수 1972, 장소원 1994, 윤평현
2001 등). 소형문과 생략문, 불완전문의 차이에 대해서는 장소원(1994), 윤평현(2001)에
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다.
48) (1나)의 예문은 2017년 4월 7일에 열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학위 청
구 논문 중간발표 현장에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현희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추가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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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용히 하세요.
라.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할 것. (대학원 수업 공지)
라′.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세요.

(1가~라)의 예문들은 각각 명사구, 대명사, 명사 그리고 명사형 보문 구성 홀로 구
성되는 문장이다.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1가′~라′)처럼 해석된다. (1가,
나)는 어떤 개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1다)는 상태, (1라)는 움직임(명령)을 표현하
는 것이다. 즉, (1가~라)의 예문들이 모두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문장이지만
(1가, 나)는 명사(형)가 해당 상황에서 무표적으로 쓰인 것이고 (1다, 1라)는 명사
(형)의 유표적 쓰임이다.
(1)의 네 예문이 모두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1가, 나)와 같은 명사(형)의 무표적인 쓰임보다는 (1다, 라)와 같은 움직임
이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명사(형)의 유표적 쓰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명사적 표
현의 현저성은 그것이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유표적으로 쓰이는 현상이 얼
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판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명사(형) 하나로 구
성되는 문장의 유표적 쓰임은 아래 몇 가지 경우가 있다.

(2)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문장의 유표적 쓰임
가. 홍~길~동! (구호)
나. 저기 (길 묻기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는 말)
다. 출발!
라. 정숙 (연구동의 복도에 붙어 있는 알림)
마. 편리하고 안전한 오른쪽 걷기 (지하철 표어)
바. 아르바이트 구함 (공고)
사.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 ‘드라마 결말? 전작 같은 실수는 안 할 것’
(중앙일보 2016.04.13.)
아. 미국, 전승식에 박 대통령 대신 김장수 참석 권유 (중앙일보 2015.08.11.)
자. 좋은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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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나)는 명사와 대명사 하나로 구성되는 문장이다. (2다, 라)는 서술성 명사 하
나로 구성되는 것인데 (2다)는 동사성 명사의 예이고 (2라)는 형용사성 명사의 예
이다.49) (2마, 바)는 ‘-기’, ‘-음’ 등으로 구성된 명사형이, (2사)는 의존명사 ‘것’이
구성하는 명사구 보문 구성이 문장을 구성한 예이다. (2아, 자)는 명사구로 구성되
는 문장이다.
한편, 위와 같은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문장들이 쓰이는 텍스트 장르를 보면
주로 알림, 표어, 공고, 제목, 인사말 등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연구에서 흔히 ‘소형발화’ 또는 ‘소형문’으로 불려 온 것들이다. 이 장
에서는 움직임이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2)와 같은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문장이 쓰이는 현상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대응되는 중국
어의 표현과 대조를 통해서 두 언어에서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의 차이를 관찰하고
자 한다.

3.2. 명사/명사형 종결 소형발화
윤평현(2001: 17)에서는 발화의 ‘형식이 온전하거나 온전하지 않거나 간에 그것
이 하나의 발화로서 쓰였다면 그 발화는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한다’고 하고 ‘소형발
화 속에는 제각각의 언표내적 힘이 있으며, 이 언표내적 힘에 의하여 실질적인 의사
소통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윤평현(2001)은 한국어의 소형발화를
발화수반행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분
류 방법을 받아들여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를 발화수반행위에
따라 제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분류법을 선택하는 까닭은 본고에서 ‘텍스트적 등
가’를 대조의 기준으로 삼아 같은 의사소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한국어와 중국
어의 표현들끼리 대조하여 관찰하고자 하는데, 대조를 이룰 수 있는 한국어-중국어

49) 기존 논의에서 ‘서술성 명사’나 ‘술어 명사’라고 불러온 명사들을 이 연구에서는 그 의
의미에 따라 다시 ‘동사성 명사’와 ‘형용사성 명사’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 5.1.
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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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들이 같은 발화수반행위를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발화수반행위에 대
해서는 기존의 화용론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발화수반행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는 화자가 이행하고자 의도하는 기능의 유형을, 또
는 화자가 발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루고자 의도하는 행위의 유형을 가리킨다
(Yang Huang 2006, 이해윤 역 2009: 128). 발화수반행위를 분류한 체계 중 가장
영향력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Searle(1975)의 것이다. Searle(1975)에서는 발화
의 ‘목적(purpose)’, ‘맞추기 방향(direction of fit)’, ‘표현된 심리 상태(expressed
psychological state)’ 등 12개의 기준을 세워 발화수반행위를 아래와 같이 다섯 가
지로 제시하였다(Searle 1975: 345-50).

(3) Searle(1975)에서 제시한 발화수반행위의 유형
① 단정(Representatives)
② 지시(Directives)
③ 언약(Commissives)
④ 표현(Expressives)
⑤ 선언(Declarations)

발화수반행위는 발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
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섯 가지 발화
수반행위 중에 ‘단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시’, ‘언약’, ‘표현’, ‘선언’ 등은 모두 어떤
‘움직임(상태)’을 나타내고 이러한 상황에 무표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동사가 참여하
는 동사적 표현이다. 또한 ‘단정’ 중에서 ‘이것은 한국어 사전이다.’와 같이 개체를
가리키는 단언 발화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즉 주장을 세우거나 결론을 짓거나 보고
하는 등의 의도를 가진 단정 발화는 대부분 동사적 표현이 무표적이다. 그러나 이러
한 상황에 명사적 표현이 확장되어 쓰이는 현상이 한국어에 존재하므로 이 장에서
는 이러한 현상을 발화수반행위별로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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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단정

단정행위는 화자에게 표현된 명제의 참을 믿게 함으로써 진리치를 갖게 되는 화
행 종류이다. 전형적인 경우로서는 단언하기, 주장하기, 결론짓기, 보고하기, 진술하
기 등이 있다(Yang Huang 2006, 이해윤 역 2009: 133).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에 단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래
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50)

(4) 명사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단정
가. 휴무, 휴업 (알림)
마감. (알림)
나. 주의! 열차와 승강장 간격 넓음 (지하철 알림)
○○ 드림/올림/지음/엮음/씀/옮김
다. 공사/영업/외출/심사/회의 중 (알림)
○○(신제품) 출시! (광고)
따뜻한 5월에 쏟아지는 꿀혜택! (광고)

(4가)는 서술성 명사 하나로 구성되는 소형발화이다. 이때 서술성 명사 ‘휴무, 휴업’
은 ‘휴무합니다.’, ‘휴업합니다.’라는 움직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4나)는 명사형으로
종결되는 소형발화이다.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음’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상황
에 사용되고 ‘○○ 드림/올림/지음/역음/씀/옮김’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황에
사용된 것이다. 명사형으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 단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음’
명사형이 주로 쓰인다. (4다)는 명사구 하나로 구성되는 소형발화이다. (4)의 예들
은 모두 움직임(상태)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명사(형)가 유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의 쓰임을 대조해 보자.

50)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의 예들은 필자가 수집한 것 외에 장소원(1994), 윤평현
(2001)에서 제시한 예들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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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어와 중국어 단정행위를 나타내는 소형발화의 대조
가. 휴업 (상점 알림)
가′. 停정지하다业영업/暂잠시

동안에停정지하다营业영업/停止정지하다营业영업

(lit. 영업을 정지하다/영업을 잠시 동안에 정지하다.)
나. 주의! 열차와 승강장 간격 넓음 (지하철 알림)
나′. 小心조심하다站台间隙열차와

승강장의 간격

(lit.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을 주의하세요.)
다. ○○드림/올림
다′. 恭공순하다呈올리다/谨공순하다上올리다/敬존경하다上올리다
(lit. 공손하게 올린다.)
라. ○○지음/역음/씀
라′. ○○编편찬하다/著쓰다
(lit. ○○편찬하다/쓴다.)

마. 공사 중 (공사 현장 알림)
마′. 施工공사하다中…고

있다

/正在…고

있다

施工공사하다，请높임勿지

말다

靠近가까이

오다

(lit. 공사하고 있다./공사하고 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바. 영업 중 (상점 알림)
바′. 营业영업하다中…고

있다

/正在…고

있다

营业영업하다中…고

/正在…고

있다

있다

营业영업하다

(lit. 영업하고 있다.)
사. 외출 중 (상점 알림)
사′. 有있다事일外出외출하다马上금방回来돌아오다
(lit. 일이 있어서 외출한다, 금방 돌아온다.)

(5가, 가′)은 상점이 ‘휴업하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한ㆍ중 알림 문구이다. 같은
상황에서 한국어에서는 서술성 명사 하나로 구성되는 소형문이 쓰일 수 있는 반면
에 중국어는 ‘停정지하다业영업(영업을 정지한다)’라는 동사적 표현을 사용한다.51) (5나,
51) 중국어에서 ‘동사+목적어’로 구성되는 2음절 동사구가 명사의 자격도 겸하는 경우가 많
아서 ‘停业’은 한국어의 ‘휴업’처럼 그냥 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停业’을 풀어서 쓰이는 ‘停止정지하다营业영업(영업을 정지한다)’과 ‘暂잠시停정지하다营业
영업(영업을 정지한다)’등도 같은 상황에 쓰인다는 것을 보면 ‘停业’는 동사로 해석하는 것

- 61 -

나′)은 지하철을 타는 곳에서 사용되는 알림이다. 한국어 알림은 ‘-음’으로 끝나는
명사형을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小心조심하다站台间隙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을 주의하세요)’라는 동사구를 사용하고 있다.52) (5다, 다′)은 편지나
메모 끝에 서명 뒤에 사용되는 소형문인데 한국어에서는 ‘올립니다.’, ‘드립니다.’의
동사적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올림’, ‘드림’ 등 ‘-음’ 명사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恭공순하다呈올리다/谨공순하다上올리다/敬존경하다上올리다(공손하게 올린
다.)’등 동사구만 가능하다. (5라, 라′)은 출판물에 필자 이름 뒤에 사용되는 표현인
데, 한국어에서는 역시 ‘-음’ 명사형을 사용한다. 중국어는 동사 ‘编(편찬하다)’과
‘著(쓰다)’를 사용한다.53) (5마~사)는 모두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은 타당하다. ‘停止정지하다营业영업’은 확실히 ‘동사+목적어(动宾结构)’의 동사구이고 ‘暂잠시
동안에停정지하다营业영업’은 동사구 앞에 그것을 수식하는 시간부사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停业유업公告공지’라고 표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停业유업公告공지’야말로 확실히
‘수식어-명사(偏正结构)’의 명사구이다. 그러나 ‘停业유업公告공지’만은 사용할 수가 없고
‘停业유업公告공지’로 붙일 경우에는 반드시 밑에 자세히 설명하는 공지문이 달려 있다. 즉,
‘停业유업公告공지’는 정확히 말하자면 ‘휴업’과 텍스트적 등가의 표현이 아니라 ‘휴업 알림’
과 텍스트적 등가의 표현이다. ‘停业유업公告공지’와 ‘휴업 알림’은 ‘이것은 휴업에 관한 공지
이다’라는 개체를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하지만 ‘停业(휴업하다)’와 ‘휴업’는 ‘휴업합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52) ‘열차와 승강장 간격 넓음’은 ‘小心조심하다站台间隙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을
주의하세요)’와 의미적 등가의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설명했듯이, 한 언어의
목록에 어떠한 표현 수단들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표현 수단이 더 자주 사용되는지가 동
일한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선택하는 의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
에서는 ‘형식적 등가’도 아니고, ‘의미적 등가’도 아닌 ‘텍스트적 등가’를 대조의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한국어에서도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넓습니다.’나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넓
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동사적 표현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5나, 나′)의 예는 ‘한국어
에서 명사적 표현만 가능하고(선호하고), 중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태(넓다)나 움직임(주의하다)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중국어에서
는 무표적인 동사적 표현만 가능한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도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의 명사가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
을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확장성이 강한 ‘현저성 범주’인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53) 중국어에서 ‘编’과 ‘著’에는 명사와 동사 두 가지 용법이 모두 있다. 그러나 명사로 사용
될 때 ‘编’는 ‘편찬’이라는 뜻이 아니라 ‘책의 상권, 하권’의 ‘권’을 가리키거나 책을 엮어
주는 끈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명사로 사용되는 ‘著’도 ‘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작품(work)’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新華字典』(2011, 商务印书馆)에서 ‘编’
과 ‘著’의 명사 의항(sense)을 해석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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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소형발화이다. 이때 한국어에서는 모두 명사구 하나로 구성되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54)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는 동사구 ‘施工공사하다中…고

있다

’과 ‘营业영업하다中’을

사용한다.55) (5사, 사′)은 잠시 자리 비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알림으로, 한국어에
서는 명사구만으로 구성되는 소형발화 ‘외출 중’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에
서는 동사구 ‘有있다事일外出외출하다马上금방回来돌아오다(일이 있어서 외출한다, 금방 돌아온
다.)’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5)의 예를 통해서는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 단정행위를
수반하는 것의 사용 양상을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즉 이와 텍스
트적 등가인 중국어의 표현과 같이 대조하였다. (5)와 같은 움직임(상태)을 나타내
는 상황에서 중국어는 무표적인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동사
적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명사적 표현도 활발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때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소형발화에는 주로 서술성
명사, ‘-음’ 명사형, 그리고 명사구가 나타난다.
編 biān 【名】
① 用来穿联竹简的绳子〖cord〗
如: 孔子晚而喜《易》…读《易》,韦编三绝。——《史记·孔子世家》
② 书籍〖book〗 一部著作的一部分〖part of a book〗
如: 缩编; 上编.
著 zhù【名】
作品〖work〗
如:名著(有价值的出名著作);原著(著作的原本);论著(带有研究性的著作);新著
따라서 출판물의 저자 이름 뒤에 쓰이는 ‘编’과 ‘著’는 중국어에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54) 물론 이때 ‘공사 중입니다’, ‘외출 중입니다’, ‘영업 중입니다’라는 문장도 가능하다. ‘공
사 중’이든 ‘공사 중이다’이든 모두 문장의 전체 의미가 명사에 실려 있는 ‘명사적 표현’이
다. 또한 제2장에서 강조했듯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은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상
황에서 명사적 표현이 ‘가능한지’가 판단기준이고 ‘명사적 표현’만 가능하다거나 동사적
표현보다 명사적 표현의 사용빈도가 더 높다는 뜻이 아니다.
55)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施工공사하다中…고 있다’과 ‘营业영업하다中…고 있다’는 ‘水물中속에，风바람
中속에’처럼 명사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4마′, 4
바′)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상황에서 ‘施工공사하다中…고 있다’과 ‘营业영업하다中…고 있다’ 앞에
‘正在(…고 있다)’가 추가되는 형태도 사용할 수 있다. ‘正在(…고 있다)’는 동사(구)와 만
결합해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표지이고 명사와 결합할 때 비문이 된다(예: *正在…고 있다风
바람中속에). 그렇기 때문에 ‘施工공사하다中…고 있다’과 ‘营业영업하다中…고 있다’는 동사구인 것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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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시

지시행위는 청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화자의 시도를 표현하는 화행 종류이
다. 전형적인 경우로서는 충고, 명령, 주문, 질문, 요구 등이 있다(Yang Huang
2006, 이해윤 역 2009: 133).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에 지시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래
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6)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지시
가. 저기 (길 묻기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는 말)
나. 출발!/집합! (구령)
구직/구인/양보/금연 (알림, 표지판)
다. 정숙 (연구동의 복도에 붙어 있는 알림)
라.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할 것 (대학원 수업 공지)
마. 오른쪽 걷기 (지하철 표어)
바. 결제 바람
아르바이트생 구함 (구인 공고)
사. 의자는 사람에게 양보해주는 센스 (학생회관 식당의 표어)
우측보행 (지하철 표어)
발빠짐 주의 (지하철 알림)
통행/주차/진입 금지 (알림)
유리/산불/개 조심 (알림)
아. 푸른 산, 푸른 강 (환경 보호 표어)
사고는 순간, 생명은 하나 (공사 현장 표어)

(6가)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거나 부탁할 때 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
형발화이고 대명사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다.56) (6나)와 (6다)는 서술성 명사 하나
56) 상대방의 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기(요)’는 연구자에 따라 ‘표현행위’를 수
반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Searle(1975)의 ‘발화수반행위’에 대한 분류는 상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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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는 소형발화가 움직임과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에 사용되는 것이다. (6라)
는 의존명사 ‘것’으로 종결되는 소형발화이고 (6마)는 ‘-기’ 명사형, (6바)는 ‘-음’
명사형으로 종결되는 소형발화이다. 그리고 (6사)와 (6아)는 명사구 하나로 구성되
는 소형발화인데, (6사)는 서술성 명사가 구성하는 명사구이고 (6아)는 일반명사가
구성하는 명사구이다. (6)의 예들이 모두 움직임(상태)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명사
(형)가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실례합니다!’, ‘출발하자!’ ‘아르바이
트생을 구합니다.’,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세요.’, ‘유리를 조심하세요.’
등처럼 동사적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의 쓰임을 대조해 보자.

(7) 한국어와 중국어 지시행위를 나타내는 소형발화의 대조
가. 저기. 2302호 보러 오셨어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请높임问묻다. 二位是来看2302号的吗?
(lit. 여쭤보겠습니다.)
나. 양보 (교통표지판)
나′. 让양보하다
다. 정숙 (연구동의 복도에 붙어 있는 알림)
다′. 静정숙하다/请높임保持유지하다安静정숙하다/请높임勿지

말다喧哗소란을 피우다

(lit. 조용히 하세요./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라. 오른쪽 걷기 (지하철 표어)
우측보행 (지하철 표어)
라′. 靠기대다右오른쪽/请높임靠기대다右오른쪽行가다/靠기대다右오른쪽走걷다
(lit. 오른쪽으로 기대하세요./오른쪽으로 기대서 가세요.)
마. 발빠짐 주의. (지하철 알림)
마′. 小心조심하다脚下발밑

타적이지 않고, 실제 언어 사용은 이러한 분류들을 심각하게 만들며, 많은 행위 유형들을
포함하게 된다(Jef Verschueren 1999, 김영순 등 역, 2003: 56).
본고에서는 ‘저기(요)’를 사용할 때 화자의 목표는 상대방이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게
한 다음에 부탁이나 질문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는 ‘표현행위’보다는 ‘지시
행위’를 수반하는 발화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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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 발밑을 주의하세요.)
바. 통행/주차/진입 금지 (알림)
바′. 禁止금지하다通行통행/停车주차/驶入진입
(lit. 통행/주차/진입을 금지합니다.)
사. 유리/산불 조심 (알림)
사′. 小心조심하다玻璃유리/别지

말다撞부딪치다我나，我나是이다玻璃유리

(lit. 유리를 주심하세요./부딪치지 마세요. 유리입니다.)
当心조심하다火灾화재/注意조심하다防예방하다火불
(lit. 화재를 조심하세요./화재 예방을 유의하세요.)
아. 푸른 산, 푸른 강. (환경 보호 표어)
아′. 保护보호하다青山푸른

산碧水푸른 강!

(lit. 푸른 산과 푸른 강을 보호하라!)
자. 사고는 순간 생명은 하나. (공사 현장 표어)
자′. 时时항상注意주의하다安全안전，处处곳곳预防예방하다事故사고.
(lit. 항상 안전을 주의하고 곳곳에서 사고를 예방하다.)

(7가, 가′)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거나 부탁할 때 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
는 표현이다. 한국어에서는 (7가)와 같이 대명사 ‘저기(요)’만으로 이루는 소형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말씀)여쭤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와 같은 동사적 표현을 사
용할 수도 있다. 중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인 ‘请높임问묻다(여쭤보겠습니다.)’만 가능
하다. 또한 이선화(2002: 23-25)의 조사에 따르면 길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가 ‘저기요.’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표현들이
지만 한국어 화자의 실제 발화에서 ‘저기(요)’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다.57) 즉, 상
57) 이선화(2002)에서는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말씀 좀…’ 등과 ‘저기요’, ‘여
기요’를 합쳐서 ‘호칭어’로 간주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을 기존 연구에서 흔
히 ‘호칭어’로 논의했던 ‘할아버지’, ‘젋은이’, ‘학생’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전자를 ‘간접
호칭’, 후자는 ‘직접호칭’이라고 하였다. 간접 호칭 표현들이 주로 대화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이선화 2002: 17-20).
길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10대인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은 ‘학생(남
자 60%, 여자 59%)’, ‘저기요(남자 23% 여자20%)’, ‘실례합니다, (말씀)여쭤보겠습니다
등 주의끌기형(남자 10%, 여자12%)’의 순이다. 20대 남자인 청자에게는 ‘저기요(40%)’
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30대에서 60대 남자인 청자에게 사용하는 표현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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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인데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구 외에 대명사만으로 구성된 소형발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 중국어에
서는 대조적으로 무표적인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어 명사적 표현이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
역을 넘어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힘이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보다 강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나, 나′)은 ‘양보하세요!’라는 명령을 나타내는 교통 표지판이고 (7다, 다′)은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명령을 나타내는 알림이다. 한국어에서는 물론 ‘양보하세
요!’, ‘조용히 해주세요!’처럼 동사적 표현도 가능하지만 ‘양보’, ‘정숙’이라는 서술성
명사만으로 구성된 소형문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동사 ‘让(양보하
다)’, 형용사 ‘静(정숙하다)’, 또한 형용사구 ‘保持유지하다安静정숙하다(조용히 하세요.)’,
동사구 ‘请높임勿지

말다喧哗소란을 피우다(소란을

피우지 마세요)’를 사용하고 명사적 표현

은 불가능하다. (7라, 라′)은 ‘오른쪽으로 걸으세요.’라는 지시를 나타내는 지하철 표
어이다. 한국어에서는 ‘-기’ 명사형 어미나 명사구 하나로 구성되는 소형발화를 사
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다.58) (7마, 마′), (7바,
바′) 그리고 (7사, 사′)은 ‘발빠짐을 주의하세요.’, ‘통행/주차/징입을 금지합니다.’ ‘유
리/화재를 조심하세요.’ 등 경계문이나 경고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동
사적 표현 외에 목적어를 가지는 서술성 명사가 구성하는 소형문도 사용할 수 있는

(54%)’, ‘(말씀)여쭤보겠습니다 등 (24%-27%)’, ‘저기요(24%-13%)’의 순이다. 30대
인 여자에게는 ‘저기요(31%)’와 ‘(말씀)여쭤보겠습니다 등 주의끌기형(26%)’이 많이 사
용된다고 하였다(이선화2002: 23-25).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기요’가 ‘(말씀)여쭤보겠
습니다 등 주의끌기형’보다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8) 여기서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처럼 ‘정숙하다-정숙’, ‘양보하다-양보’라는 조어법이나 ‘음’, ‘-기’와 같은 명사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동사(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7)의 예문들이 모두 어떤 ‘지시’를 표현하는 것인데 ‘지시’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도
록 하는 화자의 시도이고 이는 ‘움직임’의 의미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때 동사적 표
현이 무표적이다. 한국어에서는 물론 무표적인 동사적 표현 ‘조용히 하세요!’ ‘양보하세
요!’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서술성 명사만으로 구성하는 소형문 ‘정숙’, ‘양
보’도 가능하다. 즉, 중국어에서 ‘정숙하다-정숙’, ‘양보하다-양보’와 같은 조어법이 없는
것과 무관하게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가 하나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
어 쓰이는 것은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보여주고 한국어 명사의 문장구성력이
중국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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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동사+목적어’의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다.
(7마, 바, 사)의 서술성 명사가 구성하는 명사구와 달리, (7아, 자)는 일반 명사가
구성되는 명사구 하나로 구성되는 소형문이다. (7아)의 환경 보호 표어 ‘푸른 산 푸
른 강’은 ‘푸른 산, 푸른 강을 보호하라!’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생략되어도 충분한 호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동사 ‘保护(보
호하다)’가 반드시 있어야 호소 효과가 나타난다.59) 즉, 한국어의 ‘푸른 산, 푸른
강’은 명사가 어떤 개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넘어서 어떤 움직임(지시)의 의미 영역
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 중국어의 명사는 그렇지 못하다. (7자)의 ‘사고는 순간 생
명은 하나’는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표어이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 표어는 ‘注意주
의하다安全안전，预防예방하다事故사고(안전을

주의하고 사고를 예방하다.)’와 같은 식으로

실질적 의미를 가진 실질 동사가 명사와 공기되어야 한다. 두 예문은 모두 표어에
쓰이는 문구이다. 표어는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다.60)
한국어는 명사만으로도 이러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와 같은 명사
적 표현이 약한 언어에서는 반드시 실질적 의미를 가진 동사가 쓰여야 호소력을 가
질 수 있다.
(7)의 예를 통해서는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 지시행위를
수반하는 것의 사용 양상을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즉 이와 텍스
트적 등가의 관계에 놓이는 중국어의 표현과 대조하였다. (7)과 같은 움직임(상태)
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중국어는 대부분 무표적인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명사적 표현
도 활발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때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소형발화
에는 주로 명사나 대명사, 서술성 명사, ‘-음’, ‘-기’ 명사형, 의존명사 ‘것’, 그리고
명사구가 나타난다.

59) 동사 없이 ‘青山푸른 산碧水푸른 강(푸른 산, 푸른 강)’만이 쓰이면 환경 보호 표어가 아닌
시나 산문에서 나오는 문구 같은 느낌이 들고, 독자들이 읽을 때도 한국어에서처럼 ‘보호
하다’를 자연스럽게 보완해서 이해하지는 않는다.
60) ‘표어’에 대한 정의의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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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언약

언약행위는 화자를 미래의 어떤 행위과정 일부에 위임하는 화행 종류이다. 전형적
인 경우로는 제공하기, 서약하기, 약속하기, 거절하기, 위협하기 등이 있다(Yang
Huang 2006, 이해윤 역 2009: 134).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에 언약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8)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언약
가. 매일 운동하기 (체크 리스트)
나. 2만 원 이상 구매 시, ○○ 3000원! (광고)
다. 엔진오일 무상 교체! (광고)
신제품 구매 시, ○○ 증정!
숙식/교통비 제공 (광고)

(8가)는 ‘-기’ 명사형으로 종결되는 언약행위를 수반하는 소형발화이다. (8나, 다)
는 명사구로 종결되는 소형발화이고 광고에서 구매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약
속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이때 명사구는 (8나)처럼 일반 명사가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8다)처럼 서술성 명사가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 (8)의 예들은 모두 움
직임(상태)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명사(형)가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동사적 표현인 ‘매일 운동한다.’, ‘2만 원 이상 구매 시, ○○를 3000원으로 판매
합니다/살 수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합니다.’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의 쓰임을 대조해 보자.

(9) 한국어와 중국어 언약행위를 나타내는 소형발화의 대조
가. 매일 운동하기 (개인 계획 리스트)
가′. 每天매일做하다运动운동/每天매일运动운동하다。
(lit. 매일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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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만원 이상 구매 시, ○○ 3000원! (광고)
나′. 满만족하다39元39원加더하다9.9元9.9원换购바꾸어

사다○○!

(lit. 39원 이상 구매 시, 9.9원을 더 내고 ○○를 산다!)
다. 엔진오일 무상 교체! (광고)
다′. ○○ 免费무료换바꾸다新새

것!

(lit. 무료로 새 것을 바꿔준다.)
라. 신제품 구매 시, ○○ 증정! (광고)
라′. 买사다就바로送증정하다○○/买사다하나一하나送증정하다○○!
(lit. 제품 구매시, ○○을 증정한다./제품 하나 구매시, ○○를 증정한다.)
마. 숙식/교통비 제공 (광고)
마′. 提供제공하다食식사宿숙박/交通费교통비
(lit. 숙시/교통비를 제공한다.)

(9)의 언약행위를 수반하는 발화는 주로 광고에서나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9가~마)와 짝이 되는 (9가′~마′)의 중국어 예문은 중국에 있는 쇼핑 사
이트에서 가져온 ‘텍스트적 등가’의 표현들이다.61) (9가, 가′)은 개인 계획 리스트에
서 매일 운동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국어에서는 ‘기’ 명사형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每天매일做하다运动운동(매일 운동
을 한다.)’, 또는 ‘每天매일运动운동하다(매일 운동한다.)’처럼 동사구를 사용해야만 한
다.62) (9나, 다, 라)는 모두 상품 광고에서 구매자에게 어떤 혜택을 약속할 때 쓰이
61) 중국어 광고문 및 홍보문 예문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① 종합 검색 사이트: 百度(http://www.baidu.com) (9가′ 예문)
② 쇼핑 사이트: 京东网(www.jd.com) (9나′, 9다′, 9라′ 예문)
③ 구인 정보 사이트: 中华英才网(www.chinahr.com) (9마′ 예문)
62) 중국어의 ‘运动(운동, 운동하다)’은 명사와 동사 두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실현되는지는 ‘运动’과 공기하는 다른 문장성분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每天매일做하다运动운동(매일 운동을 한다.)’에서 ‘运动’는 동사 ‘做(하다)’뒤에 목적
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명사인 것을 판단할 수 있다.
‘每天매일运动운동하다(매일 운동한다.)’은 ‘명사(每天)+명사(运动)’라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시간부사(每天)+동사(运动)’로 해석할 수도 있
다. 만약에 ‘运动’을 명사로 해석한다면 ‘每天(매일)’과 ‘运动(운동)’ 사이에 명사가 명사
를 수식하는 표지인 ‘的(의)’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运动(운동)’이 명사일 때 ‘每
天运动’과 ‘每天的运动’은 같은 의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예문은 ‘每天的运动’으로 바꾸
면 ‘매일 운동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 한 운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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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형발화이다. (9나)에서는 일반 명사만으로 이루는 명사구 ‘○○ 3000원!’이
‘3000원을 내면 ○○를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중
국어는 ‘加더하다9.9元9.9원换购바꾸어

사다○○!(9.9원을

더 내면 ○○를 살 수 있다!)’라

고 한다. 중국어 예문에서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와 공기하는 동사 ‘加(더하다)’와 상
품을 나타내는 명사와 공기하는 동사 ‘换购(바꾸어 산다)’는 모두 있어야 한다. 반면
에 한국어 예문에서는 두 동사가 모두 생략되는 소형발화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
할 수 있어서 한국어 명사(구)의 문장 구성력은 중국어 명사(구)보다 강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9다, 라)에서는 ‘엔진오일을 무료로 교상해준다.’의 의미를 ‘엔진오일
무상 교체’로, ‘○○를 증정한다.’의 의미를 ‘○○ 증정’으로 나타내어 서술성 명사를
포함하는 명사구가 ‘언약’의 의미 영역에 쓰였다. (9마, 마′)은 광고에서 ‘숙식/교통
비를 제공한다’라는 약속을 표현하는 것인데 중국어에서는 동사구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숙식/교통비를 제공합니다.’와 같은 동사적 표현 외에 (9
마)와 같은 서술성 명사가 구성하는 명사구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9)를 통해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에 언약행위를 수반하는
예들의 사용 양상을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즉 이와 텍스트적 등
가인 중국어의 표현과 대조를 하였다. (9)와 같은 움직임(상태)을 나타내는 상황에
서 중국어는 대부분 무표적인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명사적 표현도 활발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소형발화는 주로 ‘-기’ 명
사형과 명사구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3.2.4. 표현

표현행위는 기쁨, 슬픔, 좋아함, 싫어함 등과 같이 화자의 심리적 태도나 상태를
표현하는 화행 종류이다. 전형적인 경우로는 사과하기, 비난하기, 축하하기, 칭찬하
기, 감사하기 등이 있다(Yang Huang 2006, 이해윤 역 2009: 134).
운동하기’와 텍스트적 등가의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每天运动’을 ‘시간부사(每天)+동사
(运动)’로 해석할 때에만 ‘매일 운동하기’와 대응되는 표현이 된다.

- 71 -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에 표현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0)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표현
가. 홍~길~동! 홍~길~동! (구호)
나. 아휴 징그러운 것!
다. 좋은 아침!/굿 밤! (인사말)
라. 끝내주는 맛! (광고)

(10가)는 명사, (10나)는 의존명사 ‘것’, (10다, 라)는 명사구가 하나로 구성되는 소
형발화로 이들은 모두 표현행위를 수반한다. (10)의 예들은 모두 움직임(상태)을
나타내는 상황인데 명사(형)가 사용되는 것은 유표적이다. 물론 이때 동사적 표현인
‘홍길동, (노래) 불러라!’, ‘아휴 징그러워!’, ‘좋은 아침입니다!’ ‘끝내주는 맛이다!’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의 쓰임을 대조해 보자. 먼저 구호와 인사말의 대조 양상이
다.

(11) 한국어와 중국어 표현행위를 나타내는 소형발화의 대조
가. 좋은 아침! (인사말)
가.′ 早上아침好좋다！
(lit. 아침이 좋다!)
(c.f. *好的좋은早上아침！)
나. 굿 밤! (인사말)
나′. 晚밤安편안하다!
(lit. 밤이 편안하다!)
(c.f. *好的좋은晚上밤!)
다. 대한민국 파이팅!/한국, 이겨라! (응원 구호)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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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中国(队)중국(팀)加油힘내다!
(lit. 중국(팀) 힘내라!)
加油힘내다!
*

中国(队)중국(팀)!

라. 홍~길~동 (노래) 불~러~라~! (구호)
홍~길~동! 홍~길~동~!
(노래) 불~러~라! (노래) 불~러~라!
라′. 张三장삼(사람

이름)，来해주다一한首곡！

来해주다一한首곡！来一首！
(lit. 한 곡 해요!)
*

张三장삼(사람

이름)!

张三!

(11가, 나)는 인사말에서, (11다, 라)는 구호에서 쓰이는 소형발화이다. 영어의
‘Good morning’과 ‘Good night’은 한국어에서 수용할 때 (11가, 나)와 같이 명사적
표현을 그대로 수용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好的좋은早上아침(좋은 아침)’과 같은
명사(구)만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명사 뒤에 서술어 ‘好(좋다)’와 ‘安(편안하다)’
이 쓰인 동사구 형태로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는 명사(형) 하나로 문장을 구
성하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가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다, 다′)은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한ㆍ중 응원구호이다. 한국어에서는 ‘한국, 이
겨라!’처럼의 동사적 표현의 응원구호도 쓰이지만 ‘대~한~민~국!’처럼의 명사적 표
현도 가능하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中国队중국加油힘내다(중국팀 힘내라)!’를 쓰거나
‘加油(힘내라)!’라는 동사적 표현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사 ‘中国
(중국)!’이나 명사구 ‘中国队(중국팀)!’는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다. (11라, 라′)은
모임에서 어떤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구호이다. 한국어에서
는 동사적 표현인 ‘홍~길~동 (노래) 불~러~라~!’ 혹은 ‘(노래) 불~러~라~’와 인
명만 사용하는 ‘홍~길~동!’이 모두 가능하다. 같은 상황의 중국어 구호는 인명만을
구호로 사용할 수가 없다. 대신 인명을 생략하여 동사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은 ‘끝내주는 맛!’처럼 감탄을 나타내는 소형문의 한ㆍ중 대조 양상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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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어와 중국어 감탄을 나타내는 소형발화의 대조
가. 역시 김연아!
가′. 果然역시是이다金妍儿김연아！
(lit. 역시 김연아이다!)
*

果然역시金妍儿김연아！

나. 복 터진 년!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나′. 你너也도太아주有있다福气복了문장

종결!

(lit. 너는 참 복이 있군요!)
?

有있다福气복的의人사람！
(lit. 복 있는 사람!)

다. 끝내주는 맛!
다′. 味道맛好좋다极아주了문장종결！(Nestle 커피 중국어 광고문)
(lit. 맛이 너무 좋다!)
好좋다味道맛！
(lit. 좋은 맛!)
라. 어휴 징그러운 것!
라′. 真정말恶心/肉麻징그럽다!
(lit. 정말 징그러워!)
*

恶心/肉麻징그럽다的의人사람/话말!
(lit. 징그러운 사람/징그러운 말!)

(12가, 나, 다)처럼 명사구만으로 구성되는 감탄문을 한국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감탄형 종결 어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감탄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63) 구어에서 순간적으로 ‘감탄’을 표출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보다는 생략이
63) 노대규(1997)에서 한국어의 감탄문을 크게 ‘순수 감탄문’과 ‘의사 감탄문’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누었다. 순수 감탄문은 감탄법 문장 종결 접미형태가 나타나는 문장이나 감탄 보
문이 들어 있는 문장이다. 예: 날씨가 참 좋구나! 여기가 선생님 댁이군요! 의사 감탄문
은 감탄적 비분절 음운이 얹힌 서술법 문장 종결 접미형태가 나타나는 문장이나, 감탄적
비분절 음운이 덧붙은 정도 부사와 질문법 문장 종결 접미형태가 나타나는 문장이다. 예:
드디어 해방이다! 그렇게 값이 싸냐! (노대규1997: 24-27)
여기서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감탄문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감탄적 비분절 음운을 통해서 감탄 효과를 나타내는 ‘의사 감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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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형이 일어난 감탄문이 더 쉽게 발견된다.64) (12가, 가′)과 (12나, 나′)의 상황
에서 한국어는 ‘역시 김연아네!’, ‘복 터진다, 복 터져!’ 등의 동사적 표현의 감탄문
도 사용할 수 있고, 예문에서 보인 바와 같이 명사구만으로 구성되는 감탄문도 사용
할 수 있다. 해당 상황에서 중국어는 동사구를 사용해야 한다. (12가′)에서 동사 ‘是
(이다)’가 생략되면 비문이고 (12나′)에서 동사 ‘有(있다)’가 생략된 ‘有있다福气복的의
人사람(복이 있는 사람)!’는 비문까지는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표
현이다.65)
또한 (12다)의 ‘끝내주는 맛!’은 광고나 어떤 음식을 칭찬하는 볼로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인데 ‘끝내주는 맛이야!’와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해당 상황
의 중국어는 동사적 표현인 ‘味道맛好좋다极아주了문장

종결

(맛이 너무 좋다)！’와 명사적

표현인 ‘好좋다味道맛(좋은 맛)!’ 모두 가능하다.66) 본고에서는 (12다, 다′)과 같은 한
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유표적인 명사적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를 나타내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 단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에서
본 많은 예와 같이, 한국어의 명사가 움직임(상태)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하나
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명사만으로는 문장을 구
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중국어의 명
사적 표현보다 더 강한 문장구성력을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12라)는 의존명사 ‘것’으로 종결되는 감탄문이다. 이때 물론 ‘어휴 징그러워!’라
고 표현할 수도 있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로 할 때 형용사구 ‘真정말恶心/肉麻징그럽
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감탄문은 특정한 경우에 감탄법 종
결어미를 가진 형태나 완전한 문장보다 더 충분한 감탄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고 이를
‘의사 감탄문’으로 볼 수 있다.
64) 이에 대해서 정선주(2006: 123)에서 현대 한국어에서 실제로 쓰이는 감탄 표현들이 감
탄형 종결어미의 의미ㆍ용법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며, 또 종결어미와 결합되어 항상 완전
한 문장 형식을 갖춘 것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라고 조사한 바가 있다. 정선주(2006:
123 주184)에서 실제 구어체 발화된 512개의 감탄 표현을 조사한 결과 약 35% 정도만
전형적 감탄형 종결어미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65) 그래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방송될 때 달려 있는 중국어 자막에서는
‘有있다福气복的의人사람(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你너也도太아주有있다福气복了문장 종결(너는
참 복이 있군요!)’로 번역되었다.
66) 그러나 ‘好좋다味道맛(좋은 맛)!’는 ‘味道맛好좋다极아주了문장종결(맛이 너무 좋다)！’보다는 어
감 상 감탄의 정도가 덜 하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味道맛好좋다极아주了문장종결
(맛이 너무 좋다)！’를 광고문으로 사용하는 식품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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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말

징그러워)!’만 감탄문을 구성할 수 있다. 명사구 ‘*恶心/肉麻징그럽다的의人사람/

话말(징그러운 것)!’은 해당 상황의 감탄문을 이룰 수가 없다.
(12)의 예를 통해서는 표현행위를 수반하는 한국어 명사(형) 종결 소형발화의 사
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 주로 명사와 명사구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즉 이와 텍스트적 등가인 중국어의 표현과 대조를 하였
다. (12)와 같이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상태)을 나타내는 상황에 유표적
으로 쓰일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이 불가능하다. 물론 (12
다, 다′)과 같은 예외도 간혹 존재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많은 예들과 비교했을 때
예외인 경우는 아주 드물다.

3.2.5. 선언

선언행위는 현 사태 일부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는 화행 종류이다. 전형적인 경우
로는 브리지 게임에서 잡을 패를 선언하기, 전쟁 선포하기, 제명하기, 해고하기, 후
보 지명하기 등이 있다(Yang Huang 2006, 이해윤 역 2009: 134).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에 선언행위를 수반하는 것에는 아
래와 같은 예들이 있다.

(13)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선언
가. 합격/불합격 (시험 결과 발표)
나. 문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학위증)
위 사람은 ○○에서 다음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수여함. (상장)
이 사람은 ○○므로 이 상장을 줌. (상장)

명사(형)로 종결되는 ‘선언’을 나타내는 소형발화는 주로 (13가)처럼 서술성 명사로
나타나거나 (13나)처럼 ‘-음’ 명사형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모두 움직임(상태)을 나
타내는 상황에서 명사(형)가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의 쓰임을 대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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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어와 중국어 선언행위를 나타내는 소형발화의 대조
가. 합격
가′. 合格합격하다/成绩성적合格합격하다
(lit. 합격합니다./성적이 합격합니다.)
나. 문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나′. …授予수여하다文学문학 硕士学位석사

학위。

(lit. 문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다. 이 사람은 ○○므로 이 상장을 줌.
다′. 该이同学학생被피동표지评为선정하다○○, 特특별히发발급하다此이证상장，以兹鼓励격려하다。
(lit. 이 학생은 ○○로 선정되므로 이 상장을 발급하여 격려합니다.)

(14가, 가′)은 시험 결과를 알리는 소형문이다. 한국어로 보통 ‘합격/불합격’의 서술
성 명사를 사용한다. 같은 상황의 중국어는 ‘合格(합격)/不合格(불합격)’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보다 ‘合格(합격)’ 앞에 주어를 추가해서 ‘成绩성적合格합격하다(성적이 합
격합니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67) (14나, 나′), (14다, 다′)은 학위증과
상장에서 자주 쓰이는 문구이다. 이때 중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지만 한국
어에서는 ‘문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이 상을 드립니다.’와 같은 동사적 표현
뿐만 아니라 ‘-음’ 명사형으로 종결되는 명사적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14)의 예를 통해서는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중에 선언행위
를 수반하는 것의 사용 양상을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즉 이와
텍스트적 등가인 중국어의 표현과 대조를 하였다. (14)와 같은 움직임(상태)을 나
타내는 상황에서 중국어는 대부분 무표적인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어
에서는 동사적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명사적 표현도 활발
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때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소형발화는 주로
서술성 명사와 ‘-음’ 명사형으로 나타난다.

67) 그렇기 때문에 ‘合格/不合格’도 동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合格’은 ‘成绩
성적合格합격하다(성적이 합격합니다)’과 이 상황에서 대치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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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명사/명사형 종결 제목

3.2.에서는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를 발화수반행위에 따라 유
형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예문들과 텍스트적 등가인 중국어의 표현도 대조
해 보았다. 한국어에서 명사(형)가 하나로 문장을 구성해서 움직임(상태)의 의미 영
역에 쓰일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중국어는 명사(구)가 하나인 문장을 구성
할 수가 없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이 중국어 명사보다 강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이 더 강하다는 것은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중국어의 명사적 표현보다 현저도가 높기 때문이다. 3.3.에서는 두 언어에서
명사(형) 하나로 구성되는 제목의 양상을 볼 것이다.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든 제목이든 모두 생략에 의하여 명사(형)가 하나
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굳이 따로 논의하는 이유는 제목에서 일어나
는 생략과 소형발화에서 일어나는 생락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제목은 간결
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사나 어미 등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략된 성분
은 대부분 문장 구조에 따라 쉽게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발화에서 생략되는
성분은 앞의 문맥이나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발화 상황이나 발화자 머릿속에 있는
정보 등인 경우가 많다. 장소원(1994: 268)에서는 소형발화에서 일어나는 ‘담화 상
황에서 지각 가능한 요소나 의식 속의 사실을 생략하는 생략’은 ‘비언어적 상황 생
략’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소형발화과 일반 생략문을 구별하는 특성으로 파악하였
다.
한국어 제목의 몇 가지 예를 보자.

(15) 명사(형)로 종결되는 제목: 일반명사
가. 잃어버린 여행 가방 (박완서)
나. 표준국어문법론 (고영근ㆍ남기심)
다. 1석 차이로 새누리 제2당 (중앙일보 2016.04.15.)
라. 미국의 국채 신뢰 흔들기, 세계금융 위해 있어선 안 될 일
(중앙일보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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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명사(형)로 종결되는 제목: 서술성 명사
가. 미국, 전승식에 박 대통령 대신 김장수 참석 권유 (중앙일보 2015.08.11.)
나. 미 연준, 예상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중앙일보 2017.03.16.)

(17) 명사(형)로 종결되는 제목: 의존명사 ‘것’
가.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 ‘드라마 결말? 전작 같은 실수는 안 할 것’
(중앙일보 2016.04.13.)
나. 삼성 ‘병원 부분 폐쇄해도 이건희 회장 자택이동 안 할 것’
(중앙일보 2015.06.14.)

(18) 동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제목
가. 나에게 고맙다 (전승환)
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김창옥)
다. 버거킹, 파파이스 인수 협상…한 가족 되나 (중앙일보 2017.02.21)

위의 예문은 신문ㆍ학술지ㆍ소설ㆍ산문에서 수집한 제목들이다. (15), (16), (17)은
명사(형)로 종결되는 제목이고 (18)은 동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제목이다. 또한 명
사의 문법적 성격에 따라 (15), (16), (17)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5)는 일반 명사로 끝나는 제목이다. (15가, 나)의 명사적 표현은 어떤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15다, 라)의 명사적 표현은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전자는 명
사적 표현의 무표적인 쓰임이고, 후자는 명사적 표현의 유표적 쓰임이다. 앞에서 소
형발화를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15다, 라)와 같은 명사적 표현의 유표
적 쓰임에 주목할 것이다.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명사적 표현은 명사가 자신이 담당
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 다른 의미 영역에 쓰이는 확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2
당이 되다’의 ‘되다’와 ‘안 될 일이다’의 ‘이다’가 생략되어 명사구 하나로 제목을 이
루었다.
(16)은 서술성 명사를 사용하는 신문 제목이다. 이때 서술성 명사와 공기하는 ‘하다’, ‘-되다’ 등이 생략되었다. 독자들은 제목을 읽을 때 ‘박 대통령 대신 김장수
참석을 권유’를 ‘박 대통령 대신 김장수 참석을 권유했다’와 같이 쉽게 문장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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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신문 제목에서는 이러한 서술성 명사로
이루어진 제목들이 많이 나타난다.
(17)은 의존명사 ‘것’이 이루는 제목이다. 이는 인용문으로 끝나는 제목에서 많이
나타난다.
몰론 (18)의 ‘나에게 고맙다(전승환)’처럼 동사구로 이루어진 제목도 존재한다.
2016년 한국에서 분야 종합 베스트셀러 가운데 상위 10권 중에 명사구 제목을 사
용하는 책이 8권, 동사구 제목을 사용하는 책이 2권이다. 제목에서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ㆍ중국어ㆍ영어의 자료를
대조해 볼 것이다. 한국ㆍ중국ㆍ미국에서 2016년 분야 종합 베스트셀러 중에 상위
10권의 책 제목을 아래와 같이 수집하였다.68)

<표 4> 중국ㆍ한국ㆍ미국에서 2016년 분야 종합 베스트셀러
중국
自在자유롭게独혼자行다니다
天才천재在에 있다左왼쪽，疯子광인
在에 있다右오른쪽
好좋다吗의문어미好좋다的서술어미
从에서你너 的의全전부世界세계路过

한국

미국

채식주의자

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Strengths Finder 2.0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First 100 Words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Oh, The Places You'll Go

나에게 고맙다
자존감 수업

Diary of a Wimpy Kid
When Breath Becomes Air

종의 기원

Giraffes Can't Dance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풀꽃도 꽃이다

The 5 Love Languages
The Whole 30
A Man Called Ove

지나가다

我们우리仨셋이
三体고유명사(외계인의 이름)
你너心마음柔软부드럽다，却그러나有
있다力量힘

那么그렇게慢느리다那么그렇게美예쁘다
苏东坡송동파传전
平凡평범한的수식 표지世界세상

위 <표 4>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것은 명사적 표현을 사용한 제목이고 음영이 없는
68) 한국어 책 베스트셀러의 리스트는 교보문고의 통계를 인용하였다. 중국어 책은 Amazon
중국의 통계를 인용하고, 미국에서 출판한 책은 Amazon의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해당
사이트의 링크는 참고문헌에서 제시한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경우는 번역 책이 많
아, 번역의 과정에서 출발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번역 책들을 제외
한 책 중에 앞선 10권씩을 수집하였다. 부제가 달려 있는 경우는 주 제목만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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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동사적 표현을 사용한 제목이다. 10개 제목 중 절반 이상에 동사적 표현이 사
용된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영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의 책 제목에 명
사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에서 같은 기사의 한국어와 중국어 제목을 비교해 보자.

(19) 한ㆍ중 제목의 대조
가. 미국, 전승식에 박 대통령 대신 김장수 참석 권유 (중앙일보 2015.08.11)
가′. 美国미국建议건의하다金章洙김장수代替대신하다朴槿惠总统박

대통령参加참석하다中国중국阅

兵仪式전승식
(lit. 미국은 박 대통령 대신 김장수가 전승식에 참석을 권유했다.)
나. 1석 차이로 새누리 제2당 (중앙일보 2016.04.15)
나′. 一席之差일석

차이로新国家党새누리당沦为되다第二党제2당

(lit. 1석 차이로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되었다)
다.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 ‘드라마 결말? 전작 같은 실수는 안 할 것’
(중앙일보 2016.04.13.)
다′. 《太阳的后裔》编剧: 结局결말不지

않다会미래시제再다시犯저지르다之前的失误전의

실수了문장 종결

(lit. 결말에 전작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19가~라)의 예들은 모두 『중앙일보』에서 수집한 신문 제목으로, 중국어 제목은
『중앙일보』 온라인 중국어판에 실린 같은 기사에 대한 보도문 제목이다. (19가)
의 ‘미국, 전승식에 박 대통령 대신 김장수 참석 권유’는 ‘미국, 전승식에 박 대통령
대신 김장수 참석 권유했다’에서 ‘-하다’가 생략되어 명사구 하나로 제목을 구성한
것이다. 반면에 같은 기사의 중국어 제목은 동사구를 사용하였다. (19나)는 ‘1석 차
이로 새누리 제2당이 되었다’에서 ‘되다’가 생략되어 명사구가 구성하는 제목이 쓰
인 반면에 중국어 제목에서는 동사 ‘沦为’(되다)가 명시되었다.
김은애(2008: 112)에서는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더 명사를 선호하는 예의 하나로
‘동사의 명시화(明示化) 현상’을 다룬 바가 있다. 일본어에서는 ‘めがねの子(안경의
애)’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반드시 ‘안경을 낀 애’라고 동사가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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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하였다.69) (19가)와 (19나)의 예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다. 같은 상황
에서 중국어는 반드시 명시된 동사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어는 동사를 생략하고 명
사구만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의 명사가 중국어의 명사보다 더 강
한 문장구성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다)는 의존명사 ‘것’으로 종결되는 제
목이다. 한국어에서는 ‘-ㄹ 것’의 명사구 보문구성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하
나로 제목을 구성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 번역문에서는 동사 ‘犯’(저지르다) 앞에
미래시제 표지 ‘会’(will)를 사용하고 있다.

3.4. 소결

명사(구)의 현저도가 높을수록, 그것이 홀로 문장을 이루는 힘이 더 강하다. 언어
목록유형론에서 이를 ‘문장구성력’이라 한다. 언어목록유형론의 기존 논의에서는 주
로 명사와 명사구의 문장구성력을 다루었다. 그렇지만 한국어에서 의존적으로 존재
하는 명사적인 문법 형태가 많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구 외에 명사형, 명사구 보문구
성 등이 홀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제3장은 한국어에서 명
사, 대명사, 명사형, 명사구, 명사구 보문구성을 포함하는 ‘명사(형)’가 홀로 문장을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제2장 기본논의에서 다루었던 한국어 명사적 표
현의 첫 번째 유형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에서 일반 명사, 대명사, 서술성 명사, 명사형, 명사구, 명사구
보문 구성 등이 홀로 구성되는 문장은 주로 ‘소형발화’와 제목에서 그 쓰임을 찾을
수 있다. 3.2.에서는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의 양상을 발화수반행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유형에서 주로 쓰이는 형태는 아래
와 같은 <표 5>로 정리할 수 있다.

69) ‘동사의 명시화 현상’은 ‘일본어의 비명시적 요소를 포함하는 명사적 표현을 한국어가
언어화하고자 함으로써 야기되는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을 가리킨다. 예컨대 일본어의 ‘め
がねの子(안경의 애)’와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안경을 낀 애’이다(김은애 200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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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명사(형)로 종결되는 소형발화
발화수반행위
진술(Representative)

지시(Directive)

언약(Commissive)
표현(Expressive)
선언(Declarations)

주로 쓰이는 형태
서술성 명사

휴업

예

‘-음’ 명사형

○○○드림

명사구

회의 중

(대)명사
서술성 명사

저기

‘-음’, ‘-기’ 명사형

오른쪽 걷기/직원 구함

의존명사 ‘것’

기말보고서를 제출할 것

명사구

발빠짐 주의!

‘-기’ 명사형

매일 운동하기

명사구
일반 명사

엔진오일 무상 교체!

명사구

좋은 아침!

서술성 명사

합격

‘-음’ 명사형

문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양보/정숙

홍~길~동!

그리고 한국어와 텍스트적 등가인 중국어 표현도 같이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움
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한국어는 동사적 표현뿐만 아니라 명사, 명사
형, 또는 명사구 하나로 구성되는 문장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중국어에서 대
부분의 경우에는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고 명사(구)만으로는 문장을 구성하기가 어
렵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이 중국어의 명사(구)보다 더 강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에서는 한국어에서 명사(형)로 종결되는 제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쓰이는 중국어 제목이 보이는 양상과 대조를 하였다. 한국어에서 움직
임(상태)을 나타내는 명사적 표현의 문장 제목들은 중국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 동
사가 추가되거나 명시화되어야 하고 명사(구)만으로는 문장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이 중국어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명사(형)가 홀로 문장을 구성해서 움직임이나 상태(성질)의 의미를 나타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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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특히 교착어인 한국어에서는 명사적 표현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
되어 쓰이더라도 ‘이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장에서 다룬 한국어
의 용례들이 모두 명사(형) 홀로 구성되는 문장이지만, 이 중에서 명사형 종결어미
로 끝나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이 대부분 생략과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예
컨대 ‘휴업’, ‘출발!’, ‘발빠짐 주의’는 ‘휴업합니다.’, ‘출발해!’, ‘발빠짐을 주의하세요.’
등에서 ‘-하다’가 생략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회의 중’, ‘좋은 아침’ 등
은 ‘회의 중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다’와 ‘이다’ 외에 실질 동사가 생략됐다고 짐작할 수 있는 ‘2만 원 이
상 구매 시 ○○ 3000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들을 흔히 ‘소형발화’로 불려
온 것들이고 아래 두 가지 면에서 다음 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나는 언어학(을 전
공하고), 동생은 철학을 전공한다.’와 같은 생략문과 구별이 된다.
첫째, 장소원(1994: 266)에서 지적하듯이, 소형발화는 소형구조 자체로의 쓰임이
굳어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불구해 보려는 시도가 불필요하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다. 예컨대 강의실 밖의 복도에 ‘정숙’이라고 붙인 것은 ‘정숙해 주세요.’ 혹은 ‘정숙
함을 유지해 주세요.’처럼 복구할 수 있지만, 확실히 어떤 표현에서 생략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가 없고, 그러려고 하는 시도도 무의미하다. ‘아휴 징그러운 것!’도 굳이
생략된 성분을 복구하려면 ‘아휴 징그러운 것이다!’정도 될 텐데 복구된 표현이 일
상생활에서 잘 쓰이지도 않기 때문에 과연 이 문장이 ‘아휴 징그러운 것이다!’에서
‘이다’가 생략된 것이라 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출발!’, ‘집합!’과 같은 구
령은 ‘출발해!’, ‘집합해!’에서 ‘-하다’가 생략된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
서 이를 굳이 복구해서 이해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다. ‘우측보행’도 마찬가지다.
이는 ‘우측보행을 하세요!’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우측보행을 하세요!’에서 ‘하다’가
생략된 것이라기보다는 ‘우측보행’ 자체가 굳어진 표현으로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은
더 타당하다.
둘째, 생략은 보통 언어 사용의 경제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제3장
에서 다루었던 소형발화들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 외에, 특별한 화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상품 홍보 문구에서 ‘2만 원 이상 구매 시 ○○
3000원!’, ‘따뜻한 5월에 쏟아지는 꿀혜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2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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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 3000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따뜻한 5월에 쏟아지는 꿀혜택을 소개
합니다!’보다 더 경제적인 표현 때문일 뿐만 아니라, 전자가 후자보다 홍보력이 더
강하다는 이유도 있다. 또한 환경보호의 표어인 ‘푸른 산, 푸른 강’은 ‘푸른 산, 푸른
강을 보호해라!’보다는 함축성이 느껴지면서 좀 단호한 느낌이 들 수 있다. 반면에
‘나는 언어학(을 전공하고), 동생은 철학을 전공한다.’와 같은 생략문은 생략 성분이
복구되는 문장과 ‘간결성’ 외에 다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3장에서 다루었던 소형발화는 생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문
맥이나 발화 상황에 의하여 생략된 성분을 복구할 수 있는’ 생략문과는 다르다. 생
략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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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 대조

제3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명사(형) 하나로 문장을 구성하는 명사적 표현을 다루었
다.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은 중국어의 명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한ㆍ중
대조의 예들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명사+동사’구조에서 동사가 앞뒤
문맥이나 발화 상황에 의하여 생략되는 명사적 표현을 다룰 것이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가 높을수록 동사(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아진다. 한ㆍ중
대조의 자료에서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생략되지만 해당 중국어에서는 동사가 명시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동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동사의 생략이
불가능한 현상들을 생략의 유형별로 제시할 것이다.

4.1. 생략의 범위 및 유형
4.1.1. 생략의 범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생략’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서 본고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명희(1996: 130)에서 생략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하나는 문장의 기본 구조를 가정하고 회복 가능성을 기
준으로 하여 기본 문형에서 어떤 성분이 없으면 생략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생략문에서 어떤 요소의 생략을 가정할 수만 있으면 생략이라고 보는 입장
이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문장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
자의 입장에서는 가정된 생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
적하였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을 택한 까닭은, 한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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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해서 생략 현상을 관찰할 때에는 기본 구조를 가정할 수 있겠지만 두 언
어의 생략 현상을 대조할 때는 어떤 것이 기본 구조인지를 가정할 수가 없기 때문
이다.
제2장에서 설명했듯이 언어들의 목록과 현저성 범주의 차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 사용자가 어떤 의미(개념)를 선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택시에 손님이 탑승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상황에서 한국어에서는 ‘택시가
빈 것이다’라는 의미(개념)를 표현하는 ‘빈차’를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空빈车차’
외에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개념)를 표현하는 ‘待기다리다运운송하다’도 가능하
다. 즉, 같은 발화 상황에서 화자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같더라도 다른 언어
의 사용자들이 언어화하려고 하는 의미(개념)는 다를 수가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의미적 등가’의 표현은 아니지만 ‘텍스트적 등가’의 표현들이다. 여러 언어를 대조할
때 의미적 등가인 표현보다는 텍스트적 등가인 표현들이 같은 상황에 쓰이는 경우
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 대조하려고 하는 한ㆍ중 표현의 짝들은 모두 같은 언어 상황에서 사용
되는, 텍스트적 등가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생략됐는지는 두 언어가 공
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생략에 대한 두 번째 접근 입장, 즉 생략문에서 어떤 요소의 생략을 가정할 수 있다
고 판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략’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
에서는 아래 (1)과 같은 소형발화의 경우를 생략 현상에 제외하고 전통적으로 생략
현상에 다루어져 온 (2)와 같은 예와 아울러, (3)과 같은 동사의 비명시화 현상도
생략으로 간주할 것이다.

(1) 가. 시원하다. (양명희 1996: 130의 예문 재인용)
나. 아이 좋아라.
다. 불이야!

(2) 가. 나는 언어학을 (전공하고), 여동생은 철학을 전공한다.
나. - 아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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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가) 조금 전에 (집에 들어왔어).
다. (넌) 밥 먹었어?

(3) 가. 충격이나 외상을 각별히 주의하시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충격이나 외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오.
나. 정면 승부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나′. 정면 승부로 겨루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앞서 어떤 요소의 생략을 가정할 수 있다고 판정되는 문장은 생략문으로 본다고 하
였는데, 여기서 ‘생략문에서 어떤 요소의 생략을 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의미적으로 생략으로 가정되는 요소가 해당 언어 상황
에서 언어 사용자가 포착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생략으로 가정
되는 요소를 복원하면 비생략문이 문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측면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만 생략으로 볼 것이다. 이에 따라 (1가, 나)에서
처럼 생략된 요소를 복원된 비생략문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이지 않은 것들
과, (1다)에서처럼 생략된 부분이 복원하기가 어려운 예들은 기존 연구에서 학자마
다 생략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생략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양명희(1996)과 같은 입장을 취해서 이들을 생략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양명희
(1996: 130)에서는 (1가, 나)와 같은 예문에서 주어 ‘나’가 분명히 생략되었지만
‘나’를 복원하면 문장이 어색하고 이는 엄격한 회복 가능성으로 한다면 생략문이라
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비생략문이 비문이라면 비생략문이 발화할 수 없으
니 엄격히 무엇이 생략되어 발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1다)처럼 종
래 ‘소형발화’로 불려왔던 문장들은 생략도 아니고 삭제도 아닌 것으로 보는 입장이
었다.
(2가)는 후행절의 서술어에 의하여 선행절의 서술어가 생략되는 것이고 한 문장
안에서 일어나는 생략이다. (2나)의 대답하는 말에서 앞의 질문에서 나타났던 ‘아빠
가’, ‘집에 들어왔다’ 등 성분들이 생략되었고 이는 문장 차원을 넘어 대화에서 일어
나는 생략이다. (2다)에서 생략된 ‘너’는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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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현장의 상황에 의하여 생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생략 현상에 대
한 논의에서 주로 다루어진 유형들이다.
(3)과 같은 예문은 기존의 생략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현
대 한국어 화자에게 밑줄로 표시된 복원 성분들이 결여됐다는 것은 잘 느껴지지도
않고 복원된 문장이 오히려 잉여적이거나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생략 현상은 화자가 특정한 발화 상황에서 전달하고자 하
는 ‘완전한 의미(개념)’를 전제로 해서 다루어져 왔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복원될
수 있는 생략이든 발화 환경을 통해서 복원될 수 있는 생략이든 모두 해당 상황에
서 언어 사용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완전한 의미(개념)’에 존재하는 정보이다. 그러
나 여러 언어의 대조 연구를 할 때에는 ‘완전한 의미(개념)’를 전제하기가 어렵다.
같은 발화 상황이더라도 다른 언어의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의미(개념)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언어 행동의 두 단계

위의 <그림 6>에서 확인되듯이, 특정한 언어 상황에서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
미는 해당 상황에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니다. 발화할 때 우선 화자가 구체적인 상황
에서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의미/개념)를 선택한다. 이때 어떤 정보가 선택
되는지는 화자의 개인적인 취향의 영향도 받지만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목록과
현저성 범주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은 제2장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그 다음 단계에
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개념)를 다시 자신의 언어 목록에 있는 수단 중에
적합한 것을 골라 언어로 도출해 낸다. 즉, 언어를 도출하려면 ‘의미/개념의 선택 단
계’ 와 ‘언어화 단계’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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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생략 현상을 다룰 때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완전한 의
미(개념)’라고 전제하여 ‘언어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생략 현상에 주목해 왔다. 그렇
지만 한 언어에서 화자에게 포착되는 개념이 다른 언어에서는 ‘언어화 단계’에 들어
가기 전의 ‘의미/개념 선택 단계’에서 화자에게 포착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
우는 ‘언어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생략과 구별하여 본고에서는 ‘비명시화 현상’이라
고 칭한다. (3)과 같은 문장들은 ‘의미/개념 선택 단계’에서 동사의 비명시화를 겪고
‘언어화 단계’에서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무 생략 없이 완전히 드러나
는 문장들이다. 이러한 경우, 원어민 화자에게는 형식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어느
부분이 결여됐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수가 있지만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2언어 학습자에게는 비명시화된 동사의 결여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3가′)의 ‘받지 않도록’과 (3나′)의 ‘겨루어서’는 발화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찾을 수가 있으며 복원된 비생략문도 문법에 맞고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했던 생략의 판정 기준의 두 가지 측면에 모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3)과 같은 동사의 비명시화 현상도 생략 현상
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의미의 선택 단계’에서 어떤 요소들이 비명시화 처리되었는지는 해당 언어의 현
저성 범주와 관련이 있다. 현저성 범주가 담당하는 의미는 그렇지 않은 의미보다 더
쉽게 포착되며 화자에게 비명시화 처리를 당할 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현저성이 낮
을수록 ‘의미의 선택 단계’에서 비명시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비명시화 현상은 한
언어만 대상으로 해서 생략 현상을 관찰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들어나는 현상은 아
니다. 그만큼 한국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략 현상을 연구할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언어를 대조할 때는 한 언어에서 비명시화
처리된 요소가 다른 언어에서 명시화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할 때 (3)과 같이 동사가 비명시화 처리되는
현상과, 기존 연구에서 생략 현상으로 다루었던 서술어의 생략을 아울러 살펴볼 것
이다. 전자는 ‘의미/개념 선택 단계’에서 일어나는 생략이고 후자는 ‘언어화 단계’에
서 일어나는 생략이다.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든 모두 해당 언어가 동사의 결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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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허용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4.1.2. 생략의 유형
생략의 유형에 대해서는, 기본 논의를 보면 대부분 생략되는 요소가 앞의 문맥에
있는지, 아니면 언어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언어적)문맥 생략’과 ‘(비언어적)상황
생략’으로 크게 양분해서 다룬다(김일웅 1985, 양명희 1996 등). 앞에서 본 (2가)
의 ‘나는 언어학, 여동생은 철학을 전공한다.’에서 후행 절의 동사 ‘전공하다’에 의하
여 선행 절에서 동사가 생략된 것은 문맥 생략이다. 또한 길을 가다가 만난 친구에
게 (2다)에서처럼 ‘밥 먹었어?’라고 말할 때 주어인 상대방을 가리키는 ‘너’를 생략
하는 것은 상황 생략이다.
(언어적) 문맥 생략은 한 문장 안에서 일어나는 생략 현상과 문장의 범위를 넘어
담화에서 일어나는 생략으로 구분해 다루어져 왔다. (2가)의 ‘나는 언어학, 여동생
은 철학을 전공한다.’는 한 문장 안에서 일어나는 문맥 생략이고 (2나)의 대답에서
생략되는 ‘아빠가’, ‘집에 들어왔어’는 문장을 넘어 담화에서 일어나는 생략이다.
(비언어적) 상황 생략은 선행 연구에서 다시 ‘현장 생략’과 ‘개념 생략’으로 양분
해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현장 생략’과 ‘개념 생략’의 구별 기준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김일웅(1986), 양명희(1996)에서는 생략되는 요소가 현장에 있느냐를 기준으
로 해서 생략되는 요소가 현장 또한 문맥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은 ‘현장 생략’이
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의식 속의 사실을 생략하는 ‘개념 생략’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심인섭(1985), 윤평현(2001)은 상황 생략에서는 무엇을 생략했는지를 명화하
게 언어화해서 밝히기 어려운 생략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생략되는 요소가
개념적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를 밝히기 어려운 것만 ‘개념 생략’이라
보았다.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생략’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다른 곳에서 비롯한다.
양명희(1996)에서는 (1)의 ‘시원하다.’, ‘아이 좋아라.’, ‘불이야!’와 같은 소형발화는
엄격한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생략문에 제외하는 반면에 윤평현(2001)에서
는 (1)과 같은 소형발화도 생략의 한 종류로 보는 입장이었다.
아래 (4)와 (5)는 각각 양명희(1996)에서 현장 생략과 개념 생략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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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생략 (양명희 1996: 136, 21번 예문 재인용)
가: ø 미국에 간다.
나: ø 언제 미국에 가니?

(5) 개념 생략 (양명희 1996: 137, 25번 예문 재인용)
가: ø 가져왔어?
나: 아니, ø 못 가져왔어.

양명희(1996)에서는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 생략과 개념 생략
을 구별한 셈인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그것은 ‘개념 생략’이라 본 것이다. 개
념 생략은 현장에서도 찾을 수 없고 언어적 문맥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두 문장을 선행 상황이나 문맥에서 떨어뜨려 놓아서일 뿐으로, 이미 이전에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나 현장 목격에 의하여 생략 요소가 의식 속에 사실로 개념이 형성
되었다고 하였다(양명희 1996: 137).70) 즉, 개념 생략은 발화에 훨씬 앞서 이는 것
으로, 언어 사용자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사실을 생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5)에서처럼 ‘오래 전의 사실’뿐만 아니라, (3가, 나)와 같은 동사의 비
명시화 현상도 개념 생략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3가′)의 ‘받지 않도록’와 (3나′)의
‘겨루어서’는 ‘오래 전의 사실’이 아니지만 언어 현장에서 존재하지 않고, 언어 사용
자 의식 속에 존재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동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동사의 생략이
불가능한 현상들을 생략의 유형별로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가 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가 중국어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4.2.에서는 ‘(언
어적)문맥 생략’의 경우를 다루고, 4.3.에서는 ‘(비언어적)상황 생략’의 경우를 다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에서는 서술어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서

70) 윤평현(2001: 11)은 ‘생략 대상이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현장 생략과 개념
생략을 구별하는 것은 이 두 생략을 별개의 것으로 설정할 만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
다. 우리는 한 현장을 떠나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서도 쉽게 이전 현장으로 의식을 되돌려
말하기도 하고, 화자 자신이 있는 현장과 의식 속에 있는 개념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면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생략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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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와,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비명시화하는 경우에 중국어에
서는 반드시 실질 동사가 명시화되어야 하는 양상을 같이 살펴볼 것이다.

4.2. 문맥 생략
문맥 생략은 생략된 요소를 문장의 앞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생략
된 요소는 반드시 되풀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윤평현 2001: 10). 문맥 생략은 생
략된 요소를 한 문장 안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문장을 넘어서 앞의 있는 담화
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다시 양분된다. 전자는 4.2.1. ‘문장 내 생략’에서 다루
고, 후자는 4.2.2. ‘담화 내 생략’에서 다루기로 한다.

4.2.1. 문장 내 생략
한 문장 내에서의 서술어의 (비언어적) 문맥 생략은 보통 병렬구조를 가지는 문
장에서 일어난다. 문장에서 두 번 연속으로 나타나는 동사가 있을 때 한국어에서는
앞의 동사가 쉽게 생략된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서술어의 생략에 대한 허용도가
한국어만큼 높지 않다.
(6) 문장 내의 서술어 생략: 동일 서술어의 생략
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초계함 6척을 (수출했고), 필리핀에 경공격
기인 FA-50 등을 수출했다. (중앙일보 2015.01.05)
가′. 去年지난해，韩国한국向에게马来西亚말레이시아出口수출하다了과거

시제6艘巡逻护卫舰초계함

6척，向에게菲律宾필리핀出口수출하다了과거 시제FA-50攻击机경공격기인 FA-50等등。

(lit. 말레이시아에 초계함 6척을 수출했고, 필리핀에 경공격기인
FA-50 등을 수출했다.)
나. 한강도 제자리에 (있고), 남산도 제자리에 (있고), 동대문의 쇼핑센터들도
제자리에 (있고)…모두들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달라질 리 없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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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앙일보 2015.01.14)
나′. 汉江还在에

있다原地제자리、南山也在에 있다原地제자리、东大门的购物街也都在에 있다

原地제자리，所有的都在原来的地方原封不动，因此这是不可能有变化的风景。
(lit. 한강도 제자리에 있고, 남산도 제자리에 있고, 동대문의 쇼핑센터
들도 제자리에 있고…)
다. 중국 기업과 합작 방식으로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중국
에서 만드는 전략을 선택했다. (중앙일보 2015.08.11)
다′. 采取了与中国企业合资，核心部件在韩国한국에서生产만들다、剩余部分나머지在中国중
국에서生产만들다的의策略전략。

(lit.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만드는 전략…)
라. 전두환 정권 끝무렵인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했
고), 1996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김경호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했다. (중앙일보 2015.04.19)
라′. 全斗焕政权结束时期的1987年，金万铁一家김만철씨

일가족脱北탈북后뒤召开하다了과거

시제표지 记者会기자회견 ，1996年金泳三政府末期，金庆镐一家脱北后召开了记者

会。
(lit. 김만철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했고…기자회견을 했다.)

(6가~라)는 『중앙일보』의 같은 기사에 대한 한ㆍ중 보도문이다. 쉼표 앞뒤 두 부
분은 같은 문장 구조와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때 한국어 보도문에서는 모두
앞의 동사(구)를 생략하였다. 신문 보도처럼 간결성을 추구하는 글에서는 두 번 반
복되는 동사가 잉여적이어서 신정보를 담은 명사구만 남은 것이 더 간결하다. 그러
나 잉여적인 동사를 생략하는 것은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은 언어일 때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71)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낮은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생
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한 (6가′~나′)의 보도문에서는 동사
‘生产(만들다)’, ‘出口(수출하다)’, ‘在(에 있다)’, 그리고 동사구 ‘脱北탈북后뒤召开하다
71) 영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동사 중의 하나를 생략한
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선행 동사를 생략하는 것과 달리, 영어에서는 후행 동사를 생략한
다.
예: I ate noodles and he (ate) rice. (리우단칭[刘丹青] 2011: 8 예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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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과거시제

표지记者会기자회견(탈북

뒤 기자회견을 했다)’가 모두 두 번 반복해서 번역되

었다.72)

4.2.2. 담화 내 생략
이 항에서는 생략된 성분을 한 문장을 넘어 담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를 볼 것
이다. 이는 앞에서 본 문장 내의 생략과 구별하기 위해서 ‘담화 내 생략’이라 부르기
로 한다.
예를 들면 아래 (7)과 같다.

(7) 담화 내의 생략
A: 저는, 외국에 가서. 외국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
냥 놀러는 가고 싶어요. 짧게.
B: 짧게?
A: 한 육 개월, 마~ 이렇게,
B: 그게 짧어?
A: 그냥 뭐~ 여행이나.
B: 아…
A: 연수 같은 거 잠깐 (가고 싶어). (세종 구어)

(7)의 마지막 문장에서 서술어가 생략되는데 생략된 서술어는 같은 문장에서 찾을
수가 없지만 앞의 문맥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문맥에 의하
여 서술어가 생략되는 현상이 일상 대화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중국어
에서는 동사를 생략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어에서는 동사 없이 문장을 구성하기가
72) (6가)의 ‘生产(만들다)’, (6나)의 ‘出口(수출하다)’, 그리고 (6라)의 ‘脱北탈북后뒤召开하다
了과거시제 표지记者会기자회견(탈북 뒤 기자회견을 했다)’는 확실히 동사(구)인 것을 의심할 여
지가 없는데 (6다)의 ‘在’는 중국어에서 동사(에 있다)와 전치사(介词, 에/에서) 두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다. 문장에서 동사구와 공기해서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
는 ‘在’가 전치사(介词, 에/에서)이고 문장에서 장소명사만과 공기하는 ‘在’는 ‘에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따라서 (6다)의 ‘汉江还在에 있다原地제자리’ 등에서 ‘在’는 동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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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래 (8)과 같은 중국어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앞의 문장에서 나타나던 서술어라 하더라도 대답하는 문장에서 그것이 생략되
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 반면에 한국어는 이런 식의 동사 생략에 대해서는 허용
도가 훨씬 높다.

(8) 담화 내의 생략: 서술
가. - 나 하루에 저녁 두 끼도 먹어 봤어. (세종 구어)
- 나도 (저녁 두 끼 먹어 봤어).
가′. - 我나也도吃먹다过과거시제(경험)。
(lit. 나도 먹어 봤어.)
*

- 我나也도。
(lit. 나도.)

나. - 형은 들어갔어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 예, 조금 전에 (들어갔어)요.
나′. - 我나哥형回来들어가다了과저시제

표지

吗의문사?

- 是예, 刚刚방금回来들어가다了과저시제

표지

。

(lit. 예, 조금 전에 들어갔어요.)
*

- 是예, 刚刚방금。
(lit. 예, 조금 전에요.)
한국어 대화에서 명사(구) 부분만이 신정보일 경우에는 응답문에서 동사를 생략하
고 명사구만 사용할 수 있다. (8가)의 ‘저녁 두 끼를 먹어 봤어’와 (8나)의 ‘들어갔
다’가 모두 앞의 대화에서 이미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대답하는 문장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는 현상은 구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중복되는 동사(구)를 생략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경우에, 중국어는 앞서 나왔던 동사(구)
를 생략하여 대답하는 것에 대한 허용도가 낮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의 구어에서
흔히 등장하는 ‘나도’, ‘me, too.’가 쓰이는 경우에는 중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비문
이 된다. ‘我나也도(나도)’뒤에 반드시 동사가 따라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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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의 문장이 의문문인 경우에도 되묻는 상황에서 한국어는 의문 대명사와
조사만으로도 충분한 반면에 중국어는 의문 대명사가 동사와 동반하는 표현이 가장
자연스럽다.73)

(9) 담화 내의 생략: 의문
가. - 나 혼자 가면 들킬 것 같단 말이야.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 뭘 (들킬 것 같아)?
가′. - 我나一个人혼자去가다会미래시제(ㄹ

것이다)露馅儿들키다的강조。

- 露들키다什么무엇馅儿?
(lit. 뭘 틀켜?)
*

- 什么무엇/什么무엇馅儿?
(lit. 무엇?)

(9)는 앞의 문장에 이어 질문하는 대화이다. 한국어에서는 앞에 나온 동사를 생략해
서 의문 대명사만으로 구성되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바로
앞서 나왔던 동사이더라도 이어서 쓰이는 질문에서는 생략할 수가 없다. (8)~(9)의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한 예문들을 통해서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앞뒤 문맥에 의
하여 일어나는 (언어적) 문맥 생략에 대한 허용도가 중국어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이 각각의 언어 체계에서의 현저성이 다르
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현저성 범주는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보다 더 강력한
표현력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생략될 수가 없다. 반면에 현저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생략이 더 쉽게 일어난다. 텍스트적 등가인 상황에서 한국어는 서술어의 생략에 대
한 허용도가 중국어보다 높은 것은,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가 중국어 명
사적 표현보다 더 높고, 중국어 동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는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문맥에 의한 동사 생략이 중국어에서보다는 한국어에서 더 쉽다는 점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
73) 조원임[赵元任](1979: 43) 참조.

- 97 -

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대화할 때 필요 이상의 동사 반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4.3. 상황 생략
(비언어적) 상황 생략은 생략된 요소를 앞뒤 문맥에서가 아니라, 발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황 생략은 다시 현장 생략과 개념 생략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현장 생략은 담화 현장에서 생략된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개
념 생략은 의식 속의 전에 발생했던 사실을 생략하는 것과, 화자의 의식 속에 존재
하지만 ‘의미/개념 선택 단계’에서 비명시화 처리된 것을 아울러 가리킨다는 것은 앞
에서 본 바가 있다. 4.3.1.에서는 ‘현장 생략’, 4.3.2.에서는 동사의 비명시화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 생략’을 다룰 것이다.

4.3.1. 현장 생략

현장 생략은 담화의 주체가 생략되는 경우와 그들이 공동으로 지각하고 있는 대
상, 공동으로 지각하고 있는 사건의 생략이 보편적이다(양명희 1996: 136).

(10) 현장 생략: 구어
가. - 나 자장면(을 먹을래/으로 할래)! (음식을 주문할 때)
가′. - 我나要원하다炸酱面자장면/来오다(주세요)一个하나炸酱面자장면！
(lit. 나는 자장면을 원해요!)
*

- 我나炸酱面자장면/?炸酱面자장면！
(lit. 나는 자장면!/자장면)
나. 잠시만(기다려 주세요/실례할게요/지나갈게요).
나′. 等기다리다/失礼실례하다/过지나가다一下한

번。

(lit. 한번만 기다려주세요/실례할게요/지나갈게요.)
*

一下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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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 한 번만요.)
다. (감시 카메라가 커버하는 구역을 확인하는 대화)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 앞에만 (커버하고) 저 쪽 방향으론 (커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 네.
다′. - 就是说, 这个이것 只만能가능하다拍찍다(커버하다)到결과보어这이前面앞에, 那저边쪽是강조
구문1拍찍다(커버하다)不부정到的강조 구문2?

(lit. 이 앞에만 찍을 수 있고, 저 쪽 방향은 찍을 수 없다는 것인가?)
- 是네。
라. - (여주인공이 핸드백과 구두 등을 들고 있다) 내가 목숨처럼 아끼느라 한
두 번밖에 못 신고 못 들고, 못 입어 본 내 아기들이지.

- 그런데 이걸 왜 (들고 와)?
라′. -都是些我视如生命,所以只穿戴一两次的心肝宝贝
- 那그런데为什么왜还(그러면서)도拿出来꺼내다?
(lit. 그런데 왜 꺼냈어?)
(10가)는 식당에서 주문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 한국어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동사를 생략해서 ‘나 자장면!’이라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일상생활에서 자
주 사용된다.74)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要(원하다)’, ‘来(주다)’ 등의 동사를 발화하
지 않더라도 발화 상황에 의해서 이들이 표현하는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동
사를 생략하지 않은 문장이 더 많이 사용된다. 동사 없이 쓰인 ‘我나炸酱面자장면(나
자장면)’은 비문이고, ‘?炸酱面(자장면)!’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10가′)의
동사가 생략되지 않은 표현보다는 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10나)의 ‘잠시만요.’는 쓰이는 상황에 따라 동사 ‘기다리다’가 생략된 것일 수도
74) (10가)에서 생략된 동사는 사람마다 ‘먹다’, ‘하다’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0나)의 ‘잠시만요’는 쓰이는 상황마다 생략된 동사가 ‘지나가다’, ‘기다리다’, ‘실례하다’
등 다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생략된 요소가 다양하게 해석된다고 해서 이는
생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양명희(1996: 139)에서는 이렇게 생략된 요소가 다양하게
복원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복원이 화자와 청자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며, 문장의 기본 구조와 선행문맥을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분명한 생략 현상이
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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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지나가다’, ‘실례하다’ 등 동사가 생략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동사가 생략되
든 ‘잠시만요.’가 쓰이는 상황에서 생략되는 동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중국
어에서는 동사가 표현하는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等(기다리
다)’, ‘失礼(실례하다)’, ‘过(지나가다)’ 등의 동사를 생략할 수 없고 명사구 ‘一下(한
번/잠시)’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될 수 없다.
(10다, 다′), (10라, 라′)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한ㆍ중 대조 자막이다.
감시 카메라가 커버하는 구역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알 수 있는 동작
‘찍다/커버하다’와, 주인공이 무언가를 들고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동작 ‘…들고 오다’는 한국어에서 모두 생략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로 번역된 자
막에서는 생략된 동사를 모두 명시화하였다.
현장 생략은 주로 구어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문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11) 현장 생략: 문어
가. 중국 자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은 ‘레드머니의
확산’으로 표현한다. 콘진은 2016년…(중앙일보 2015.01.27)
가′. 中国资本此般动向被韩国文化振兴院(以下이하简간단하게称칭하다文振院문진원(콘진))称
为“红色资金的扩散”。文振院认为2016年…
(lit. 이하 문진원(콘진)이라고 간단하게 칭한다.)
나. 스위스 제네바 주재 서세평 북한대사는 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과 인터뷰에서…현학봉 주영 북한대사는 2일 영국 <비비시(BBC)>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주장했다. (중앙일보 2015.04.05)
나′. 朝鲜驻瑞士日内瓦大使徐世平(音)1日(以下이하为이다当地时间현지시각)在与路透社
的采访中说…朝鲜驻英国大使玄鹤峰(音)2日在与英国BBC电视台的访问中主
张…
(lit. 이하는 현지 시각이다.)
*

以下이하当地时间현지시각
(lit. 이하 현지 시각.)

(11가)의 괄호에서 ‘이하 콘진’은 ‘이하 콘진이라 칭한다.’의 생략이다. 여기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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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칭하다’는 앞뒤의 문맥에서 나타나지 않아나서 문맥 생략이라 할 수 없다. 그러
나 뒤의 글에서는 ‘콘진’이라는 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독자의 의식 속에 있는 정보이고 현장(글의 흐름)
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현장 생략’이라 할 수 있다. (11나)의 ‘이하
현지시각’도 마찬가지로 ‘이다’를 생략한 것이다. 중국어 번역문에서는 ‘称(칭하다)’,
‘为(이다)’ 등 동사를 명시해서 번역하였다.

4.3.2. 개념 생략

개념 생략은 의식 속의 사실을 생략하는 경우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본고에서
는 기존의 ‘현장에서 없지만 의식 속의 이전에 발생했던 사실’을 생략하는 것과, 화
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만 ‘의미/개념 선택 단계’에서 비명시화 처리된 것,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개념 생략으로 본다.
우선 첫 번째 경우의 한ㆍ중 대조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2) 개념 생략: 현장에서 없지만 의식 속의 전의 발생했던 사실의 생략
가. - 영화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그럼 일단 매니저와 차량부터(준비할게요)…
- 아니.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 听说她要拍电影了, 那我先安排준비하다经纪人매니저和와车차량…
(lit. 그럼 일단 매니저와 차량부터 준비할게요…)
- 不아니다要필요하다。
나. 저 엄마랑 얘기 좀(할게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나′. 我나想고

싶다跟와我妈엄마聊이야기하다一会儿잠시。

(lit. 저 엄마랑 얘기 좀 할게요.)

(12가)는 배우의 일상생활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이다. 발화가 일어
났을 때 여자 주인공이 매니저와 차량이 없는 상태이고, 촬영에 들어가면 매니저와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화자와 청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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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때 동사 ‘준비하다’는 화자와 청자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2나)에서처럼 관용표현
이나 연어 표현에서 서술어의 생략도 일종의 ‘개념 생략’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경
험을 통해서 서술어를 포함하는 완전한 표현이 화자와 청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가, 나)와 같은 경우의 중국어 번역에서는 동사 ‘安排(준비하다)’
와 ‘聊(이야기하다)’를 명시해서 번역하였다.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보다 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어서 동사의 비명시화 현상을 보자.
(13) 개념 생략: 동사의 비명시화
가. 이는 ‘박 대통령에게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뜻을 표명한 적이 없
다’는 백악관의 입장과 정면 배치돼 외교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 예상된
다. (중앙일보 2015.08.11)
가′.

与白宫方面“从未表示过不让朴总统出席阅兵仪式”的主张正好相反，预计예상하다
将미래시제引起야기하다外交争议외교적

논란。

(lit. 외교적 논란을 야기한다고 예상된다.)
나. 충격이나 외상은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나′. 要해야

하다特别특별히留意주의하다,

不부정要해야

하다受到받다冲击충격和과外伤외상。

(lit. 충격이나 외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다. 정면 승부로(겨루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与와/과他그正面정면으로冲突충돌하다, 绝절대로无없다获胜이기다的의可能가능성...
(lit.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13가)에서 ‘외교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한 것은 ‘외교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된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의사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에게 (13
나)처럼 ‘충격이나 외상을 각별히 주의하시고요.’라고 말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
한 의미는 ‘충격이나 외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이다. 그리고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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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면 승부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정면 승부로 겨루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괄호 안에 복원되는 성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현
대 한국어 화자에게 잘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13가, 나, 다)가 더 세련되
게 들릴 것이다.75) 복원된 문장과 비교했을 때 (13가, 나, 다)에서는 서술 성분이
생략되었는데 4.1.1.에서 설명했듯이, 이들은 ‘의미/개념 선택 단계’에서 비명시화 처
리된 정보이다. 이렇게 비명시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문장 성분 중
에 비명시화 처리된 부분의 의미를 같이 나타내주는 성분이 있어야 한다. 이 역할은
한국어에서 주로 서술성 명사, 동사, 때로는 조사가 담당한다. (13가)의 서술성 명
사 ‘논란’은 ‘논란이 일어나다’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13나)의 ‘주의하다’는 ‘…
하지 않도록 주의하다’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중국어 번역문에서는 동사 ‘引起
(야기하다)’와 ‘受到(받다)’를 명시화하는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4.4. 소결
제4장에서는 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 측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를
대조해 보았다.
우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생략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후 본고에
서 논의하는 생략의 범위를 ‘생략문에서 어떤 요소의 생략을 가정할 수 있다고 판정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략으로 본다.’고 한정하였다. 이 기준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의미적으로 생략으로 가정되는 요소가 해당 언어 상황에서
언어 사용자가 포착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생략으로 가정되는
요소를 복원하면 비생략문이 문법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불이야!’와

75)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희재(2004)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이희재(2004: 38)에서는
전통 한국어에서 ‘보호를 요청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를 ‘그는 더
는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보다는 ‘그 사람은 이제는 칭찬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를 더 선
호했지만 현대 한국어 화자에게는 명사를 사용하는 앞의 문장이 더 세련된 느낌이 든다
고 하면서 ‘번역체의 영향으로 한국어에서 명사는 전통적으로 동사가 차지하던 자리를 위
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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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략된 성분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소형발화는 생략 현상에 제외하였다. 또한
‘충격이나 외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에서 ‘받지 않도록’가 비명시
화된 현상도 생략으로 보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화자가 언어를 도출하려면 ‘의미/개념의 선택 단계’ 와 ‘언어화
단계’의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동사의 비명시화 현상은 ‘의미/개념의 선택 단
계’에서 일어나는 생략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 언어를 대상으로 생략 현상을
연구할 때 쉽게 포착되지 못하지만 여러 언어의 생략 현상을 대조할 때는 자주 발
견할 수 있다.
생략은 생략되는 요소가 앞의 문맥에 있는지, 아니면 언어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언어적) 문맥 생략’과 ‘(비언어적) 상황 생략’으로 크게 양분해서 다루어져 왔다.
(언어적) 문맥 생략은 한 문장 안에서 일어나는 ‘문장 내 생략’과 문장의 범위를 넘
어 담화에서 일어나는 ‘담화 내 생략’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언어적) 상황 생략은
‘현장 생략’과 ‘개념 생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개념 생략은 보통
‘현장에 없지만 언어 사용자가 알고 있는, 전에 발생했던 사실’을 생략하는 것을 가
리킨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화자 의식 속에 존재하지만 ‘의미/개념 선택 단계’에서
비명시화 처리된 것도 ‘개념 생략’으로 본다. 비명시화 처리된 정보들도 언어 사용자
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4.2.와 4.3.에서는 각각 한국어의 (언어적) 문맥 생략과 (비언어적) 상황 생략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예문과 텍스트적 등가 관계를 가진 중국어의 표현의 대조를 통
해서 한국어에서 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가 중국어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중국어에 비해 높다는 본고의 주장
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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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존)명사+이다’ 구문의 확장

제4장에서는 ‘명사+동사’ 구조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명사적 표현을 다루었다. 한
국어의 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가 중국어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한ㆍ중 대조
의 예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명사적 표현인 ‘(의존)명사+이다’가 움직
임이나 상태(성질)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
다. 5.1.에서는 ‘명사+이다’ 구문의 확장 양상을 살펴보고 5.2.에서는 의존명사 구문
의 확장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5.1. ‘명사+이다’ 구문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흔히 ‘형식’, ‘기능’, ‘의미’로 제시된다. 이 중 ‘형식’과 ‘기
능’은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점에서 품사 분류의 주요 기준으로 다루어진 데에 비해,
‘의미’는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적 기준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형식과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하게 명사로 분류된 한국어 단어들도 의미를 고려하면
더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계획’이나 ‘열정적’은 모두
명사지만, ‘양반’과 같은 명사와 동일한 종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그
러한 명사들은 기존 연구에서 ‘술어명사(predicative noun)’, ‘서술(성) 명사’, ‘상태
(성) 명사’, ‘동사성 명사(verbal noun)’, ‘명사성 형용사’ 등의 개념으로 논의되었
다.76) 본고에서는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명사+이다’ 구문
이 다른 확장 양상을 보이므로 ‘이다’의 선행 명사를 ‘동사성 명사’, ‘형용사성 명사’,
‘명사성 명사’로 나눠서 볼 것이다.
76) ‘술어명사’는 홍재성(1997, 1999), 이병규(2001/2009), 이선웅(2005다) 등에서, ‘서술
(성) 명사’는 강범모(2002), 정희정(2000), 남기심(2001), 이호승(2008) 등에서, ‘명사
성 형용사’는 목정수(2009, 2013) 등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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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서술성 명사’, ‘상태성 명사’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들을 논항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명사의 통사적 특징을 깊이 따지는 것은 본고의 주지와 직
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명사를 논항과 연관지어 분류하지 않고 명사의
의미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즉 형식적ㆍ기능적으로는 명사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어
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명사를 ‘동사성 명사(verbal noun)’라고 하고,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명사를 ‘형용사성 명사(adjectival noun)’, 그리고 어떤 개체를 나타
내는 명사를 ‘명사성 명사(nominal noun)’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앞에서 예로 제시
했던 ‘계획’ 같은 명사는 ‘동사성 명사’이고, ‘열정적’ 같은 명사는 ‘형용사성 명사’이
며, ‘양반’ 같은 명사는 ‘명사성 명사’이다. 이제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의 의미적 분
류에 따라 ‘명사+이다’ 구문의 확장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5.1.1. ‘동사성 명사+이다’ 구문
‘동사성 명사’ 중에는 ‘-하다’와 결합한 ‘X하다’형이 자주 쓰이는 것과 ‘-하다’와
결합한 형태보다는 실질 동사와 결합한 형태가 더 자주 쓰이는 것,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계획’, ‘전망’, ‘자랑’, ‘걱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존 연
구에서 ‘서술성 명사(술어명사)’로 많이 언급되어 온 것들이다. 후자의 예로는 ‘난
리’, ‘신경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하다’와 결합한 ‘X하다’형의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X하다’형이 거의 안 쓰이고 ‘난
리가 나다’, ‘신경질을 부리다’ 등과 같이 실질 동사와 공기하는 형태가 더 자주 사
용된다. 기술의 편의상 전자를 ‘계획’류 명사라 부르고, 후자는 ‘난리’류 명사라고 부
르기로 한다.
먼저 ‘계획’류 명사가 ‘이다’와 공기하는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
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부터 살펴보자.

(1) ‘계획’류 명사
가. 중국은 다음 달 열병식을 통해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중국의 군사 강
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중앙일보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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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은 다음 달 열병식을 통해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중국의 군사 강
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것을/알리려고 계획했다.
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팔짱만 끼고 있겠
다는 생각은 아니다. (중앙일보 2016.04.18.)
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팔짱만 끼고 있지
않겠다고/있지 않으려고 생각한다.
다. 실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 받더래도 송이한테 어떻게 말할까 고민이었는
데.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실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 받더래도 송이한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라. - 밥두 아빠가 차리구 설거지두 아빠가 하구. 내가 늦잠 자니까 근데.
- 자랑이야? (세종 구어)
라′. 자랑하냐?

(1)의 다섯 개 예문은 모두 움직임의 의미를 나타내며, (1가′~1마′)의 동사적 표현
이 해당 상황의 무표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1가~1마)와 같이 ‘명
사+이다’의 유표적인 쓰임도 가능하다. (1가)는 중국 정부가 어떤 행동을 계획했다
는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이고 ‘중국은 다음 달 열병식을 통해 첨단 무기를 대거 공
개하며 중국의 군사 강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린다’가 ‘계획’의 내용이다. 이때
(1가′)에서처럼 무표적인 ‘무엇을 계획했다/…려고 계획했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1가)에서처럼 ‘…할 계획이다’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인다. ‘…할 계획이다’에서는
계획의 내용은 동사성 명사 ‘계획’의 관형어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문뿐만 아니라 부정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1나)는 부정문
의 예이다. ‘팔짱만 끼고 있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또는 ‘팔짱만 끼고 있지 않으려
고 생각한다.’를 대신하여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명사적 표현
을 사용하였다. 이때 부정의 의미는 동사성 명사에 후행하는 ‘아니다’를 통해서 실현
되었다. ‘할 계획이다/아니다’ 구조의 명사적 표현은 특히 한국어 문어에서 자주 등
장한다.
(1가, 나)와 달리, (1라, 마)에서는 명사가 길고 복잡한 관형어를 가지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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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랑하냐’와 같은 ‘X하다’ 동사를 대신하여 ‘고민이었
는데’, ‘자랑이야’와 같은 명사적 표현이 나타난다. 즉, ‘계획’류 명사와 ‘이다’의 결합
형은 두 가지 방식으로 ‘X하다’가 담당하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하나는
(1가, 나)에서처럼 명사가 길고 복잡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채로 ‘이다’와 결합하
는 방식이며, 또 하나는 (1다, 라)에서처럼 ‘X하다’ 대신 ‘X이다’가 쓰이는 방식이다.
전자는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자주 나타나지만 후자는 구어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1)의 예문은 모두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는 동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인데, 이때 동사적 표현 외에 명사적 표현인 ‘명사+이다’도 사용할 수 있다. ‘명
사+이다’ 구성에서 ‘이다’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의미는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에 실려 있다. 이러한 예들이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앞에서 보인 예문을 같은 상황의 중국어 예문과 대조해보자.

(2) ‘계획류 명사+이다’ 구문과 해당 중국어의 대조
가. 중국은 다음 달 열병식을 통해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중국의 군사 강
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중앙일보 2015.08.11)
가′. 中国중국计划계획하다通过下个月的阅兵仪式, 大举曝光先进武器, 向国际社会宣告
中国的军事强国形象다음달

열병식을 통해…국제 사회에 알리다。

(lit. 중국은 …알리려고 계획했다.)
나. 중국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등을 추가로
인하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2015.01.06)
나′.

中国政府为将冲击最小化，预计예측하다会미래시제后续추가적으로下调인하하다基本利率기
준금리和와存款准备金率지급준비율等등。

(lit. 중국 정부는…지급준비율 등을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 방 구할 생각이야? (세종 구어)
다′. 你너在고

있다考虑생각하다找찾다房子방吗의문사？

(lit. 넌 방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라. 실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 받더래도 송이한테 어떻게 말할까 고민이었는
데.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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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其实, 我나还아직苦恼고민하다着고

있다如果爸爸真的答应,

该怎么向颂伊开口。

(lit. 실은, 나 아직 고민하고 있어…)
마. 여기 자장면 하나 포장이요. (식당에서 포장 주문할 때)
마′. 打包포장하다一个하나炸酱面자장면！
(lit. 자장면 하나 포장해주세요!)

(2가, 나)는 같은 내용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시한 온라인『중앙일보』의 기사로,
문어의 예이고, (2다, 라)는 구어 말뭉치의 예이다. 네 가지 예문은 모두 움직임을
나타내고 이는 동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이다. 한국어에서는 ‘…알리려고 계획한
다.’,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와 같은 동사적 표현도 가능하지만, ‘…알릴 계획이
다.’, ‘…인하할 전망이다.’라는 명사적 표현도 가능하다. 즉, (2가, 나)와 같은 상황
에서 한국어의 경우는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일 수 있
다. 같은 상황의 중국어 예문에서는 모두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인 ‘计划(계획하다)’
와 ‘预计(전망하다)’가 나타난다.
(2다, 라, 마)는 구어의 말뭉치의 용례이다. (2다)는 동사성 명사가 관형어를 가
진 채로 ‘이다’와 공기해서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고, (2라, 2마)는 ‘X하다’대신 ‘X이
다’가 쓰이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에서는 이때 ‘방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고민
하고 있다’, ‘자장면 하나 포장해주세요!’ 등 동사적 표현도 가능하다. 중국어에서도
‘考虑(생각하다, 생각)’, ‘苦恼(고민하다, 고민)’, ‘打包(포장하다, 포장)’ 등이 명사로
사용될 수 있지만 (2다, 라, 마)와 같은 상황에서는 명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다′, 라′, 마′)의 ‘考虑(생각하다)’, ‘苦恼(고민하다)’, ‘打包(포장하다)’
는 모두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이다.77)
다음으로 ‘난리’류 명사의 확장 양상을 살펴보자.

77) ‘계획’류 명사의 예는 아래와 같이 더 들 수 있다.
① 주로 관형사의 수식을 받은 채로 ‘이다’와 공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각오, 계획,
생각, 예정, 작정, 시늉, 설명, 전망, 분석…
② 주로 ‘X이다’ 형으로 나타나는 것: 가출, 간섭, 걱정, 결근, 결석, 고민, 고생, 고집, 공
격, 구걸, 도착, 불만, 불평, 반대, 성실, 성화, 실망, 신경질, 야단, 혈안, 요구, 유감, 영
광, 유행, 원망, 자랑, 재촉, 지랄, 질책, 짜증, 찬성, 출발, 칭찬, 타령, 투정, 합격, 환
영, 환장,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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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리’류 명사78)
가. 지금, 광고주들 쪽에서 난리들입니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지금, 광고주들 쪽에서 난리들 났습니다.
나. 먼저 가자고 말한 게 누군데 괜히 신경질이야.
나′. 먼저 가자고 말한 게 누군데 괜히 신경질을 부려.
다. 선배 선생님께서도 중매를 서시겠다고 야단입니다.
다′. 선배 선생님께서도 중매를 서시겠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난리’, ‘야단’, ‘신경질’ 등 명사는 의미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성 명
사’에 속하지만 이들은 앞에서 보았던 ‘계획’류 명사와는 다르다. ‘계획’류 명사는 ‘하다’와 결합하여 ‘X하다’형으로 자주 쓰이지만 ‘난리’류 명사는 ‘X하다’ 형태보다는
실질 동사와 주로 공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이다. 또한 ‘난리’류 명사는 움직임
(상태)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도 ‘계획’류와 다르다. (3가)에서는
‘난리이다’가 ‘난리(가) 났다’를 대신하여 쓰였고, (3나)에서는 ‘신경질이다’가 ‘신경
질을 부리다’를 대신하여 쓰였다. (3다)에서는 ‘야단을 치다’를 대신하여 ‘야단이다’
가 쓰였다. 즉, ‘난리’류 명사는 ‘계획’류 명사처럼 ‘…할 계획이다’의 쓰임을 보이지
않고, ‘X+실질 동사’ 대신 ‘X이다’가 사용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3)의 ‘난리들
이다’, ‘신경질이다’, ‘야단이다’는 어떤 추상적이거나 실질적인 개체를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난리가 나다’, ‘신경질을 부리다’, ‘야단을 치다’라는 ‘움직임’의 의미를 나
타내는 것이다. 이는 명사적 표현이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사용
되는 유표적 쓰임이다. 이를 같은 상황의 중국어와 대조해 보자.

(4) ‘난리류 명사+이다’ 구문과 해당 중국어의 대조
가. 지금, 광고주들 쪽에서 난리들입니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现在지금广告商광고주那그边쪽闹난리나다得상태보어

표지很아주凶심각하다。

(lit. 지금 광고주들 쪽에서 심각하게 난리 났어요.)

78) (3나, 나′)과 (3다, 다′)은 남길임(2004)의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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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들이 아주 시끄럽게 항의하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인 ‘난리(가) 났다’와 명사적 표현인 ‘난리이다’가 모두 가능하다. 반면에 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동사+상태보어’ 구조의 ‘闹난리나다得상태보어

표지很아주凶심각하다

(심각하게 난리 났어요.)’가 사용되었다.
한국어에는 ‘계획’류와 ‘난리’류 명사 외에 ‘돈지랄’, ‘뺑소니’, ‘불참’과 같은 동사성
명사도 있다. 이들은 어떤 동사구로 표현하기에 복잡한 사건을 은유나 환유, 한자어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관용적 명사로 표현한다. 이러한 명사의 의미는 ‘계획’류
와 ‘난리’류 명사보다 훨씬 중층화된 것이 특징이다.79) 이러한 유형의 동사성 명사
를 ‘불참’류 명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5) ‘불참’류 명사
가. 일본 교토통신은 미국이 박 대통령의 열병식 불참을 요청했다고 9일 보도했
다.
가′. 日本共同社9日报道了美国要求요청하다朴总统박대통령不부정要미래시제参加참석하다阅兵仪

79) ‘중층화(重層化)’는 金恩愛(2003, 2008)에서 ‘중명사(heavy noun, 重名詞)’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金恩愛(2008: 107)에서 제시한 중명사와 중명사의 반대 개
념인 경명사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중명사(heavy noun): 복합명사와 파생명사와 같이 어휘적 의미가 중층화되어 의미
적 비중이 무거운 명사.
경명사(light noun): 어휘적 의미의 중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명사.
중명사는 주로 기능동사와 공기하고, 경명사는 주로 실질 동사와 공기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어의 ‘중명사+기능동사’ 구조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경명사+실질 동사’로 변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일본어가 ‘명사지향구조’를 가지는 반면, 한국어는 ‘동사지
향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해당 예문은 아래와 같다.

<그림 7> 김은애(2008: 110)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이룬 중명사의 동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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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열병식的内容。
(lit.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나. 이거 주제 이탈 아니야? (세종 구어)
나′. 不부정跑벗어나다题주제吗의문

어조사?

(lit.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
다. 아, 유세미 씨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어머니랑 아주 판박
이네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哎, 不知道刘世美小姐长得像谁这么漂亮, 原来跟와伯母어머니您당신一个模子里같은
틀에서印찍다出来결과 보어的呢감탄 어조사。

(lit. 어머님과 같은 틀에서 찍어낸 거군요)
라. 오빠! 이거 봐, 사람 맞잖아! 어떡해, 뺑소닌가봐!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라′. 你瞧瞧, 我就说是人吧! 怎么办, 好像有人肇저지르다事일逃逸도망가다!
(lit. 어떤 사람이 사고를 저질러서 도망 가나봐!)

(5가~라) 예문은 각각 ‘참석하지 않다’, ‘아주 닮다’, ‘주제에서 벗어나다’, ‘사고를
저지르고 도망가다’를 ‘불참’, ‘판박이’, ‘주제 이탈’, ‘뺑소니’와 같은 명사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이탈’을 예로 삼아 ‘불참류 명사+이다’ 구문과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구
조를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은 <그림 8>을 얻을 수 있다.

<그림 8> 중명사의 동사구조화

오른쪽의 한국어 표현에서는 ‘이다’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문장 전체의 어
휘적 의미 중심은 선행하는 명사구 ‘주제 이탈’에 실려 있다. 반면에 왼쪽의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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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서는 문장의 어휘적 의미를 실질 동사 ‘跑(벗어나다)’와 명사 ‘题(주제)’가 같
이 담당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金恩愛(2003)에서는 ‘동사구조화 현상’이라고 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신조어에서 특히 자주 발견할 수 있다.80)
지금까지 살펴본 ‘동사성 명사+이다’ 구문의 확장 양상을 아래와 같은 <표 6>로
정리할 수 있다.

<표 6> ‘동사성 명사+이다’ 구문의 확장 양상
유형
동
사

‘계획’류

성
명
사

‘난리’류
‘불참’류

양상
예문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지급준비율 등을 추가로 인하할
이다’ 구문
전망이다.
‘X하다’를 대신하는 ‘X이다’
취직이 어려워 아주 걱정이다.
‘X+실질 동사’를 대신하는 ‘X
학교에 난리야.
이다’
동사구 대신 ‘의미가 중층화된
이거 주제 이탈 아니야?
명사+이다’ 구문

5.1.2. ‘형용사성 명사+이다’ 구문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성 명사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 형용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
까지 확장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예컨대 ‘특이하다’ 대신 ‘이례적이다’를 쓰거
나, ‘아주 예쁘다’ 대신 ‘아주 미인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대신 ‘매우 유감이다’를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의 ‘미인’, ‘유감’, ‘이례적’은 형용사성 명사들
이다. 이 중에서 ‘X적’ 형태의 단어들은 명사이지만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기능적으로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는 특이한 범주라서 기존 연구에
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미인’과 같은 경우는 어떤 개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
80)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명사의 예로는 ‘불참, 영여 인간, 시기상조, 역부족, 뺑소니, 돈지
랄. 신경질, 술타령, 강추’ 등을 추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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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주 미인’에서는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쁘다’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
문에 이를 형용사성 명사로 볼 수 있다. ‘유감스럽다’의 경우, 원래 ‘유감’은 감정을
나타내고 파생 접미사 ‘-스럽다’는 ‘그러한 성질이 있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
나 ‘유감스럽다’를 대신하여 ‘유감이다’가 사용될 때는 ‘유감’이 어떤 감정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다’처럼 ‘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어떤 성질을 나타
내는 것이므로 형용사성 명사라 할 수 있다. 형용사성 명사의 확장 양상도 앞에서
보았던 동사성 명사처럼 일관된 양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인’류,
‘유감’류, ‘X적’류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미인’류이다.
(6) ‘미인’류 명사의 확장 양상
가. 아, 유세미 씨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어머니랑 아주 판박
이네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아, 유세미 씨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어머니랑 아주 판박
이네요.
나. 회복력 진짜 짱이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나′. 회복력이 진짜 대단하다.

현대한국어에서는 (6가, 나)와 같이 ‘예쁘다’ 대신 미인이다’, ‘대단하다’ 대신 ‘짱이
다’가 사용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때 명사적 표현이 ‘상태’나 ‘성질’ 등 형
용사의 의미 영역을 표현하고 있다. ‘짱’은 ‘대단하다’ 대신 ‘짱이다’로 쓰이기도 하
지만 ‘몸짱’, ‘얼(굴)짱’, ‘맛짱’ 등에서도 사용된다. 이때 ‘대단하다’의 의미뿐만 아니
라, ‘좋다’, ‘예쁘다’, ‘맛있다’ 등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많은 형용사를 대신하여
쓰일 수 있다. 즉, 명사 ‘짱’은 형용사가 담당하던 의미 영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
용된다고 할 수 있다.81)
앞의 예문들을 중국어와 대조해 보자.

81) 한국어의 ‘미인’류 명사로는 ‘미인, 미남, 짱, 부자, 멋쟁이, 바보, 인기, 위’ 등을 더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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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인류 명사+이다’ 구문과 해당 중국어의 대조
가. 아, 유세미 씨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어머니랑 아주 판박
이네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哎, 不知道刘世美小姐长得像谁这么이렇게漂亮예쁘다, 原来跟伯母您一个模子里印
出来的呢。
(lit. 유세미 씨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나. 회복력 진짜 짱이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나′. 你너这이러한复原能力회복력真是진짜太아주牛대단하다了。
(lit. 너의 회복력 진짜 대단하다.)

(7가)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인 ‘이렇게 예쁘다’와 명사적 표현인 ‘이렇
게 미인이다’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어 번역에서는 형용사 ‘漂亮(예쁘다)’를
사용하였다. 중국어에서 ‘很美人(아주 미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지만 ‘很아주
女人여자(아주 여성스럽다)’, ‘很아주男人남자(아주 남자답다)’, ‘很아주韩国한국(아주 한국식
이다)’와 같은 표현은 가능하다. 이들도 한국어의 ‘아주 미인이다’처럼 명사가 형용
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 (7나′)의 ‘牛’는 명사(동물 소)로도 쓰
이고 형용사(대단하다)로도 쓰인다. 기원적으로 볼 때 형용사의 ‘牛’는 명사에서 발
달한 것이지만, 이미 현대 중국어에서 형용사의 용법이 굳어졌기 때문에 (7나′)에서
‘牛’를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很아주牛대단하다’는 ‘很아주女人여자(아주 여성스
럽다)’, ‘很아주男人남자(아주 남자답다)’, ‘很아주韩国한국(아주 한국식이다)’와 달리, 명사
인 ‘牛(소)’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很아주女人여자(아주 여성스럽다)’
같은 경우는 명사가 형용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很아주牛대
단하다

’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유형은 ‘유감’류 명사이다. 이 유형의 명사는 ‘이다’와 결합하여 ‘X스럽다’
대신 상태나 성질의 의미를 나타낸다.
(8) ‘유감’류 명사
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감이군. (세종 구어)
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감스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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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일본이 보인 미적지근한 태도에도 불만이다.
(세종 문어)
나′.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일본이 보인 미적지근한 태도에도 불만스럽다.
다. 윤혜라 인생 참 가관이다. (드라마ㆍ내 인생의 스페셜)
다′. 윤혜라 인생 참 가관스럽다. (드라마ㆍ내 인생의 스페셜)

(8가′)의 ‘유감스럽다’에서 ‘유감’은 어떤 개체(감정)를 나타내고 ‘-스럽다’는 ‘그러
한 성질이 있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같은 상황에서 (8가)처럼 표현하면 ‘유감이다’
의 ‘유감’은 개체(감정)과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의미를 같이 나타내게 된다. 이때
‘이다’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유감’에 후행하는 ‘이다’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고 특정한 상황(예컨대 신문 제목)에서 ‘이다’ 생략형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유감스럽다’를 더 자주 쓰는지 ‘유감이다’를 더 자주 쓰는지는 한국인 화
자마다 개인차가 있다. 제2장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현저성 범주는 자신이 본래 담
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힘이 강한 범주를 가
리키는 것이다. 즉,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상태)의 의미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지가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이 모두 가능할 때 명사적 표현이 더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는 단
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적 표현과 명사적 표현 중에
실제 언어 사용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세를 보이는가 하는 것은 해당 단어가 속한 범
주의 현저성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개인 취향, 특정 시기의 유행, 사
회 환경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82)
다음은 ‘X적’류 명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X적’류 명사가 보통 ‘X하다/
스럽다’ 형용사와 상보적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X적이다’는 형용사로 대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국어 예문만으로는 ‘명사적 표현-동사적 표현’의 대조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X적’류 명사의 사용 양상을 볼 때에는 중
국어와의 대조를 활용할 것이다.
82) ‘X스럽다’ 형용사의 의미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 ‘유감’류 명사로는 ‘가관, 불만, 유감,
의문, 다행, 고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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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X적’류 명사의 사용 양상 및 해당 중국어와의 대조
가. 센터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현재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2015.04.05)
가′. 之前不부정赞同창성하다建立설립하다此中心센터的企划财政部，最近转变立场，目前属
于协议收尾阶段。
(lit. 센터 설립을 찬성하지 않았던 기재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나. 기재부가 총상이나 폭발사고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시설 건립이 비효율적
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중앙일보 2015.04.05)
나′. 为受枪伤或爆炸事故患者而建立单独的医疗设施，十分매우没有없다效率효율，并表
示出难以通过。
(lit. 효율성이 없다)
다. 검사님이 워낙 열정적이시잖아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检察官他本身就超아주热情열정적(형용사)的嘛。
라. 우리 엄마두 엄청 보수적이야. (세종 구어)
라′. 我妈妈우리

엄마也도很아주保守보수적(형용사)。

(9가)의 ‘부정적이다’는 ‘좋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내어 어떤 성질을 표현하는 것이
다. (9나)의 ‘비효율적이다’는 ‘효율성이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어떤 상태를 표
현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9가)와 (9나)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사적 표
현이 존재하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명사적 표현인 ‘부정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도 자주 볼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는 ‘不부정赞同찬성하다(찬성하지 않다)’, ‘没
有없다效率효율(효율성이 없다)’와 같이 동사적 표현을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9다)의 ‘열정적이다’와 (9라)의 ‘보수적이다’도 명사적 표현이지만 ‘성질’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중국어에서는 형용사 ‘热情(열정적인)’, ‘保守(보수적인)’를
사용해야 한다. 이 예들은 한국어에 대체 가능한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위의 (9가, 나) 예문과 차이가 있다. (9가, 나)의 명사 ‘X적’이 형용사의 의미 영
역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면 (9다, 라)의 명사 ‘X적’은 완전히 해당 형용사의 의
미 영역을 차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미인’류, ‘유감’류, ‘X적’류 명사 외에 아래와 같은 언어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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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만족감’류라고
부르기로 한다.

(10) ‘만족감’류 명사의 확장 양상
가. 노래를 쉬지 않을 생각을 하면 천하를 얻은 듯한 만족감이 가슴에 넘친다.
(세종 문어)
가′. 노래를 쉬지 않을 생각을 하면 천하를 얻은 듯 만족스럽다.
나. 경기에 나서기 전 부담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경기를 해서 기분 좋
다. (세종 문어)
나′. 경기에 나서기 전 부담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경기를 해서 기분 좋다.
다. 나는 더없이 불쾌감을 느꼈다. (세종 문어)
다′. 나는 더없이 불쾌했다.
라. 흔한 얼굴 좋지 뭐. 친근감 있고. (드라마ㆍ별을 따다줘)
라′. 흔한 얼굴 좋지 뭐. 친근하고.

위의 예문들은 모두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때 화자
는 심리형용사 ‘만족스럽다’, ‘부담스럽다’, ‘불쾌하다’, ‘친근하다’ 등을 통해서 충분
히 심리를 표현할 수 있지만 (10가~라)의 ‘만족감이 가슴에 넘치다’, ‘부담감이 있
다’, ‘불쾌감을 느끼다’, ‘친근감이 있다’처럼 ‘X감’ 명사와 다른 동사로 구성된 동사
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83) 심리형용사를 사용하든 ‘X감+동사’구조를 사용하든 모두
동사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만 ‘X감+동사’구조를 통해서도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
의 현저성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족스럽다’와 ‘부담스럽다’가 ‘만족감이 넘치다’,
‘부담감이 있다’보다 훨씬 경제적인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경제적이고
유표적인 ‘만족감이 넘치다’, ‘부담감이 있다’가 해당 상황에서 쓰일 수 있고, ‘만족
감이 있다’와 ‘부담감이 있다’에서 명사 ‘만족감’과 ‘부담감’은 ‘만족스럽다’와 ‘부담스
럽다’의 의미 중 일부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84)
83) ‘X감’ 뒤에 자주 쓰이는 동사로는 ‘넘치다’, ‘있다’, ‘느끼다’ 외에 ‘끝내주다’, ‘들다’, ‘주
다’, ‘높다’, ‘크다’ 등도 있다.
84) ‘만족감’류 명사로는 ‘부담감, 불만감, 친근감, 만족감, 불신감, 불쾌감’ 등을 더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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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형용사성 명사+이다’ 구문의 확장 양상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표 7>
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형용사성 명사+이다’ 구문의 확장 양상

유형
‘미인’류
형
용
사

‘유감’류

적
명

‘X적’류

양상
미인(beauty) → 미인
(beautiful)

인가(예쁘다) 했더니 어머니랑 아주 판

박이네요.
‘X스럽다’를 대신하는 난 다 좋은데 길이 너무 먼 게 유감이다
‘X이다’
형용사/동사를 대신하
는 ‘X적’

사
‘만족감’류

예
유세미 씨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미인

심리형용사를 대신하
는 ‘X감+ 동사’구조

(유감스럽다).
센터 설립에 부정적이었던(찬성하지 않
았던) 기재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현재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노래를 쉬지 않을 생각을 하면 천하를
얻은 듯한 만족감이 가슴에 넘친다(만족
스러웠다).

5.1.3. ‘명사성 명사+이다’ 구문

명사성 명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동사성 명사와 형용사성 명사와 달리, ‘움직임’
이나 ‘성질’, ‘상태’ 등 서술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지 않고 오직 어떤 구체적이거
나 추상적인 개체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동사성 명사와 형용사성 명사보
다는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서 ‘불이야!’,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애들이 무슨 죄야!’, ‘내 스타일이 아
니야.’처럼 동사나 형용사가 요구되는 상황에 ‘명사성 명사+이다’ 구문이 쓰이는 것
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럴 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불이 났어!’, ‘너
무 답답해!’,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마음에 안 들어.’이다. 이때 굳이 명사
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명사적 표현이 한국어 화자에게 더 활성화되기 쉽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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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명사성 명사가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처럼 형용사구 뒤에 명사 하나를 더 붙이거나, ‘애들이 무슨 죄
야!’처럼 실질 동사를 생략해서 대신 ‘이다’를 사용하거나, ‘내 스타일이 아니야.’처럼
관용 명사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기술의 편의상 이들을 각각 ‘명사 추가’
류, ‘동사 생략’류, ‘관용 표현’류라고 부르기로 한다.
먼저 동사구 뒤에 명사를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명사 추가’류의 확장 양상부
터 살펴보자.

(11) ‘명사 추가’류
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준단 말이야!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줘!
나. 말 안 해 주니까 또 설레는 맛이 있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나′. 말 안 해 주니까 또 설렌다.
다. 둘이 사이가 좋았던 모양이네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둘이 사이가 좋았나 봐요.
라.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이게.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라. 얼마나 고맙니.
마. 저는 한유라씨와 교제하던 사이가 아닙니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마′. 저는 한유라씨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바. 진짜 어떡하란 얘긴지. (세종 구어)/어떡하란 건지.
바′. 진짜 어떡하지.

위의 예문은 모두 명사성 명사가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상황에 쓰인 예
들이고 동사적 표현이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11
가′~바′)처럼 동사구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동사적 표현이 쓰이
기도 한다. 한편, 같은 상황에서 (11가~바)처럼 명사적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11가′~바′) 문장의 의미 중심인 동사 뒤에 피수식 명사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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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바)의 ‘명사성 명사+이다’ 구문을 구성한 것이다. 이때 명사적 표현은 어감상
동사적 표현보다 표현력이 더 강하고, 의미상 수식어와 수식을 받는 명사가 문장 전
체의 의미 중심이 된다.85)
다음은 ‘명사성 명사+실질 동사’구문에서 실질 동사를 생략해서 대신 ‘이다’를 사
용함으로써 명사적 표현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동사 생략’류를 살펴보
겠다.

(12) ‘동사 생략’류
가. 이는 편의점 원두커피의 가성비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 덕분이다.
(중앙일보 2015.02.16)
가′. 편의점 원두커피의 가성비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 덕분에 매출이
증가했다.
나. 불이야! (화재 발생 시)
나′. 불이 났어!
다. 우리 커플 그래서 문제야. (세종 구어)
다′. 우리 커플 그래서 문제가 있어.
라. 애들은 뭔 죄야. (세종 구어)
라′. 애들은 뭔 죄가 있다고.
마. - 환자는 어딨습니까?
- 네, 이쪽이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마′. -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 네, 이쪽에 있어요!
바. 무슨 소리야 지금?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12가)의 ‘편의점 원두커피의 가성비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 덕분이다.’를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편의점 원두커피의 가성비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85) ‘명사 추가’류에 자주 등장하는 명사로는 ‘말, 이야기(얘기), 모양, 맛, 일, 사이, 짓’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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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덕분에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해야 한다. 또한 졸업식에서 교수님들께 ‘졸업
축하해!’라는 말을 들었다면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에요!’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도 역시 ‘선생님들 덕분에 졸업했습니다!’에서 동사 ‘졸업하다’를 생략하여 명
사적 표현만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덕분이다’는 ‘…덕분에 어떻게 됐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이것은 ‘덕분’ 뒤의 실질 동사를 생략하고 명사적
표현 ‘…덕분이다’를 사용한 것이다. (12나)는 화재 발생 시 사용되는 긴급 호소문이
다. 이때도 실질 동사 ‘나다’가 생략되어 대신 ‘이다’가 사용되었다.
(12다)와 (12라)는 모두 ‘명사성 명사+이다’ 구문이 ‘명사성 명사+있다’를 대신
하여 ‘존재/소유’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한 예이다. ‘우리 커플 그래서 문제가 있어’
대신 ‘우리 커플 그래서 문제야’,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대신 ‘애들이 뭔 죄야!’가
쓰여 명사적 표현으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12마)의 ‘이쪽이요!’는 ‘이쪽
에 있어요!’의 의미인데 ‘에 있다’의 의미 영역으로 ‘명사성 명사+이다’ 구문이 확장
하였다. (12바)의 ‘명사성 명사+이다’ 구문은 ‘하다’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여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대신 ‘무슨 소리야 지금?’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명사적 표현의 확장은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낮은 중국어에서는 나타나
지 않는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대조해 보면 한국어의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난다.

(13) ‘동사 생략’류 명사의 한ㆍ중 대조
가. 이는 편의점 원두커피의 가성비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 덕분이다.
(중앙일보 2015.02.16)
가′. 这이것得얻다益익득于에서便利店原豆咖啡的性价比在某种程度上得到认可的氛围편의점
원두커피의 가성비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

(lit. 편의점 원두커피…인정을 받는 분위기에서 이득을 얻었다.)
나. 불이야! (화재 발생 시)
나′. 着나다火불了완료！
(lit. 불이 났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덕분이다’는 ‘…덕분에 어떻게 됐다’의 실질 동사가 생
략되고 명사적 표현이 쓰인 것이다. (13가)는 어떤 ‘수혜’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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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고 동사적 표현이 요구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 ‘…분위기 덕분에 매
출이 증가했다’와 명사적 표현 ‘…분위기 덕분이다’가 모두 가능하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는 동사구 ‘得얻다益익득于…에서(…에서 이득을 얻었다)’를 사용하여 동
사적 표현만 가능하다.
(13나, 나′)은 화재 발생 시 사용되는 긴급 호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불이 났
어!’도 가능하지만 ‘불이야!’처럼 실질 동사를 대신하여 ‘이다’가 쓰이는 명사적 표현
도 가능하다. 중국어에서는 반드시 실질 동사 ‘着(나다)’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이
때 영어에서는 명사 ‘FIRE!’ 하나만으로 동일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일본어는
명사에 계사가 결합하여 쓰여 한국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네 가지 언어의 문장 구성을 비교해 보자.

<그림 9> 한ㆍ중ㆍ영ㆍ일에서 화재 발생 시 호소문의 구조

위의 <그림 9>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해당 표현에서 명사가 담당하는 어휘적 의
미의 비중이 커진다. 한ㆍ중ㆍ영ㆍ일의 이러한 표현 구조의 차이는 각 언어에서 명
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의 현저성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중에 명사적 표현
의 현저성이 가장 강한 영어에서는 명사만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를 표현
할 수 있는 반면에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이 가장 약한 중국어에는 반드시 실질적
의미를 가진 동사가 개입해야 한다.
네 가지 표현에서 명사가 담당하는 어휘적 의미의 비중을 아래와 같은 <그림
10>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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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화재를 알리는 호소문에서 명사가 담당하는 어휘적
의미의 비중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은 영어만큼의 현저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어의 명사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현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관용 표현과 화용적 명사 표현의 확장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4) 명사적 관용 표현
가. 은근 해외 체질이라서 해외 촬영 같은 거 갈 때, 고추장하고 김치만 있으면
몇 달씩 아무렇지 않았어.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가′. 해외 생활에 잘 적응해서 해외 촬영 같은 거 갈 때, 고추장하고 김치만 있
으면 몇 달씩 아무렇지 않았어.
나. 나는 딱 봤을 때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귈 생각은
안 해. (세종 구어)
나′. 나는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귈 생
각은 안 해.

최근에 ‘…에 잘 적응하다’라는 뜻으로 ‘…체질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
다. ‘해외 생활에 잘 적응하다’라는 것을 ‘해외 체질이다’라고 한다든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을 ‘공부 체질’이라고 한다든가, 도시 생활을 더 잘 하는 사람을 ‘도시 체
질’이라고 하는 등 ‘X체질이다’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무엇에 잘 적응하다’라는 의미를 은유를 통해서 명사적 표현인 ‘X체질이다’
구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14나)의 ‘내 스타일이 아니다’도 마찬가지다. 이는 ‘내 마
음에 안 들다’의 의미인데 역시 은유를 통해서 명사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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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은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명사적 관용 표현이 어떤 움직임이나 성질을 나타내
고 동사의 의미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 움직임이나 성질을 그대로 동사구로 표현하
는 것보다는 명사적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어감상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어서
젊은 층의 대화나 신조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명사적 관용 표
현이 많이 만들어진 것은 한국어 화자에게 있어 동사구보다 명사적 표현이 더 쉽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동사의 의미 영역을 나타내는 명사적 관용 표현은 앞서 제시
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어서 화용적으로 쓰이는 명사적 표현의 확장을 살펴보자.

(15) 화용적으로 쓰이는 명사적 표현
가. 눈이다! (창밖에 눈이 온 것을 보고)
가′. 눈이 왔어!/눈 온다!
나. 오늘 점심은 자하연이야?86)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나′. 오늘 점심은 자하연에서 먹어?

(15)의 예문은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동사)가 생략되어 명사만 나타나는 문장이 사용된다. 예문에서 ‘눈
이다’, ‘자하연이다’는 각각 ‘눈’, ‘자하연’이라는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다’, ‘자하연에서 먹다’라는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화자와 청자는 해당 발
화 현장에서 생략된 동사를 쉽게 보완해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예문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의 사용 양상을 대조해 보자.
(16) 화용적으로 쓰이는 명사적 표현의 한ㆍ중 대조 양상
가. 눈이다! (창밖에 눈이 온 것을 보고)
가′. 下내리다雪눈啦감탄

어조사！

(lit. 눈이 왔어!)
나. 오늘 점심은 자하연이야?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나′. 今天오늘中午점심在에서紫霞渊자하연吃먹다吗의문
86) ‘자하연’은 식당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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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사？

(lit. 오늘 점심은 자하연에서 먹나?)

창밖에 눈이 온 것을 보고 혼자 감탄할 때 한국어는 ‘눈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중
국어는 ‘下내리다雪눈啦감탄

어조사(눈이

왔어!)’가 쓰여 실질 동사 ‘下(내리다)’가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16다)에서 자하연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의미
로 한국어에서는 ‘점심은 자하연이야?’라고 명사적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같은 상
황에서 중국어는 ‘在에서紫霞渊자하연吃먹다吗의문

어조사(자하연에서

먹나)?’와 같이 동사구

‘在에서…吃먹다(…에서 먹다)’가 꼭 있어야 한다. 명사 ‘紫霞渊(자하연)’ 홀로 ‘在에서紫
霞渊자하연吃먹다(자하연에서 먹다)’의 의미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발
화 현장이 주어지더라도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처럼 명사만으로 동사(구)의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명사성 명사+이다’ 구문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는 양상
은 아래와 같이 <표 8>로 정리할 수 있다.

<표 8> ‘명사성 명사+이다’ 구문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는 양상

유형
‘명사 추가’

양상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동사구 뒤에 명사 추가
류
믿어 준단 말이야(안 믿어 줘)!
명
‘동사 생략’ ‘X+실질 동사’를 대신하는 애들은 뭔 죄야(뭔 죄가 있다
사
류
‘X+이다’
고).
적
은근 해외 체질이라서(해외 생활
동사구를 대신하는 명사적
관용 표현
에 잘 적응해서) 해외 촬영 같은
명
관용 표현
거 갈 때…
사
화용적 표현

‘X+실질 동사’를 대신하는 오늘 점심은 자하연이야(자하연
‘X+이다’(화용조건필수)

에서 먹나)?

여기에서는 ‘명사+이다’ 구문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는 양상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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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는 그 의미적 성질에 따라 ‘동사성 명사’, ‘형용사성 명
사’, ‘명사성 명사’를 분류하고, 각 유형의 명사와 ‘이다’의 결합형이 동사가 요구되
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의 명사적
표현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실제 언어 사용 현장에서 많이 발견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 명사의 이러한 확장 양상이 가지는 특수성은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의존명사 구문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는 양상을 이어서 보겠다.

5.2. 의존명사 구문

의존명사가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 ‘개체’를 가리
키는 것이다. 예컨대 ‘갈 데가 없다’의 ‘데’, ‘내가 준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니?’의
‘것’, ‘3개월 이내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자’는 어떤 구체적 개체를 가리키
는 것이고, ‘그 책을 다 읽는 데(에) 3일 걸렸다.’의 ‘데’와 ‘그가 고백한 것을 아직
도 기억하고 있니?’의 ‘것’은 추상적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다.87) 그러나 한국어에서
는 이러한 ‘개체’를 가리키는 것 외에 의존명사 구문을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1년이 지나갔다’라는 사건을 ‘(저
번에 제주도에 찾아온 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구나/다 되었구나.’라고 동사적 표
현으로 실현할 수도 있고 ‘(저번에 제주도에 찾아온 때로부터 거의) 1년 만이구나.’
라고 명사적 표현으로 실현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상의 의미를 나
타내는 의존명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난 지금 밥 먹고 있어요.’를 ‘난 지금 밥
먹는 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의존명사 ‘중’과 ‘이다’의 결합형을 통해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유사한 양상은 부정에서도 볼 수 있다. ‘확인되지
87) 여기 인용한 예문은 이선웅(2012: 137)에서 제시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의존명사’
는 보통 통사적으로 자립성이 없고, 의미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이선웅(2012: 135-7)에서 ‘구체적’ 대상을
가리키는 의존명사도 많이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하였다.

- 127 -

않았다’를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존명사 ‘바’와 ‘없다’의 결합형
이 움직임을 부정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예를 든 대로 동사
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존명사 구문이 쓰인 것과 의존명사를 통해서 시제, 상 그리
고 부정이 표현되는 양상을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

5.2.1. 동사/형용사 의미 영역으로의 확장

의존명사는 형태적으로 자립성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앞에서 보았던 명사성 명사
와 아주 유사한 범주이다. 의존명사 구문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식도
명사성 명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실질 동사를 생략하고 대신 ‘이다’를 사용
하는 것과 문장의 의미 중심인 동사 뒤에 피수식 의존명사가 붙여 명사적 표현을
만드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후자에서는 의존명사가 ‘이다’뿐만 아니라 조사나
다른 동사와도 같이 나타난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예를 보자.

(17) ‘동사 생략’류
가.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이 수비크항에 기항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중앙일보 2015.04.05)
가′.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이 수비크항에 기항한 지는 15년이 지났다.
가′′. 海上自卫队的潜水艇是时시간隔떨어져

있다15年15년再次停泊在苏比克港。

(lit. 해상 지위대의 잠수함이 1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소비크항에 기항했다.)

한국어에서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의 사건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 ‘만’
이 쓰일 수 있다. (17가)에서 한국어는 ‘15년 만이다’라고 명사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는 ‘时시간隔간격을

두다15年15년’(15년의

간격을 두었

다)라고해서 동사 ‘隔(간격을 두다)’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유형은 문장의 의미 중심인 동사 뒤에 피수식 의존명사가 붙어 명사적
표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 길고 복잡한 수식어를 가진 의존명사가 해당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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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중심이 된다.

(18) 긴 수식어를 가진 의존명사
가. 이 중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 33.5%를 득표해 17석을 얻었으며 국민의당
(26.74%) 13석, 더민주(25.54%) 13석, 정의당(7.23%) 4석의 순이었다.
(중앙일보 2015.04.15)
가′. 其中比例代表中新国家党占33.5%，获得17个席位，其后그
다 国民议党 (26.74%)13个席位 、共同民主党

다음에依次순차적으로是이

(25.54%)13个席位 、正义党

(7.23%)4个席位。
(lit.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국민의당 13석, 더민주 13석, 정의당4석이다.)
나. 내가 거의 안 하는 편이구. (세종 구어)
나′. 내가 거의 안 하구.
다. 니 할 일이 아버지 밥 챙겨 드려두 시원찮은 판에 니가 아버지가 다 하구
있구. (세종 구어)
다′. 니 할 일이 아버지 밥 챙겨 드려두 시원찮은데 니가 아버지가 다 하구 있
구.
라. 너 얼마나 잘났다구 나한테 그런 식으루 얘기를 해. (세종 구어)
라′. 너 얼마나 잘났다구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마. 그리구 내가 이케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거든. (세종 구어)
마′. 그리구 내가 이케 약간 우유부단하거든.

(18가)는 ‘순서가 (이렇다)’를 대신하여 ‘(이러한) 순이다’를 사용한 것이고 (18나)
는 동사구 ‘안 하다’ 뒤에 피수식 성분 ‘편이다’를 추가하여 명사적 표현 ‘안 하는 편
이구’을 만든 것이다. (18가)와 (18나)는 모두 ‘의존명사+이다’ 구문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명사적 표현에서 문장 전체의 의미 중심이 되는 동사구
가 의존명사의 수식어가 된 명사적 표현이다. (18다)와 (18라)는 의존명사와 조사
의 결합형이 동사구 대신 쓰인 것이다. ‘시원찮은데’를 대신하여 ‘시원찮은 판에’,
‘그렇게’를 대신하여 ‘그런 식으루’가 쓰여 해당 부분에서 명사적 표현을 선택한 것
이다. (18마)에서는 ‘우유부단하거든’을 대신하여 ‘우유부단하는 면이 있거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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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의존명사가 ‘있다’와 같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동사구만으로도 의
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게다가 동사구 뒤에 의존명사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동사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비경제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동사
구 뒤에 의존명사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에게 명사적 표현이 더 활성화
하기 쉽기 때문이다.

5.2.2. 시제와 상의 지배

일반적으로 시제와 상의 의미는 영어처럼 동사의 형태 변화를 통해서 실현되거나
중국어처럼 동사에서 발달한 시제(상) 표지를 사용해서 실현된다. 그런데 한국어에
서는 의존명사를 통해서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진행상을 나타내는 ‘는 중’,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ㄹ 것’,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ㄴ 적’이 그것이다.
우선 진행상을 나타내는 ‘-는 중’의 용례를 보자.

(19) 진행상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중’
가. 하지만 요즘 A사는 중국에서 철수할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중앙일보 2015.08.11)
가′. 하지만 요즘 A사는 중국에서 철수할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나. 양 씨는 검거 직후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세종 문어)
나′. 양 씨는 검거 직후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고 있다.
다. 인질을 잡고 도주 중이다..!! 검은색 카니발로 넘버는 서울 라의 1231.
(영화ㆍ육혈포강도단)
다′. 인질을 잡고 도주하고 있다..!! 검은색 카니발로 넘버는 서울 라의 1231.
라.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야. (세종 구어)
라′.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

(19)의 예문은 모두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에 쓰인다. 이때 (19가′~라′)처
럼 진행상 표지 ‘-고 있다’를 사용할 수도 있고 (19가~라)처럼 의존명사 ‘중’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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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결합형를 사용할 수 있다. ‘-고 있다’와 ‘중이다’는 서로 대신 쓸 수 있을 만
큼 의미상 별 차이가 없지만 형태적으로는 많이 다르다. ‘-고 있다’는 동사 ‘있다’와
관련하여 발달한 상 표지인 반면에 ‘중이다’는 ‘이다’를 생략해도 사용 가능하기 때
문에 ‘진행’의 의미가 의존명사 ‘중’에 많이 실려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전자는
동사적 표현을 통해서, 후자는 명사적 표현을 통해서 진행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진행’의 의미는 어떤 움직임을 가리키므로 동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고 예상하기 쉽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적 표현뿐만 아니라 명사적 표현도 자
연스럽게 사용 가능하다. 즉, 명사적 표현 ‘중이다’가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
여 ‘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ㄹ 것’의 용례를 보자. ‘-ㄹ 것’은 앞에서 보았던
‘중’과 달리, ‘-ㄹ 것’과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한국어 표현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중국어의 사용양상과 대조를 통해서 살펴보자.

(20)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ㄹ 것’
가. 수출이 감소하는 마당에 원고(高)까지 되면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중앙일보 2015.01.06)
가′. 若在出口缩减的情况下再加上韩元汇率增加的问题, 打击충격将会미래시제

표지很매우

大크다。
나. 우리는 그 길을 밟지 않을 것이다. (세종 문어)
나′. 我们우리不부정会미래시제

표지走上밟다那条路그 길。

다. 기자 회견 어디서 할 거야?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记者会기자회견你너要미래시제

표지在에서哪儿어디开(기자회견을) 열다?

라. 칼국수 뺏어 먹을 거야. (세종 구어)
라′. 我나要미래시제

표지抢뺏다你너的의刀削面칼국수吃먹다。

의존명사 ‘것’이 개체를 가리키는 외에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는 양상은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다. ‘먹을 것’, ‘제한되어 온 것’ 등 구체적이나 추상적인
‘개체’를 가리키는 것은 ‘것’의 기본 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것’이 사용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명령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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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분쟁 예방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88) 명령이나 강조의 의미 영역
으로 확장한 ‘것’은 본고에서 ‘명사적 표현이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는 현상’
을 다루는 취지와 멀어지므로 이 자리에서 깊이 다루지 않겠으나 후일의 과제로 흥
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동사의 의미 영역과 관련된 ‘것’은 (20)의 예와
같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ㄹ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중국어를 보면 모
두 동사에서 발달해 온 미래 시제 표지 ‘要(원하다→ will)’, ‘将(이끌다 → be going
to)’, ‘会(모이다 → would)’를 사용한다. 물론 한국어에 미래 시제 표지 ‘-겠-’이
존재하지만 (20나) ‘우리는 그 길을 밟지 않을 것이다.’를 ‘우리는 그 길을 밟지 않
겠다.’라고 바꿔 써도 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ㄹ 것이다’만 가능하다.
중국어의 미래 시제 표지들이 모두 동사에서 발달해 온 것이므로 일종의 ‘동사적 표
현’의 미래 시제라고 한다면, 한국어의 ‘-ㄹ 것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ㄹ’이 의
존명사와 결합하여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명사적 표현’의 미래 시제라고 할 수
있다. (20가, 다, 라) 예문에서 모두 ‘-겠-’을 사용할 수 없고 ‘-ㄹ 것이다’만 가능
한 것을 보면 명사적 표현이 한국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의 일부를 완
전히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모두 동사에서 발달해 온 시제 표
지를 사용한다.
88) 의존명사 ‘것’은 시제 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 영역으로 확장한 모습을 볼 수 있
다. 해당 예문은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1) 강조의 ‘것’
가. 궁금하면 지는 거야.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나. 그것이 경제 정치 문화 및 전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이다. (세종 문어)
(2) 추측의 ‘것’
가. 허약한 군대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세종 문어)
나. 한 오 년 사겼을 거야. (세종 구어)
(3) ‘명령’의 ‘것’
가. 기말보고서를 12월 23일에 제출할 것.
‘것’은 의존명사 본래 개체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문법 범주에 쓰이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현저성 범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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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양상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적’에서도 볼 수 있다.

(21) 한국어와 중국어 과거 시제의 대조
가. 한국은 2005년 부산에서 APEC정상회의(제13차)를 개최한 적이 있다.
(중앙일보 2015.03.12)
가′. 韩国曾于2005年在釜山부산에서举办개최하다过과거시제

표지APEC领导人会议(第13

届)APEC정상회의(제13차)。
나. 보건당국이나 의사협회에서 메르스에 관한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중앙일보 2015.06.09)
나′. 未曾부정从에서保健当局或医生协会处보건당국이나

의사 협회收到받다过과거시제 표지有关…에

관한MERS的의指示지침。

다. 사건 당일 크루즈에서 도민준 씨 보신 적은 없습니까?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请问事发当日你有没有在游艇上크루즈

에서见보다过과거시제 표지都敏俊先生도민준 씨?

라. 혹시 송이한테 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라′. 您당신听듣다颂伊송이提起이야기하다过과거시제

표지我나吗의문 어조사?

위의 예문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황에 쓰인 것들이다. 한국어
에서는 의존명사 ‘적’과 ‘있다/없다’의 결합형을 사용하고 중국어에서는 동사에서 발
달해 온 과거 시제 표지 ‘过(지나다 → have done)’를 사용한다. 역시 전자는 명사
적 표현, 후자는 동사적 표현을 통해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5.2.3. 부정 표현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동사의 부정으로는 ‘안’, ‘못’ 혹은 ‘…지 않다’, ‘…지 말다’
를 사용하며 명사의 부정으로는 ‘가/이 아니다’, ‘가/이 없다’를 사용한다. 그러나 아
래와 같은 예문은 동사에 대한 부정에 ‘아니다’를 사용한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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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것이 아니다’의 확장 양상
가. 국내에서도 해외직구족이 늘면서 직구를 통한 소비는 낯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 2015.11.13)
가′. 국내에서도 해외직구족이 늘면서 직구를 통한 소비는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다.
나. 이념의 필요성은 정보화 사회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세종 문어)
나′. 이념의 필요성은 정보화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다. 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기.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기.
라. 행복한 꿈은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라′. 행복한 꿈은 꾸지 말아야 했어요.

(22가, 다)는 어떤 상태나 성질을 부정하는 것이고 (22나, 라)는 어떤 움직임을 부
정하는 것이다. 이때 (22가′~라′)처럼 ‘낯설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중요하지 않
다’, ‘(꿈을) 꾸지 말다’ 등 동사에 대한 부정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22가)~(22라)
처럼 동사 뒤에 피수식의 의존명사 ‘것’을 붙여서 ‘낯선 것이 아니다’, ‘어울리는 것
이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사의 부정형을 사
용할 수도 있다. (22) 예문의 상황에서 동사적 부정형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도 적
합한 뿐만 아니라 명사적 부정형보다 짧기 때문에 더 경제적인 선택인데도 불구하
고 한국어의 실제 상용 양상에서는 (22가~라)와 같이 명사적 부정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도 역시 한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
도가 높으며 화자에게 더 쉽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명사적 표현이 ‘비경제성’을 감수
하면서 동사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구어에서는 ‘것이 아니다’의 생략형인
‘아니다’도 동사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다.

(23) 구어에서 명사 부정형의 확장 현상
가. -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c.f. *감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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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谢谢감사하다!
- 不부정客气예의

차리다/不用부정谢감사하다!

(lit. 예의 차리지 말다/감사하지 말다.)
(c.f. *不부정是이다!)
나. - 너무 예쁘세요!
- 아니에요.
(c.f. *예쁘지 않아요.)
나′. - 你너真참漂亮예쁘다!
- 过奖과찬하다了과거

89)

시제!/哪(里)부정을 나타내는 부사(漂亮예쁘다)!

(lit. 과찬하셨습니다/안 예쁘다.)
(c.f. *不부정(아니다)是이다!)

‘감사하다’는 동사, ‘예쁘다’는 형용사이지만 이들을 부정하는 위의 예문에서는 ‘감사
하지 마세요!’ ‘예쁘지 않아요!’라고 하지 않고 ‘아니에요!’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아
니에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의 생략형이고 명사의 부정형이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의 쓰임과 대조해 보면, ‘不부정客气예의
감사하다(감사하지

말다)!’, ‘过奖과찬하다了과거

차리다(예의를

차리지 말다)!’, ‘不用부정谢

시제(과찬하셨습니다)!’

등 동사의 부정형만

가능하다. 명사의 부정형인 ‘不부정是이다(아니다)!)가 이러한 상황에 쓰이면 비문이
된다. (23)의 예를 통해서 한국어에서 명사의 부정형이 동사 부정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가 낮은
중국어에서 일어나기 어렵다.
동사 부정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명사 부정형은 ‘것이 아니다’뿐만 아니라 의
존명사와 ‘없다’의 결합형도 있다.

89) 여기 ‘哪(里)’는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where)가 아니고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哪(里)’의 의항에 대한 《新华字典》의 기술은 아래와 같다.
哪 nǎ 【副】 用于反问,表示肯定、否定或加强语气〖why; how〗
哪得自任专。——《玉台新咏·古诗为焦仲卿妻作》
(한국어 번역: 哪 nǎ 【부사】 반의 의문문에 쓰여 긍정, 부정,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why; how〗; 예: 哪得自任专。——《玉台新咏·古诗为焦仲卿妻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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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없다’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바’
가. 다음 회담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중앙일보 2015.12.18)
가′. 다음 회담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나. 통추회의 차원에서는 아직 통합신당의 지도체제 문제를 공식 거론한 바
없다. (세종 문어)
나′. 통추회의 차원에서는 아직 통합신당의 지도체제 문제를 공식 거론하지
않았다.
다. 비녀의 주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비녀의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 확인된 바 없다구. (세종 구어)
라′. 확인되지 않았다구.

위의 예들은 모두 ‘과거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문
이다. 이때 (24가′~라′)에서처럼 ‘지 않다’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24가~라)에
서처럼 ‘바가 없다’로 표현할 수도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 ‘거론하지 않았다’, ‘알려
지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두 동사에 대한 부정이고 ‘정해진 바 없다’, ‘거
론한 바 없다’, ‘알려진 바가 없다’, ‘확인된 바 없다’는 모두 의존명사 ‘바’의 부정형
을 사용한 것이다. ‘바 없다’도 역시 어떤 사건을 부정하는 상황에 명사의 부정형을
사용한 예이다.
다음은 의존명사는 ‘나위’가 ‘없다’와 결합해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를 보자.

(25) ‘없다’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나위’
가. 무기체계에서는 납땜 하나도 중요한데 볼트ㆍ너트 같은 기초 부품의 중요성
은 말할 나위가 없다. (중앙일보 2015.04.05)
가′. 武器体系中即使是个锡焊也都很重要, 更더욱别부정(지
帽这种基础部件的重要性볼트ㆍ너트

말다)说말하다像螺丝钉、螺丝

같은 기초 부품의 중요성了문장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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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 볼트ㆍ너트 같은 기초 부품의 중요성을 말하지 말다.)
나. 가을 햇살과 숲 향기를 가득 머금은 능이버섯[虎掌菇]은 맛과 영양 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건강식품이다. (중앙일보 2015.10.21)
나′. 饱含秋日阳光和松树林香气的虎掌菇，从味道和营养上看，都是无부정(아니다)可가능
하다挑剔트집잡다的의健康食品。

(lit. 맛과 영양 면에서 모두 트집을 잡지 못하는 건강식품이다.)

(25가)는 기초 부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국어는 ‘别지

말다说말하다(말하지

말다)’라고 동사의 부정형 ‘别(지 말다)’를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어는 ‘말할 나위가
없다’를 사용하였다. 전자는 동사를 부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의존명사 ‘나위’를 부정
하는 것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의존명사의 부정형을 통해서 ‘말하지 말다’라는 움직
임에 대한 부정을 표현한 것이다. (25나)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 명사의 부정형
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중국어로 번역될 때는 ‘无부정(아니다)可가능하다挑剔트집잡다(트집을
잡지 못하다)’라는 동사의 부정형이 사용된다. 유사한 양상은 ‘가능’을 나타내는 의
존명사 ‘리’와 ‘수’에서도 볼 수 있다.

(26) ‘없다’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리’
가. 모두들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달라질 리 없는 풍경이다.
(중앙일보 2015.01.14)
가′. 所有的都在原来的地方原封不动，因此这是不부정(아니다)可能가능하다有있다变化변화的
风景。
나. 우리 아들은 착하고 소심한 아이다.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
(중앙일보 2015.12.10)
나′. 我儿子很善良、谨慎，不부정(아니다)可能가능하다做하다了과거

시제那种그러한事情일。

다. 그런 게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那种그러한事情일根本원래不부정(아니다)会가능하다存在존재하다。

(27) ‘없다’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수’
가. 최근 들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아오는데 투표일인 오늘은 셀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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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일보 2015.01.18)
가′. 最近平均每天来这的游客有100多人, 投票日的今天更是数세다不부정(못하다)胜완전히
数세다。
나.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죠. (드라마ㆍ풀 하우스)
나′. 那个我们也不부정(못하다)知道알다。

(26)의 예문들은 모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다. 한국어는 ‘리가
없다’라는 의존명사의 부정형을 사용한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는 ‘不부정(아니다)可能가
능하다(가능하지

않다)’, ‘不부정(아니다)会가능하다(가능하지 않다)’를 사용하여 동사의 부정

형을 사용한다. 즉, 가능성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전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리
없다’를 선택하는 반면에 중국어는 ‘가능하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부정(아니다)
会/可能가능하다’를 선택한 것이다.
(27)은 능력에 대한 부정이다. 이도 역시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수(가) 없다’를 사용
해서 전자와 같이 명사적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어에서는 ‘不부정(못하다)知道알다(알지
못하다)’, ‘不부정(못하다)胜완전히数세다(다 세지 못하다)’와 같은 동사의 부정형을 사용한
다. (26)과 (27)의 경우는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이
럴 때 한국어는 명사적 표현을 선호하고 중국어는 동사적 표현을 선호한다는 것을
위의 대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3. 명사적 수식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흔히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 독립
어 등이 언급되어 왔다. 이 중에서 주어, 목적어와 보어는 서술어의 필수적 의미역
정보를 나타내므로 문장의 주성분이라고 하였다(이홍식 1996). 나머지 문장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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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부사어와 관형어는 모두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구)를
수식하려면 부사어를 사용하고, 명사(구)를 수식하려면 관형어를 사용하는 등 부사
어와 관형어의 구별이 뚜렷하여 기존에는 이 두 가지 수식 성분을 같이 주목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래의 예를 통해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사어와 관형어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28) 부사어와 관형어의 수식 효과
가. 동물 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가′. 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한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추가적으로 반대의 정도(강
력)를 표현하기 위해서 (28가)처럼 부사어 ‘강력하게’를 사용하여 동사 ‘반대하다’를
수식할 수도 있고, (28나)처럼 관형어 ‘강력한’을 사용하여 명사 ‘반대’를 수식할 수
도 있다. 즉 두 문장은 의미상 별 차이가 없지만 수식 성분의 쓰임이 다르다. 언어
목록유형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문장의 수식 성분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
는지도 언어마다 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가 높
은 언어에서는 수식 성분들이 관형어로 나타나 명사(구)에 붙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에 동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가 높을수록 수식 성분들이 부사어로 나타나 동사구
에 붙는 경향이 강하다. 즉, 현저성 범주가 그렇지 않은 범주보다 더 복잡한 수식
성분을 지배하는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를 통해서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은 언
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에서 수식 성분이 쓰이는 구체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9) 한ㆍ중 관형어와 부사어 선택의 차이
가. 그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한다.
그는 동물 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가′. 他그强烈강력하게反对반대하다动物实验동물실험。
(lit. 동물 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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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그对에

대해서动物实验동물 실험进行하다强烈的강력한反对반대。

(lit. 동물 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한다.)
나. 그러나 V낸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 기술이다.
(중앙일보 2015.08.12)
나′.

然而V-NAND是三星电子在世界上首次独自독작적으로开发개발하다出来결과보어的의技
术기술。
(lit.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다. 솔직히 이해 안 될 때가 많아.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다′. 说实话, 我经常자주不부정能가능하다理解이해하다。
(lit. 솔직히 자주 이해 안 됐어.)
라. 아니야, 저게 흔한 구성이 아니야. (드라마ㆍ별에서 온 그대)
라′. 不是, 这样的이러한商品상품可정도

부사(결코)不부정多많다。

(lit. 저게 구성이 흔하지 않아.)

(29가)에서 ‘강력’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전체 문장에서 수식 성
분의 역할을 한다. 한국어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강력한 반
대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두 표현은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지만 구조적 관점으
로 보면 전자에서는 수식 성분이 부사어로 나타나고 동사를 수식하는 반면, 후자는
수식 성분이 관형어로 나타나고 명사 ‘반대’를 수식한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에서
는 ‘强烈강력하게反对반대하다动物实验동물실험(동물 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해서
‘强烈(강력)’이 부사어로 쓰이는 문장만 자연스럽다.
(29나, 나′)은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V-NAND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보도한 내용이다. 여기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외의 수식 성분인
‘독자’는 한국어에서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独
自독작적으로开发개발하다出来결과보어的의技术기술(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쓰여 ‘독작’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물론 한국어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
술’도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관형어를 사용하는 ‘开发개발하다出来결과보어的의独自독작적
으로技术기술(개발한

독자 기술)’은 비문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추가적 의미를 나타내

는 수식 성분이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고 서술어에 붙어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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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국어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9가)와 (29나) 같은 문어에서뿐만 아니라 구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29다)와 (29라)는 구어의 예이다. ‘자주 이해 안 됐다.’를 ‘이해 안 될 때
가 많다.’라고 사용한 것과 ‘구성이 흔하지 않다.’를 ‘흔한 구성이 아니다.’라고 사용
한 것도 명사적 수식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일반 명사+이다’ 구문에서 일반 명사가 길고 복잡한 수식 성
분을 달고 나오는 현상을 문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의 한국어 문장은
중국어로 번역할 때 여러 동사구로 풀어 써야 한다.90)

(30) ‘복잡한 수식 성분을 가진 명사+이다’ 구문과 중국어의 대조
가. 정직하고 선량한 법조인이 갑자기 범죄인으로 누명을 쓰면서① 경찰의 추적
을 피해나가는 한편② 자신이 누명을 입게 된 배경을 치밀하게 파헤쳐나가는
③ 줄거리다.
(중앙일보 2015.04.05)
가′.

故事梗概为이다，正直、善良的司法人员突然被冠上犯罪嫌疑人的罪名ⓐ，在躲
避警察的追捕的同时ⓑ，细致地查明让自己背上罪名的背景ⓒ。
(lit. 줄거리는 정직하고 선량한 범조인이…파헤쳐나갔다.)

나.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기를 나쁘게 보는 회사가 늘었다는 의미다.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중앙일보 2015.08.11)
나′. 越往100以下跌落，就意味의미하다着고

있다觉得景气不好的公司有所增加。如果在

100以上，则与와之相反반대되다。
(lit. 경기를 나쁘게 보는 회사가 늘었다고 의미한다.)
다. 포맨 스파 트리트먼트는 바디 마사지와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겸한 서비스다.
(중앙일보 2015.04.04)
다′. 男士SPA疗法同时提供제공하다身体按摩和脸部护理。
90) 이러한 현상은 아래와 같은 단어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의미, 상황, 서비스, 줄거리,
정도, 내용, 얘기, 규모, 말, 일, 모양, 사이, 문제, 소리, 방침, 심산, 기분, 느낌, 마음, 심
정, 의견, 심사, 경향, 기색, 기세, 눈치, 속셈, 안색, 눈빛, 태세, 표정, 실정, 입장, 상황,
처지, 태세, 형국,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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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 포맨 스파 트리트먼트는 다지 마사지와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제공한다.)

위의 예들을 통해서 한 문장에서 주성분을 제외한 추가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들
이 서술어의 수식 성분으로 나타나는지, 논항의 수식 성분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은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
았다.

5.4. 소결
현저성 범주는 강한 확장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명
사적 표현이 동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 또한 동사와 관련된 의미 영역(예컨대 시
제 상과 부정)에까지 확장하는 양상을 보았다. 이러한 의미 영역으로 확장된 명사적
표현은 주로 ‘명사+이다’와 ‘의존명사 구문’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5.1.에서
는 명사와 ‘이다’ 통합형의 확장 양상을 살펴보았고 5.2.에서는 의존명사와 ‘이다’ 통
합형의 확장 양상을 살펴보았다. 5.3.에서는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가 높을수록
수식성분이 명사에 붙어 관형어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현상을 다루었다.
5.1.에서 살펴본 ‘명사+이다’구문과 5.2.에서 살펴본 의존 명사 구문이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동사와 관련되는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을 <표
9>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명사적 표현의 확장
명사적 표현

형태

확장된 의미 영역

X하다
움직임

➜

(동사의 의미 영역)

X이다

관형어의
받는

용례
수식을

‘명사+이다’

구문
‘X하다’를

지급준비율 등을 추가로 인하할 전
망이다.(인하한다고 전망한다).

대신하 자랑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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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X이다’
X+실질 동사 ➜ X이다
동사 뒤에 피수식 (의존)명
사 추가
관용적/화용적
명사 표현

상태/성질

아무도 안 믿어 준단 말이야(믿어
줘)!
내가 거의 안 하는 편이구(안 하구).

관용표현

내 스타일 아니다(내 맘에 안 든다).

화 용 적 표 오늘 점심은 자하연이다(자하연
현

에서 먹는다).
천하를 얻은 듯한 만족감이 가슴

X적, X성, X감

에 넘친다(만족스러웠다).
난 다 좋은데 길이 너무 먼 게

(형용사의 의미 영역)

X스럽다 ➜ X이다

시제/상

학교에 난리야(난리 났어)!

유감이다(유감스럽다).

의존명사를 통해서 시제와
상을 나타냄

칼국수 뺏어 먹을 거야.
생각중이다(생각하고 있다).
부산에서 APEC를 개최한 적이 있다.

① 것이 아니다
행복한 꿈은 꾸는 것이 아니었습
부정

‘의존명사+아니다/없다’가 니다(꾸지 말아야 했다).
② 나위/리/수/바…가 없다
동사의 부정을 나타냄
확인된 바 없다(확인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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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요약
언어목록유형론(Linguistic Inventory Typology, 言語目錄類型論)은 ‘언어 목록’과
‘현저성 범주’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는 ‘범주를 뛰어넘은 대응’ 현상에 주목하여 언
어 간 목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미시적으로는 ‘언어 내부 범주의 확장’
양상에 주목하여 한 언어 내부의 표현 수단들이 언어 목록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지를 관찰하는 방법론이다.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의 집합이 그 언어의 ‘목록(Linguistic
Inventory, 言語目錄)’이다. 인간의 언어 행동은 화자가 자신의 언어 목록에 저장되
어 있는 수단들 중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언어로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언어 목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목으로, 다른 표현 수단보다 더 강
력하고 언어 목록의 중요한 위치에 저장되는 범주를 현저성 범주(Mighty Category,
顯著性範疇)라고 한다. 현저성 범주는 심리적으로 쉽게 활성화되어 사용 빈도가 높
으며 다양한 문법 가능을 가진 범주이다. 또한 현저성 범주는 원래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다른 의미 영역까지 확장되는 능력이 강한 범주이다. 한편, 현저성
범주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현저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개
념인 ‘현저도’를 제기하였다.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
러 다른 언어와의 대조가 꼭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외국어 교
육이나 통ㆍ번역, 그리고 언어 간의 친소관계에 주목하는 언어유형론에 유익한 정보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목록유형론의 시각에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을 관찰하였
다.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은 중국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았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이 더 강하다는 것은 명사적 표현이 자신이 본래
담당하는 의미 영역을 넘어 다른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힘이 강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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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명사적 표현은 문장 전체의 의미가 명사에 실려 있고, 명사가 문장의 의미 중심이
되는 표현이다. 명사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개체를 나타내는 상황에 사용되지만 명사
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을수록 움직임이나 상태(성질)을 나타내는 상황에도 명사적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명사적 표현이 움직임이나 상태(성질)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은 유표적 쓰임이다. 한국어에서 명사적 표현의 유표
적 쓰임을 세 가지 문장 형태로 제시하였다: ① 명사(형)로 종결되는 구문; ② ‘명
사+하다/되다/실질 동사’구문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구문; ③ ‘(의존)명사+이다’ 구
문이다.
제3장에서는 명사(형)로 종결되는 구문이 움직임과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
로 확장되어 쓰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어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을 반영
하기도 한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은 언어에서는 명사(형)의 문장구성력이 그
렇지 않은 언어보다 더 강하다. 한국어에서는 일반 명사, 대명사, 서술성 명사, 명사
형, 명사구 하나로 구성된 ‘소형발화’를 많이 볼 수 있다. 3.2.에서는 이들을 발화수
반행위에 따라 ‘진술’, ‘지시’, ‘언약’, ‘표현’, ‘선언’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3.3.에서는 명사, 명사형, 또는 명사구 하나로 구성된 제목의 양상을 살펴
보았으며, 한국어와 텍스트적 등가인 중국어 표현도 같이 살펴보았다.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한국어는 동사적 표현뿐만 아니라 명사, 명사형, 또는 명
사구 하나로 구성되는 문장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중국어에서 대부분의 경우
에는 동사적 표현만 가능하고 명사(구)만으로는 문장을 성립하기가 어렵다.
제4장에서는 ‘명사+하다/되다/실질 동사’구조에서 동사가 앞뒤 문맥이나 발화 상
황에 의하여 생략되는 명사적 표현을 다루었다. 명사적 표현의 현저도가 높은 언어
에서는 동사(서술어)의 결여에 대한 허용도가 그렇지 않은 언어보다 더 높다. 제4장
에서는 한국어에서 동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동사의 생략이 불가능
한 현상들을 생략의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생략의 범위를 ‘생략문에서 어떤 요소의
생략을 가정할 수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략으로 본다.’고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불이야!’와 같이 생략된 성분이 복원되기가 어려운 소형발화는 생략
현상에 제외하였다. 또한 ‘충격이나 외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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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받지 않도록’가 비명시화하는 것은 생략으로 보았다.
제5장에서는 ‘(의존)명사+이다’ 구문의 확장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어의
명사를 의미적 기준으로 ‘동사성 명사’, ‘형용사성 명사’ 그리고 ‘명사성 명사’ 세 가
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의 유형에 따라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동사성 명사+이다’ 구문이 ‘X하다’, ‘X+실질 동사’를 대신하여 동사가 담당하던 의
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았다. ‘형용사성 명사+이다’ 구문은 ‘X스럽다’ 대신
상태나 성질의 의미를 나타내며, ‘X적’은 형태적으로 명사지만 상태나 성질을 나타
내는 형용사의 의미 영역에 사용된다. 더불어 ‘명사성 명사+이다’ 구문 또한 ‘X+실
질 동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의존명사+이다’ 구문은 동사나 형용사를 대신하여 움직임이나 상태(성질)를 나타
내는 외에 ‘-ㄹ 것’, ‘-ㄴ 적’, ‘-는 중’ 등이 ‘이다’와 결합하여 시제를 나타내는 의
미 영역에 사용된다. 또한 의존명사 ‘바’, ‘리’, ‘수’ 등이 ‘없다’와 같이 명사적 부정
을 이루어서 어떤 움직임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었다.

6.2. 남은 문제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명사적 표현의 현저성 정도는
문체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문어와 구어 자료를 구분해서 각 장르
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사적 표현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의 논의를 통해서
우선 문어에서는 길고 복잡한 수식어를 달고 나타내는 명사적 표현이 구어보다 많
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구어에서는 실질 동사 대신 ‘명사+이다’가 쓰이
거나 명사 홀로 사용되는 용례가 문어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둘째, 이희재(2009)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어가 명사적 표현을 선호하게 된 것은
근대에 와서 겪은 큰 변화이다. 영어 등 서양 언어의 번역문과 대조를 통해서 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통시적 언어 자료를 검토하면서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언제, 또한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가치 있
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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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저성 범주는 품사에서뿐만 아니라 언어학 연구에서 다루어 온 음운, 형태,
통사, 어휘, 텍스트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명사적 표현
의 현저성은 한국어의 현저성 범주 중의 한 측면일 뿐이다. 앞으로 한국어의 다른
품사 또한 다른 문법 분야에서 존재하는 현저성 범주들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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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库藏类型学视角下韩语名词性单位的显赫程度研究
-以韩汉对比为中心张会见

本文旨在从库藏类型学视角下对韩汉名词性单位的显赫程度进行对比研究。名词性单
位的的原始意义是用来表达抽象或者具体的个体，但是韩语中的名词性单位常可以用来
表达动作、状态和性质，而这些本来属于动词和形容词范畴的语义。韩语中名词性单位
在语言使用上的这种扩张性在库藏类型学中被称为名词性单位的“显赫性”。
名词性单位不局限于表现一些个体，而是扩张到表达一些动作、状态和性质，这种语
用现象在很多语言中都存在。因此本文并不旨在强调韩语中这一现象的特殊性。类型学
研究中很早就提到，以英法等语言为代表的西方语言是“名词中心语言(Noun-oriented
L anguag e)”，韩语、汉语、日语等东方语言是“动词中心语言(Verb-oriente d
Language)”。这其实就是在讨论英法等语言中名词性单位的使用范围比韩汉等语言中名
词性单位的使用范围更大的问题。最常提到的例子便是英语中不仅可以说“He is good
at swimming.”，还可以说，“He is a good swimmer.”, 而韩语中只能用“그는 수영을
잘한다（He is good at swimming.）”。这种分类方法是一种针对世界上诸多语言进行
的宏观的分类，同时也是一种比较粗略的分类。Vinay

&

Darbelnet(1977)中已经提

到，虽然英语和法语同样是“名词性语言”，但是法语中名词性单位的扩张力更强。同
样，隶属于“动词性语言”的韩语和汉语其实在名词性单位的扩张上也有程度上的差异。
但是这种差异在之前的研究中没有得到普遍的重视。
在韩语中，有不少名词性单位代替动词和形容词性单位来表达动作、状态和性质的例
子。比如说，“나는 올해 8월에 중국에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다.”在口语中经常被表
达为“나는 올해 8월에 중국에 돌아갈 계획이다.”，再比如用“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
감이군.”来代替“말이 통하지 않으니 유감스럽군.”， 或者用“난 지금 밥 먹는 중이야.”
来代替“난 지금 밥 먹고 있어.” 等等。这样的例子在韩国人的日常用语中经常可以接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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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本文旨在对韩语中名词性单位在哪些情况下可以实现这种扩张进行系统地揭示，同
时通过跟汉语对比，证明韩语中名词性单位的扩张要比汉语中发生得更频繁，即韩语中
名词性单位的显赫度要比汉语中名词性单位的显赫度更强。这一发现，将对学习韩语的
中国学生提供具有可操作性的教学指导，这也是本文的意义之所在。
本文把韩语中的名词性单位分为以下三大类型：① 名词（包括名词型）单独构成的句
子。② 名词+动词结构中动词被省略的句子。③ 名词（包括依存名词）和系词（이다）
结合的句子。
第三章讨论了上述第一种名词性单位的使用情况。韩语中名词（包括名词型）单独构
成的句子主要用在小句和题目中，通过韩汉对比，可以得出韩语中名词性单位的独立成
句能力大于汉语名词性单位的独立成句能力的结论。
第四章讨论了第二种名词性单位的使用情况。通过韩汉对比，可以得出韩语句子对谓
语缺失的排斥小于汉语的结论。
第五章讨论了第三种名词性单位“名词和依存名词与系词（이다）结合的句子”的使用
情况。
通过对以上三种韩语中名词性单位的使用情况的系统研究，以及相应情况下汉语的对
比，可以得出韩语中名词性单位的显赫度大于汉语中的名词单位的显赫度的结论。这一
结论可以应用在韩语教学中，即以汉语为母语的韩语学习者应当更有意识地强化名词性
的表达方式的使用。

关键词： 库藏类型学，显赫范畴， 显赫度， 名词性单位， 名词中心语言，动词中心
语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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