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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 연구

이 윤 복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에서 실현되는 의외성 중에서 어미를 통해 실

현되는 의외성을 연구하는 데에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개별 어미의 

의미와 쓰임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어의 의외성이 지니는 형태적・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의외성과 관련된 그동안의 외국의 이론들을 

정리함으로써 의외성의 개념과 의미를 밝혔다. 그리고 의외성이 여러 

서로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유형론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한국어에서의 실현 양상 역시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국어에서는 의외

성이 독립된 의미 범주가 아니라 다른 인접 개념의 하위 범주로 다뤄

지거나 다른 범주가 확장적으로 의외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다뤄

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형론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들을 통해 인식 

양태나 증거성과 의외성이 구분되는 다양한 언어의 사례가 지속적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의외성 역시도 인접 개념들과는 분명히 

통사적・의미적으로 다른 실현 양상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에

서 의외성과 그 인접 개념들이 어떻게 다르게 실현되는지 살펴봄으로

써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독립적인 의미 범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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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에서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한국어 어미들 중 충분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여섯 종류의 어미를 추려내었다. ‘-구나’류, ‘-

네’, ‘-더-’, ‘-ㄴ걸/는걸’, ‘-다니’, ‘-잖-’의 개별 의미를 살펴보고 이

들이 보이는 다양한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다시금 한국어에서 의외성

이 독립적 의미 범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 어미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의외성이 단순히 어떠한 정보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그 안에도 다양한 하위 의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어미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어의 의외성이 지니는 특징을 

형태적・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형태

적・통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어에서는 비합성적인 의미를 갖

는 어미 결합, 유사의문문 효과,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 간의 위계

에 의한 구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중에서도 유사의문문 효과는 

유형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외성과 유사의문문 효과 사이의 관계가 

한국어 특유의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임을 확인하였다. 의미적으로는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한국어 의외성

의 하위 의미를 정리하여 기술하고 이에 따라 개별 어미가 어떤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는지 천착함으로써 의미 범주로서의 의외성의 지위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상 본고는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한국어의 의외성을 연구함으로써 

개별 어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외성의 의미를 사상하고 있는지 확

인하였고 또한 의외성이라는 의미 범주가 어미들의 형태적・통사적・

의미적 실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무엇

보다도 한국어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의외성의 하위 의미를 포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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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누어봄으로써 한국어에서 독립된 의미 범주로서의 의외성의 

지위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의외성, 어미, 의외성 표지, 의미 범주, 인식 양태, 증거성, 

다의성, 복잡성, 지식 체계, 내면화

학 번: 2016-2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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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이 글은 한국어에서 의외성(mirativity)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갖는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어미가 나타내는 의외성의 의미에 

차이가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한국어에서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의외

성과 그 의미 범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외성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학계에 제시한 DeLancey는 그의 2012

년 논문에서 의미 범주로서의 ‘Mirativity’와 이를 나타내기 위한 문

법 표지로서의 ‘Mirative’를 구분하였다(DeLancey 2012: 533). 의외

성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의미 범주로서의 의외성과 이것이 실현되는 

문법적 형식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는 우선적으로 어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의외성에 주목하고 

이들이 갖는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어의 어미를 

통해 나타나는 의외성이 어떤 의미 범주를 이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어미들인 ‘-구나’, ‘-네’, ‘-더-’, ‘-다니’, ‘-잖-’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이미 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들

의 다양한 의미와 쓰임을 깊이 파고드는 뛰어난 논문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갖는 의외성의 의미를 의미 범주 체계 아래에서 살펴

보려는 시도는 아직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어의 어미들이 보이는 다양한 의외성의 하위 의미를 포착함으로써 한

국어의 의외성의 의미 범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이 독립적으로 체계적인 문법 범주로서 기능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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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세한 연구는 잠시 미뤄두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의외성이 문법 

표지로 실현될 때 주로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 특히 종결어미

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의외성이 독립적인 문법 범주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

의 분포가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다는 점과, 의외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해당 어미들이 필수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아 평서형 종결어미도 상

향 억양과 결합하여 충분히 의외성을 드러낼 수 있음이 포착되는바, 

한국어에서 의외성이 꽉 짜인 문법 범주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에 개별 어미들과 그 분포 및 실현 양

상에 대한 보다 섬세한 고찰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어미는 다음과 같다.

     

(1) -구나 -군 -구만
-네 -더- -ㄴ걸/는걸

-다니 -잖-

 ‘-구나’, ‘-네’, ‘-더-’ 등은 기존의 논의에서도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로서 많이 기술되어 왔다. 여기에 의외성을 의미성분으로 지니는 

어미들 중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말뭉치인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이하 《세종 말뭉치》)에서 

100회 이상의 용례를 보이는 것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1.2. 선행 연구

 한국어에서 의외성 표지로 여겨지는 것들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감

탄, 양태, 증거성 등의 하위 범주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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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근(1974)에서는 한국어의 문체법에서 감탄법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도 감탄법을 설명

법과 분리시켜 설명하였다. 문체법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의사를 전달

하는 방법을 언어로 부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무

의지적 서법이 표시되는 설명법・의문법・감탄법을 한 부류로 보고, 

의지적 서법이 표시되는 명령・허락・공동・약속・경계법을 한 부류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각각의 서법을 높임법 체계에 따

라 소개하고 있으며, 감탄법 어미로는 ‘-구나’, ‘-군’, ‘-구먼’, ‘-ㄴ

걸’, ‘-거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나’와 ‘-군’에 대해서는 수의적

으로 축약되는 이형태 관계로 소개하고 있다.

 윤석민(2000)은 감탄법 표지를 단일형과 결합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의 의미를 각각 기술하였다. 우선은 한국어의 문장유형으로서 감탄문

을 인정하고 ‘-구나’, ‘-아/어라’, ‘-ㄹ걸’, ‘-노라’ 등을 감탄문 표지

로 기술하였다. ‘-구나’와 ‘-구먼’, ‘-군’을 모두 별개의 어미로 처리

한 점이 돋보이며 ‘-구먼’과 ‘-군’의 뒤에는 ‘-그래’를 붙일 수 있으나 

‘-구나’의 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통사적 차이에 착안하여 비슷한 계

열의 종결어미로 여겨졌던 어미들의 차이를 기술하려고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 계열의 감탄문 표지들은 의외성을 그 의미요소로 

가지고 있는데 반해, ‘-어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구-’ 계열 어미들이 가지고 있는 의외성 의미성분에는 어느 

정도 주목하였으나 어디까지나 감탄문 표지의 하나로 ‘-구-’ 계열 어

미들을 처리하고 있다.

 조용준・하지희(2016)에서도 ‘-구나’, ‘-네’, ‘-군’ 등의 종결어미들을 

감탄형 어미로 분류하여 이를 바탕으로 맥락에 따른 사용 양상을 분

석하였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의외성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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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현대 한국어의 의외성 및 

감탄문 논의에서 애초에 감탄이라는 의미 자체가 의외성에서 촉발되

는 것이며 흔히 감탄형 어미로 분류되는 어미들이 종결어미로 실현되

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다른 문장 유형을 표시하는 어미와 

등장 위치가 동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감탄문이 다른 문장 유형과 동일한 위계에 놓일 수 있다는 근거

는 되지 않는다.

 ‘-구나’, ‘-네’, ‘-더-’ 등의 어미들을 양태의 하위 범주로 보는 시각

도 존재한다. 장경희(1985)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나’가 사용된 문장

이 감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맞으나 감탄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

도가 아닌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

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구나’를 통해 나타나는 감탄의 의

미가 ‘-어라’를 통해 나타나는 감탄과는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나’, ‘-네’ 등을 양태로 분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구나’와 ‘-네’의 핵심 의미가 ‘처음 앎’이라고 하여 의외성의 의미 

성분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을 한국어 문법 체계에 제시하였다. 이 

뒤를 이어 박재연(2006), 임동훈(2008), 권익수(2013, 2015) 등도 ‘-

구나’와 ‘-네’를 양태를 나타내는 어미로 기술하였다.

 박재연(2006)에서는 한국어의 양태 어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

구로, 그 중에서 인식 양태를 다루는 부분이 의외성 논의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인식 양태의 개념적 

의미 영역을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정보의 획득 방법’, ‘정보

의 내면화 정도’, ‘청자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으로 분할하여 설명

하고 있다. ‘정보의 내면화 정도’는 명제가 표현하는 정보가 이미 화

자의 지식 체계에 내면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이미 앎’과 아직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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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새로 앎’으로 구분되며, 이 중 ‘새로 앎’이 

바로 의외성 의미성분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앎’이란 장경희

(1985)의 논의에 등장한 ‘처음 앎’의 개념을 수용하되 해당 어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재인식하는 순간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름을 고쳐 부른 것이다. 이외에도 ‘-더-’ 역시 양태의 

하위 범주에서 다루되 분포에 따른 ‘-더-’의 의미 차이를 고찰함으로

써 ‘-더-’가 양태 어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

어 설명하였다. 특히 종결형 및 ‘-던데’의 ‘-더-’의 양태적 의미를 직

접 지각, 새로 앎, 미지 가정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더-’가 가진 

의미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구나’류, ‘-네’ 그리고 종결형 

및 ‘-던데’와 ‘-더니’에 나타나는 ‘-더-’를 포괄하는 의미성분으로 ‘새

로 앎’을 제안하였으나 의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떼어내기보다

는 인식 양태의 하위 범주로 다루었다. 그럼에도 ‘새로 앎’을 의미성

분으로 가지는 어미들에게서 나타나는 통사적 현상을 찾아내어 지적

함으로써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기존의 다른 문법 범주로부터 

분리되어 논의될 만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다.

 박재연(2014)에서는 기존에 ‘-구나’를 다루는 주된 방식이었던 범주

적 체계화에서 잠깐 벗어나 ‘-구나’를 해석론적 관점에서 재분석하였

다. 특정 범주의 속하는 어미로서의 ‘-구나’가 아닌 용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구나’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기술하는 것이 이 글

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찾아낸 ‘-구나’의 기본 의미

는 ‘사유 과정을 동반한 인식’이며 이때의 ‘-구나’는 어떤 사실을 새

로 알게 되는 과정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의 초점이 ‘내

면화 정도’를 표현하는 데 있거나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는 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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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에 더해 인식 양태의 의미를 지니는 선어

말어미 ‘-겠-’과의 차이점을 언급함으로써 보다 개연성 판단을 나타내

는 ‘-겠-’과 ‘추론 증거성’을 나타내는 ‘-구나’의 차이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임동훈(2008)에서는 ‘-더-’가 ‘새로 앎’의 용법을 어느 정도 지닌다

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미는 ‘새로 앎’이 아닌 ‘과거 지각’이라

고 말하였다. 다만 단순히 ‘과거 지각’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완망상으로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더-’가 

출현해야할 특수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나’에 대해

서는 ‘새로 앎’이나 ‘내면화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특정

한 어미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정밀하지 못한 표현임을 지적

하였다. 또한 ‘새로 앎’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통해 ‘-구나’

의 핵심 의미는 ‘(화자의)깨달음’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외성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던 ‘-지’가 혼잣말로 쓰이는 상황에서 

실현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깜빡 잊고 있던 사실을 재인식했다

는 함축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본고에서 다룰 의

외성의 의미 성분 중 하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임동훈(2011)에서는 Palmer(2001)에서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

가 모두 사건의 진리치나 그 사실 여부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

는 양태이기에 이들을 합쳐 명제에 대한 양태인 명제 양태

(propositional modality)라고 분류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이 분

류를 받아들일 경우, 의외성 역시 명제 양태의 아래에 둘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권익수(2013, 2015)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어의 종결어미 ‘-네’에 대

한 의문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서 의외성을 따로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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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낼 필요 없이 ‘-네’는 인식 양태의 하위 범주로 다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네’에서 주어 인칭 제약이 나타나는 것은 인식 양태에서 발

견되는 ‘개념적 거리두기’ 현상의 실현으로 보았다. 또한 ‘-네’를 의외

성이라는 의미 성분을 지니는 인식 양태 표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

여 의미 성분으로서의 의외성은 인정하되 이를 인식 양태의 하위 범

주로 다뤄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서 증거성과 인식 양태는 서로 다른 범주로 설

정할 수 있고, 이때 ‘-구나’, ‘-네’ 등을 증거성 표지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송재목(2009)에서는 우선성과 인식 양태의 관계에 

대한 해외의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고 한국어에서 증거성 표지로 다

뤄질 수 있는 것과 양태 표지로 다뤄질 수 있는 어미들 사이의 차이

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증거성표지로 보이는 ‘-네’, ‘-더-’는 의미적・

통사적 측면에서 다른 인식 양태의 범주들과 하나로 묶일 수 없기 때

문에 증거성 범주와 인식 양태 범주의 포함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

가와 상관없이 별개의 범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에 ‘-

더-’를 ‘과거의 사건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로, ‘-네’

를 ‘현재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로 보았다. 또한 송

재목(2016)에서는 의외성을 지지하는 기존의 가설을 반박함으로써 독

립된 문법 범주로서의 의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새롭지 않

거나 예측 가능한 상황을 기술하는 데에도 ‘-구나’, ‘-네’, ‘-더-’ 등

이 사용될 수 있으며, ‘-네’와 ‘-더-’의 경우는 이들을 의외성 표지로 

분류하게 되면 이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증거성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인아(2010)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구나’와 ‘-네’는 기본적으로 증

거성 표지이며 다만 동시에 ‘처음 앎’이라는 의미성분을 같이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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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에 모두 쓰이는 현상은 ‘-구나’가 증

거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근거로 볼 것이 아니라 ‘-구나’가 간접 증

거 표지와 직접 증거 표지로 동시에 기능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구나’는 기본적으로 증거성 표지이

나 ‘처음 앎’의 의미를 강력하게 갖기 때문에 ‘-구나’가 ‘처음 앎’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표지와 간접 증거 표지 모두로 

기능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실현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의외성을 인식 양태나 증거성 범주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있다. 우선 박진호(2011ㄴ)에서는 먼저 한국어에서 문장유

형으로서 ‘감탄문’의 지위에 대해서 논하였다. 문장유형은 일반적으로 

상호주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데에 반해 감탄문은 주관적인 성격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용법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문장유형으로

서 ‘감탄문’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구나’의 경우는 

명제 내용의 증거 입수 경로를 특정한 유형의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증거성에 대한 제약을 갖지 않고 이는 ‘-구나’를 증거성 

표지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더-’는 과거에서의 

의외성을 나타내는데, ‘-구나’와는 다르게 증거성에 대한 제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지각한 명제는 모두 ‘-더-’를 통해 나타낼 

수 있지만 전언이나 간접 증거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더-’는 하나의 어미가 다의적으로 직접 증

거와 의외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한국어에서 의외성이라는 개념을 다룸에 있어서 증거성이나 양태 등

과 떼어서 생각해 보아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서도 의외성이나 증거성이 한국어 안에서 완전히 독립된 문법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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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의 중요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한다.

 정경숙(2012)에서는 ‘-네’의 의미성분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데, 우선 

‘-네’가 갖는 ‘비예상성’ 또는 ‘사실적 증거’의 의미는 인식 양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는 인식 양태로 분류될 수 없음을 밝혔다. 

‘-네’를 증거성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네’가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추론 증거나 전문(傳聞) 증거로도 기능할 수 있

음을 밝히며 ‘-네’는 인식 양태도, 증거성도 아닌 의외성의 의미를 지

니는 범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네’의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의외성이라는 하나의 기능만으로 서술하기도 어려우

므로 ‘-네’는 의외성과 증거성, 화자의 객관화를 모두 나타내는 의미

복합체라고 보았다.

 가와사키 케이고(2016)에서는 중세 한국어에 나타나는 ‘감동법’ 표지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이 현대의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

을 했으며 현대 한국어에서 의외성이라는 개념이 체계적인 문법 범주

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반해, 중세 한국어의 감동법은 체계적으로 실

현되었다는 사실을 조명하고 있다.

 진관초(2016)에서는 의외성 개념을 받아들이고, 기존 연구에서 연결

어미 및 종결어미로 주로 기술되었던 ‘-다니’의 의미를 의외성의 관점

에서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이에 ‘-다니’는 증거성을 명세화하지 않으

며, 다른 의외성 표지와는 다르게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수

사의문문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의외성 어미와 유사한 모습을 보

이므로 ‘-다니’를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

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감탄이나 인식 양태, 혹은 증거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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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아래에서 의외성을 다루고 있었다. 물론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상술된 다른 개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사・의미적 관점에서 의외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접 개념들과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을 살펴보고 이를 면밀히 조사하

여 의외성이 갖는 하위 의미 범주를 포함하여 한국어의 의외성 개념

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과

연 한국어에서 의외성 체계를 독립적인 문법 체계로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3. 관찰 대상 자료

 본고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세종 말뭉치》 (2014. 

01. 수정판)의 현대 문어 원시 말뭉치 35,935,981 어절과 현대 구어 

원시 말뭉치 805,606 어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연구 대

상이 되는 어미들은 주로 구어에서 빈번히 출현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말뭉치의 용례가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져 이를 보충

하기 위해 드라마 및 시트콤 대본 6,214회분과 314개의 영화 대본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말뭉치 자료에 등장하지 않은 예문을 

사용하였다. 첫째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예문을 가져오는 경우이

다. 둘째로, 특수한 문맥을 상정하는 예문이나 필요에 의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의 예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특정한 문법 요

소나 의미의 전형적인 예를 통해서 명쾌하게 그 쓰임을 보여줄 수 있

는 예문을 언어 자료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만든 예문

을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뭉치에 등장하는 예이나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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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길거나 자료 수합의 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이는 오탈자가 존재

하는 경우, 대본 등의 자료에서 지나치게 문장 부호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적절히 수정을 가한 예문을 사용할 것이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2장에서는 의외성의 개

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의외성과 인접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개별 어미들의 의

미와 쓰임을 확인하고 이들이 의외성의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

지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

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어에서 발견되

는 특징이 유형론적으로도 관찰되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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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의외성이란 무엇인가?

2.1.1. 의외성의 개념과 의미

 DeLancey(1997)에서 의외성이라는 개념이 제시된 이후로 여러 학자

들이 다양한 언어에서 발견되는 의외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의외성 개념은 아직 그 역사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언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아직까

지는 학자들마다 의외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해봄으로써 다양한 

논저에서 쓰이는 의외성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한국어의 예와 비교함

으로써 의외성이란 과연 어떤 것을 지칭하는 개념인지 확인하고자 한

다.

 의외성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의외성’이라는 용어에 대

해서 잠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mirativity’의 번역어로 무엇을 사

용할지에 대해 한국 학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우선 장

경희(1985)에서는 의외성의 의미를 포착하여 ‘처음 앎’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박재연(2006)에서는 ‘mirativity’가 항상 처음 알게 된 명

제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히며 이를 ‘새로 앎’이라고 고쳐 부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의외성의 쓰임을 더욱 

넓게 포착해낸 결과이다. 한편, ‘의외성’이라는 용어도 학계에서 매우 

널리 쓰이고 있다(박진호 2011b, 정경숙 2012, 2014, 이의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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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목 2016, 진관초 2016, 가와사키 케이고 2016, 조용준 2016 등).  

‘mirativity’가 가리키는 의미는 일상어로서의 ‘의외’가 갖는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의외성’이라는 개념어를 듣는다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쉽다. 물론 학술 용어가 일상어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의

미로 사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전문어와 

일상어가 모든 경우에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따

라서 박진호(2011b)에서도 ‘의외’라는 말이 갖는 일상어적 쓰임에 이

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요즈음 학

계의 흐름을 좇아 ‘mirativity’의 번역어로 ‘의외성’을 사용할 것이다.

  DeLancey(2012)에서는 의외성의 의미를 정의함에 있어 

Donabédian(2001)에서 서술한 ‘전형적(typical)’ 발화에 대한 설명을 

빌려오고 있다.

    

(2) [t]he speaker has at his/her disposal a 
propositional content that already obtains prior to 
the utterance [...] what is being communicated is 
old information that has already been integrated 
into the speaker’s background knowledge, or is 
stable in the sense that its contents and truth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1)

(Donabédian 2001: 430-431; DeLancey 2012: 533에서 
재인용)

1) 해당 내용은 2012년에 HAL이라는 프랑스의 논문 아카이빙 사이트에 저자가 직접 
업로드한 파일에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내용의 큰 차이는 없다.
 the speaker has at his/her disposal a propositional content that 
already obtains before utterance time, in other words a piece of old 
information which has already been integrated into his/her background 
knowledge (or which, to put it in still other terms, is stable in the sense 
that its contents and truth value have already been determined) and 
communicates this to the h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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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 발화’란 어떤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발화가 가지

고 있는 명제의 내용이 발화시(utterance time) 이전에 화자가 이미 

획득한 것으로, 발화되고 있는 명제의 내용이 이미 화자의 지식 체계 

안에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을 말한다. DeLancey는 이러한 설명에 해

당하지 않는 발화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 성분이 의외성이라고 하였

다. 다시 말하자면 의외성이란 발화의 명제가 화자의 지식 체계 안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표적으로 드러내는 의미 범주인 

것이다.

 의외성 개념을 처음 제시한 DeLancey는 1997년과 2001년, 2012년

에 각각 발표한 그의 연구를 통해 의외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3) 가. The fundamental function of the category is to mark 
sentences which report information which is new or 
surprising to the speaker, regardless of whether the 
information source is first- or second-hand.

(DeLancey 1997: 33)
나. The term ‘mirativity’ refers to the linguistic marking of 

an utterance as conveying information which is new or 
unexpected to the speaker.

(DeLancey 2001: 369-370)
다. The nature of the mirative, a category which marks a 

statement as representing information which is new or 
unexpected, (중략) The mirative category is shown to be 
distinct from the well-known mediative or indirective 
evidential category.

(DeLancey 2012: 529)
라. Mirativity covers speaker’s ‘unprepared mind’, 

unexpected new information, and concomitant surprise.
(Aikhenvald 2004: 195)

 (3가,나,다)를 살펴보면 의외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화자에게 새롭거나 기대되지 않던 명제를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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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호화하는 것이라는 기본 개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3가)에서는 놀라움을 의외성의 중요한 의미성분으

로 보았다면 그 이후의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놀라움 자체에 대한 

언급이 의외성을 정의하는 데에서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khenvald(2004)에서도 놀라움을 명제가 가진 다른 

속성에 동반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의외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반

드시 놀라움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Peterson(2010, 2016)에서는 모두 놀라움을 의외성의 

핵심 의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DeHann(2012)의 경우에는 의외성이 표현

하는 것은 신정보 자체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제의 내용에 

대해 화자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거나 혹은 

해당 명제의 내용이 화자에게 내면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Dickinson(2000)에서는 의외성을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

의 즉각적인 경험이 화자의 과거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에 위배될 때, 

해당 사건이나 상태에 대해 유표적인 부호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의외성이라고 말한다(Dickinson 2000: 379).  이에 따라 해당 연구에

서는 DeLancey(1997)에서 제시된 의미에 더해 화자의 기대에 반하는 상황

도 의외성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Watters(2002), 

Aikhenvald(2004, 2012), Hengeveld & Olberts(2012), Adelaar(2013), 

Lau & Rooryck(2017) 등에서 의외성에 대한 각 연구자들의 의견을 표출하

고 있다. 이에 먼저 Aikhenvald(2012)에서 제시한 의외성의 하위 의미 

5가지를 기준으로 기존의 의외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정리해 보았으

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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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보
(new 

information)

준비되지 않은 
마음

(unprepared 
mind)

갑작스러운 
발견

(sudden 
discovery)

반기대
(counter-ex
pectation)

놀라움
(surprise)

DeLancey
(1997) O O O

DeLancey
(2001, 
2012)

O O

Dickinson
(2000) O O O O

Watters
(2002) O O O

Aikhenvald
(2004) O O O

Aikhenvald
(2012) O O O O O

Peterson
(2010, 
2016)

O O O O

DeHann
(2012) O O

Hengeveld 
& Olbertz

(2012)
O O O

Adelaar
(2013) O O
Lau & 

Rooryck
(2017)

O O

[표 1] 의외성의 하위 의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

 이 표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정보, 준비되지 않은 마음, 놀라움을 표시하는 데에 의외성을 사용한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외성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명제의 내용이 화자에게 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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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화자가 이에 대해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를 통해 

놀라움을 느꼈다는 사실이라고 우선 정리해볼 수 있겠다. 위에 제시된 

의외성의 하위 의미를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자면 바로 ‘내면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화 정도’란 

주어진 명제가 화자의 지식 체계 속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에 대한 척도로서 ‘전형적 발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내면화가 잘 이루어

진 명제는 이미 발화시 이전에 화자의 지식 체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명제는 화자의 지식 체계 안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위의 하위 의미들을 가볍게 살펴보면 ‘신정보’는 

화자가 최근에 획득한 정보이므로 화자의 지식 체계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 역시도 화자가 해당 명제에 

대해 사전적인 정보나 기대가 전혀 없었음을 나타내므로 화자의 지식 체계

에 포함될 수 없다. 갑작스러운 발견이나 자신이 기대하던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이 실현되는 것 역시도 화자가 예상치 못했던, 혹은 화자의 기대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발견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화자에게 내면화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보통 

놀라움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외성이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 묻는다면 바로 특정한 명제가 화자의 지식 

체계 속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화자에게 있어 

해당 명제의 ‘내면화 정도’가 낮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성이 명제의 내용이 화자의 지식 체계에 내면화 되지 않았음을 부호화 

한다는 사실은 한국어의 예와도 일반적으로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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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이 집 밥이 맛있는걸.(↗)2)

나.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 잘못 했네. 
다. 나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혼자 다 퍼먹었잖아.(↗)
라. (철수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드디어 오는 철수

를 발견하고) 오, 철수 왔구나.(↗)
마. 세상에, 대만에도 눈이 오다니.(↗)
바. 이 꽃은 참 아름답구나.

 (4가)는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된 화자가 식당의 밥이 맛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발화이다. (4나,다)는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거나 스스로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행동을 

뒤늦게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4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화자가 충분

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을 때 할 수 

있는 발화이며, (4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반대되는 반기대

적 상황이 실현되었음을 보인다. (4바)는 꽃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있는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한국어에서도 유형론적으로 

포착되는 의외성의 하위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문장에 나타나는 

명제는 모두 화자의 지식 체계에 내면화 되지 않은 정보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의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제시된 유형론적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는 화자의 

기존 지식 체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명제를 말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2) 기호 ‘↗’은 상향 억양을 의미한다. 단, 이때의 상향 억양은 반드시 맨 끝 어절에
서 실현될 필요는 없고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가 있는 운율구 안에서 실현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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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우리 동네가 최고네요.
나. 영희가 1등 아니냐고요? 이번에도 철수가 1등이네요.
다.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구나.

(임동훈 2008: 243)

 (5가)에서 우리 동네가 최고라는 사실은 화자에게 신정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5나)에서 철수가 1등을 했다는 것과 (5다)의 화자가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아들을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도 모두 화자에게는 신

정보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들이 의외성 표지들을 통해 부호화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

미들이 사용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하나의 어미가 다의적으로 사

용된 것일까?

 둘째로, 한국어에서는 화자에게는 신정보가 아니지만 청자에게는 신

정보인 명제를 발화하거나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신정보가 아닐 법한 

내용을 담은 명제를 발화할 때에도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Aikhenvald(2012)에서는 의외성이 청

자 지향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논

의에서 의외성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지식 체계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대화에 등장하는 명제는 화자에게는 구정

보이면서 청자에게는 신정보인 것이 주를 이룬다. 대화는 곧 화자로

부터 청자에게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자

의 신정보를 유표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다소 받아들이

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특히 ‘-네’가 주로 사용된다.

    

(6) 가. 끊으려고 하는데 하루에 한두 개피씩을 피우게 되네요.
나. 저는 이제 막 퇴근했네요.
다. (공원에서 인사를 건네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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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나)는 모두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즉 화자에

게 있어서 화자가 금연을 결심했으나 하루에 한두 개피의 담배를 피

운다는 사실이나, 지금 막 퇴근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를 사용한 발화가 이루어졌다. 더 나

아가 (6다)의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날씨를 지각할 수 있으므로 

화자에게도, 청자에게도 신정보라고 볼 수 없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에서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의외성은 범언어적인 기술

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점도 많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쓰임들 역시도 의외성과 점점 의외성에서 

멀어져 ‘탈색(bleaching)’의 과정 중에 있기는 하나 그 연원은 의외성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

록 하겠다.

2.1.2. 의외성의 실현 방법

 의외성의 의미는 수많은 언어권에서 널리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모든 언어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표상되는 것은 아니다. 다

양한 언어적 요소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한 언어에서 동시에 여러 개

의 방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언어 요소들을 

확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외성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나아가 

억양이나 강세와 같은 운소나 제스처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도 종

종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의외성에 깊

은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의외성의 의미가 어떠한 언어 요소̇ ̇ ̇ ̇ 들을 통

해 실현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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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의외성을 나타내는 데에 상향 억양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된

다. 한국어에서는 무표적인 평서형 종결어미인 ‘-다’, ‘-아/어’ 등이 

의외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7) 가.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나. 준영이었구나.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다. 불이야!

 이때 평서형 종결어미가 포함된 어절은 상향 억양을 동반한다. 상향 

억양이 실현되는 위치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마지막 음절에서 실

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음절의 바로 앞에서 실현되는 경

우도 있다.  또한 ‘-ㄴ걸’이나 ‘-ㄴ데’, ‘-잖-’과 같은 경우는 의외성

의 의미를 전달할 때에는 대부분 상향 억양을 동반한다. 억양이 의외

성의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을 일정 정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상향 억양을 통해서 의외성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비단 한국어에

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다. DeLancey(2001)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

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영어는 의외성이 직접적인 형

태・통사적 체계로 드러나지 않는 언어이다. 영어에서는 상향 억양이 

의외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억양 곡선(intonation 

contour)은 평서문의 억양을 과장하는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DeLancey 2001: 377). Kraus(2017)에서도 영어에서 억양 곡선이 

의외성을 나타내는 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논저

에서는 영어에 존재하는 억양 곡선들을 제시하면서 특히 

SRC(Surprise-Redundancy Contour)가 의외성을 나타내는 영어의 

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Kraus는 SRC를 ToBI 체계에 

맞춰 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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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L* H* L-L%3): high pitch associated with the 
primary sentential accent, and contrasting low pitch 
on the utterance’s second most prominent syllable

(Kraus 2017: 3)  

 SRC의 억양 변화를 살펴보면 낮은 성조에서 시작해서 높은 성조로 

간 뒤 낮은 성조로 다시금 이동하여 하나의 음성 발화 단위가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높은 성조는 음성 발화 단위의 끝

부분과 가까운 곳에서 주로 실현된다. 또한 이렇게 실현된 SRC는 의

문문이 질문의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 유사의문문 효과를 불러일으키

기기도 한다는 사실 역시 지적한다.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영어에서는 억양이 이를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

하기도 하는 것이다.

    

(9) A: (In a natural history museum) What’s that?
B: It’s a saber-toothed tiger!
          H    L*      H*-L%

(10) A: I don’t want to eat this grilled cheese.
B: Then why did you order it?
          L*           H* L%

(Kraus 2017: 4)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상향 억양의 실현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상향 억양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문법 

요소들은 하나의 문법 요소가 둘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거나(무표적 

단언 표지 ‘-다’, ‘-아/어’ 등), 실질적인 의미나 쓰임은 다르지만 형

태적으로는 동일한 문법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표현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화 상황에서는 의외성의 의미를 명징

하게 드러내어 화자의 의도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향 억양이 사용되는 

3) H는 높은 성조를, L은 낮은 성조를 의미하고 *은 강세를 나타낸다. %은 음성 발
화 단위의 경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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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볼 수 있다. 상향 억양이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강력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존재하는 언어도 있다. 이러한 언어들

에서는 특정한 문법 요소가 사용됨으로써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많은 언어들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를 통해 의외성 표지를 갖

는 언어들이 밝혀져 왔는데, 우선 그 중 몇 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1) Kham: oleo
가. ba-duh-ke-rə

go-PRIOR-PF-3
‘They already went.’

나. ya-ba-duh-wo oleo
3PL-go-PRIOR-NMZ MIR
‘They already went!’ (unanticipated information)

(DeLancey 2012: 535)
(12) Lhasa Tibetan: ’dug

가. Ngar dngul tog=tsam yod.
1SG.DAT money some DIR
‘I have some money.’

나. Ngar dngul tog=tsam ’dug.
1SG.DAT money some MIR
‘I have some money!’

(Rett&Murray 2013: 457)
(13) Tsafiki: -nu-

Moto ju-nu-e.
motorcycle be-MIR-DECL
‘It’s a motorcycle!‘

(Dickinson 2000: 411)
(14) Sunwar: ’baâk-

가. Tangka Kathmandu-m tshaa
Tangka Kathmandu-LOC exist.3SG
‘Tangka is in Kathmandu.’

나. Tangka Kathmandu-m ’baâ-tə
Tangka Kathmandu-LOC exist.3SG.PST
‘Tangka is in Kathmandu!’

(DeLancey 1997: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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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언어들은 모두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오로지 의외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 

다른 용법도 가지고 있으면서 확장적으로 의외성을 표시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의외성을 문법 표지를 통해 실현한다는 점은 모

두 공통적이다. 또한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가 별도로 존재하

는 언어들 중에서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들이 문법적으로 꽉 

짜인 체계를 이루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느슨한 체계를 이루는 언어

도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문법 요

소의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과 이들의 분포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점으로 보아 의외성의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또,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문법 요소들은 의외성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면서 다의적으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의미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도 보인다. 따

라서 한국어의 의외성은 꽉 짜인 문법 범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한 다양한 형태・통사적 방법이 사용

될 수 있는데 감탄사 등을 사용하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 우언적 구성을 

사용하기도 한다. 영어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5) 가. It turns out (that) he was a criminal.
나. Surprisingly he was a criminal.
다. To my surprise, he was a criminal,
라. Wow! He was a criminal.
마. Was he a criminal? Oh, I can’t believe it.

 (15가)에서는 ‘turn out (that)’이라는 동사구를 통해서 후행하는 명

제가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임을 표현하고 (15나)에서는 어휘를 통해 

드러낸다. (15다)의 경우는 우언적 구성을 통해 자신의 놀라움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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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으며 (15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였고 (15마)에서는 아예 화자가 

이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에 더해 해당 정보에 대해 놀라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문장 유형과 추가 발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들

은 모두 화자의 지식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쓰인 방법들은 모두 문법적인 표지를 사용하는 방

식은 아니다. 실제로 영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

하는 특별한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의외성의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 특정한 발화에서 의외

성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과 그것이 외현적이고 구체적인 표지로 나타

나는 상황이 별개로 성립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 둘을 엄밀히 구별

해야 한다. 의외성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많은 언어에서 발견되나 의

외성이 체계적인 문법 범주로 기능하여 독립된 문법 표지로 실현되는 

언어는 그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미 범주로서의 의외성과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가 완전히 문법화 되어 체계를 이룬 

문법 범주로서의 의외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DeLancey 2012: 

533).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의미 범주로 기능하는 

‘mirativity’를 ‘의외성’으로,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인 

‘mirative’를 ‘의외성 표지’로 부를 것이다. 

 의미 범주로서의 의외성과 문법 범주의 실현으로서의 의외성 표지를 

구분하는 것은 의외성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에 도움이 된다. 우선 앞

서 언급하였듯이 영어와 같이 화자의 신정보나 깨달음 등을 언어적으

로 표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특별한 문법 표지로는 실현되지 않는 

언어가 있고, 반대로 의외성이 나타나는 문장에서는 반드시 의외성 

표지를 동반해야 하는 꽉 짜인 체계(tight system)를 가진 언어가 있

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에는 의외성을 핵심 의미 성분으로 갖는 문법 



- 26 -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들이 독립된 문법 범주를 이루는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있다. 대부분 종결어미 위치에서 실현되기는 하지만 선

어말어미로 실현되기도 하고,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만 의외성의 의미

를 갖는 문법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형적으로 의외성을 나타

내는 데에 많이 쓰이지만 의외성을 나타내는 다른 문법 요소들과 비

교하였을 때 통사적인 차이점이 발견되는 ‘-더-’ 같은 어미도 발견된

다. 뿐만 아니라 무표적 단언 표지에 상향 억양이 동반하여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

2.1.3. 의외성 표지의 다의성과 복잡성 

 범언어적으로 하나의 문법 표지가 동시에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것

은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당장 한국어에서도 무표적 종

결어미가 동시에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 가. 밥에 물을 말아 먹다.
나. 그를 찾아 길을 떠났다.
다. 눈이 와 길이 미끄럽다.
라. 고양이가 쥐를 잡아 버렸다.
마. 해가 솟아 있다.
바. 네가 맞아.
사. 무얼 찾아?
아. 깨끗이 닦아.
자. 함께 가.
차. 광고 보니까 갑자기 배고파.

 《표준》에서는 위에 제시된 ‘-아’의 쓰임을 모두 하나의 표제어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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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 ‘-아’는 연결어미로도 종결어미로도 쓰일 수 있으며, 심지

어 그 의미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도 하고 수단이나 방법, 까닭이나 근거의 의미를 보이기도 하며, 본용

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로도 쓰일 수 있다. 또한 무표적

인 해체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단순한 명제 진술에도 쓰일 수 있지만 

억양이나 어조와 같은 반언어적 표현과 함께 쓰여 더 많은 종류의 문

장에 사용될 수 있다. 당장 (16사)는 의문문, (16아)는 명령문, (16자)

는 청유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16차)에서는 의외성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로 보았을 때 한국어에서 의외성과 증거성이 같이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의외성과 증거성을 동일하거나 상하위 관계로 

처리해야 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없다. 의외성과 인식 양태, 증거성의 

유사성은 실제 한국어의 언어 실현 양상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

으나 미리부터 이들이 동일하거나 매우 밀접하다고 전제하기보다는 

이들을 우선은 각각의 범주로 설정하고 한국어에서 이들이 실현되는 

양상을 정밀하게 고찰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한국어에서의 의

외성과 인식 양태, 증거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이다.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다의성을 갖는 예는 외국에서도 발

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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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urkish
가. Kemal gel-mış

Kemal come-PERF/MIR
‘Kemal came.’

나. Kemal gel-di.
Kemal come-PAST
‘Kemal came.’

다. Ecevit istifa et-mış.
Ecevit resignation make-MIR
‘(It is reported that) Ecevit resigned.’

라. Nixon istifa et-ti
Nixon resignation make-PAST
‘Nixon resigned.’

(DeLancey 1997: 37)

 터키어에서 ‘-mış’는 기본적으로 완료(perfect)의 의미를 가지는 것

으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총 네 가지 쓰임이 발견된다.

① 추리 증거(Inference) : 화자가 Kemal을 직접 보지는 못한 

상황에서 그의 코트가 홀에 걸려 있는 것을 

봄. 

② 전언(Hearsay) : 화자가 Kemal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으나 아직 그를 직접 보

지는 못함.

③ 놀라움(Surprise) :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더니 

올 줄 몰랐던 Kemal이 옴.

④ 서술(Narrative)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상적 경험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서술할 때 씀.

 (17가)에서는 ‘-mış’가 사용되어 ‘Kemal’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화자

의 놀라움을 드러낸다. (17나)와 비교해 보면 명제가 지시하는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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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나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 다른 문법 요소를 사용한 것

이다. (17다)와 (17라) 역시도 터키어에서 ‘-mış’의 독특한 쓰임을 보

여주는 예이다. 미국 대통령 Nixon이 사임하던 당시에 이미 그는 워터

게이트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으며 사실상 Nixon의 사임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명한 결과로 여겨졌

다. 즉, 그의 사임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나 터키의 총리였던 Ecevit의 사임은 조금 달랐다. 그 

역시 어느 정도 구설수에 휘말리기는 하였으나 Nixon에 비하면 그가 

사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예측 가능한 성질의 것

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Ecevit의 사임 발표에 대해 놀라움

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것이 ‘-mış’라는 표지를 통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단일한 표지로 동시에 네 개의 기능을 담당하는 표지가 분명

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유형론적으로 하나의 문법 요소가 반드시 하나

의 기능이나 의미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터키어의 ‘-mış’와는 다르게 하나의 문법 요소가 복잡성을 갖는 경

우도 있다. 복잡성이란, 하나의 문법 요소가 둘 이상의 범주에 걸친 

의미를 한 번에 사상하는 것이다. 영어의 ‘must’가 대표적이다. 추론

을 통해 얻어낸 개연성 높은 명제를 나타내는 ‘must’에서 추론의 의

미와 강한 개연성의 의미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둘은 결합하여 하

나의 복잡한 의미를 전달한다. 복잡한 의미를 갖는 문법 요소들이 갖

는 다의성은 터키어의 ‘-mış’가 갖는 다의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

다. 한국어의 ‘-네’와 ‘-더-’의 경우에도 의외성을 그 핵심 의미로 하

면서도 꽤 강력한 증거성 제약을 가진다. 물론 ‘must’와는 달리 ‘-네’

의 증거성 제약은 특별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취소될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는 이 두 의미를 떼어놓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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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어의 ‘-mış’처럼 어휘 자체가 동시에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문법 요소들이 원래의 쓰임이 아닌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Aikhenvald(2004)에서는 다양한 언어에서 드러나는 증거성 표지의 

의외성으로의 확장적 쓰임(mirative extensions)에 대해 다루고 있

다. 이러한 확장적 쓰임은 어휘 자체가 다의성을 갖는 것보다는 조금 

느슨한 개념이지만 이 역시도 하나의 문법 표지가 다양한 의미 기능

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8) Svan
si gitara-ži lumšwemin-xi!
you guitar-up play.IMPF.NONFIRSTH-2SG
‘You (surprisingly) can play the guitar!’

(Sumbatova 1999: 77)
(19) Yukaghir

qal'it'e o:-l'el-d'ek
best.hunter COP-NONFIRSTH-INTR.2SG
‘You proved to be a real hunter!’

(Maslova 2003: 229)
(20) Tsakhur

Ru s̃ā-qa ulq̄-a wo=r
you.1 there-ALL 1.go-IMPF be=1(NONFIRSTH)
‘So you are still going there!’

(Aikhenvald 2004: 199)
(21) Qiang

the: ɕtɕimi ʑdʑi-k!
3sg heart sick-NONFIRSTH
‘He’s unhappy!’

(Aikhenvald 2004: 201)

 위에 제시된 예는 모두 간접 증거 표지가 쓰인 문장들이다. Svan어

와 Yukaghir어, Tsakhur어는 모두 화자가 직접 사태를 지각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간접 증거 표지가 사용되었다. 즉 실제로 획득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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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는 다른 유형의 증거 표지를 통해 명제를 발화한 것인데, 이는 

문장이 의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된 문법 요소들은 개

별 언어 안에서 간접 증거 표지로서의 위치가 확고하여 터키어의 경

우와 동등한 층위에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의외성으로의 확장적 쓰임을 보이고 있다. Qiang어의 경우에는 간접 

증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의외성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

3자가 행복하지 않다는 내면의 상태는 발화자가 확실하게 지각할 수 

없기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 혹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등을 통

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언어에서 문법 요소들은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 터키어의 경우처럼 완전히 다의어처럼 기능하는 경우도 있

고, 영어의 예와 같이 하나의 문법 요소가 복잡한 의미를 지녀서 한 

번에 둘 이상의 범주를 아우르는 복잡성을 갖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문법 요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확장적인 쓰임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구나’

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의외성을 핵심 의미로 갖는다. ‘-네’

나 ‘-더-’ 등은 의외성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직접 지각을 요구하는 

복잡성을 띠는 어미이다. 물론 ‘-네’의 경우에는 특정한 맥락이 주어

지면 직접 증거의 의미가 취소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접 지각

한 사태와 공기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 ‘-잖-’은 핵심 의미는 의외성

과 매우 동떨어진 ‘기지 가정’이지만 특정한 발화 상황과 맥락에서는 

의외성의 의미를 가지며 이때는 ‘기지 가정’으로 절대 해석할 수 없다

는 점에서 터키어의 ‘-mış’와 유사한 다의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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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접 개념과의 관계

2.2.1. 의외성과 인식 양태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는 명제의 확실성이나 믿음의 정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어 주로 사건의 개연성이나 화자가 생각하

는 명제의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범주이다(Bybee & Fleischman 

1995: 4). 그러나 인식 양태가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Palmer(2001)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식 양태라고 여겨지던 개연성/확실성과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증거 양태는 모두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

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명제 양태(propositional modality)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인식 양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외성을 다루는 데 있

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의외성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명제에 대한 화

자의 새로움, 깨달음, 놀라움 등을 사상한다는 점에서 Palmer(2001)

의 논의처럼 양태의 범주를 넓게 잡는다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

나 판단을 드러내는 의미 범주로 충분히 기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의외성과 인식 양태는 명제를 다룸에 있어

서 명제 내부에 존재하는 행위주(agent)나 참여자(participant)가 아

닌 발화자(speaker)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식 양태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인식 양태

가 화자 중심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에 해당한다고 기술

하기도 하였다.

 인식 양태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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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일이다. 물론 유형론적인 접근을 통해 인식 양태가 사상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한국어의 언어 자료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어에

서 인식 양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본고는 의외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를 여기서 다루는 것은 여러 모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명제 양태 개념을 주장한 Palmer의 주장을 소개하여 

인식 양태의 범위 재설정 문제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되,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식 양태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쓰임에 입각하여 명

제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22) 가. 너는 그녀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 철수는 그녀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22가,나)를 살펴보면 ‘-구나’는 너나 철수, 그녀에 대한 태도를 드러

내지 않는다. 해당 사태를 인지한 화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위

의 문장들은 모두 화자가 어떠한 경로로든 너/철수가 그녀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의 쓰임을 조금 더 자세

하게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 확실성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

다.

    

(23) [짝사랑하는 여자 아이 이야기에 얼굴이 빨개지는 철수를 보며]
가. 너 걔 좋아하는구나.
나. 너 걔 좋아하네.

 추론의 상황에서 특수한 맥락 없이 ‘-네’가 사용되는 것은 어색하다

는 사실은 이미 1장에서 가볍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23)과 같이 맥

락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미 ‘-네’를 통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 경우에 (23나)는 (23가)에 비해 화자가 대화상대방의 상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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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의외성을 나

타내는 어미가 동시에 인식 양태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차이는 인식 양태의 소관이라기보다는 ‘-

네’가 가지고 있는 증거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의외성과 증거성이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나 여기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Givón(2001)에서는 증

거성 강도의 위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직접 감각한 경험은 추론이나 

전언에 비해 강한 증거성을 갖는다(Givón 2001: 327). 정보의 출처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구나’에 비해 ‘-네’는 일반적으로 직접 지

각에 의한 증거 획득을 요구한다. 정보의 출처를 명세화하지 않는 ‘-

구나’와 비교하면 ‘-네’의 증거성 강도가 일반적으로 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확실성은 강한 증거성에 의해 파생되

는 확장적인 의미이지,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 자체가 인식 양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2.2. 의외성과 증거성

 그동안 한국어의 의외성 논의에서 증거성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었다. 대표적인 의외성 표지로 여겨지는 ‘-구나’, ‘-네’, ‘-더-’ 등은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 역시도 매우 많이 축적되어 있다. 한국어 의외성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의외

성이 증거성과 관련을 맺고 발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꽤 흔한 일

이다(DeLancey 1997, 2001; Lau et al 2017). 

 그 중에서도 특히 간접 증거와 의외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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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의외성을 독립된 문법 표지로 볼 수 있음을 제일 먼

저 주장했던 DeLancey도 DeLancey(1997, 2001)에서 지속적으로 의

외성과 간접 증거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는 기

존에 직접 증거로 서술되었던 ‘-네’, ‘-더-’ 등이 의외성의 의미성분

을 지니고 있다. 증거성과 의외성이 반드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없

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어 말고도 직접 증거 표지와 

의외성이 결합하는 언어는 또 있다. 

    

(24) !Xun
mí mèká kȍhà kē tcˈá
1SG FIRSTH.EV MIR PAST sleep
‘Oh, I slept![I know-it is surprising]

(König 2013: 77)

 이때 직접 증거 표지는 화자가 사태를 직접 지각했으므로 명제 내용

의 신뢰도에 대해 완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의외성 표지

는 화자가 놀랐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문장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

게 잠들어 버려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과의 마음을 나타

내는 식으로 쓰일 수 있다. 앞 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을 떠올려 보면 

!Xun어에서는 의외성과 증거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각각 등장하여 하

나의 문장 속에서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외성과 

증거성이 분리되어 부호화되는 언어의 예로 보기에도 적합할 것이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더-’와 ‘-네’와 같은 하나의 어미가 동시에 의외

성과 증거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Xun어의 예를 곧바

로 가져와서 한국어에서 의외성과 증거성이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

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증거성과 의외성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실현되는 언어도 존재하며 이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증거성과 의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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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개의 범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

다.

 한국어를 포함하여 기존의 유형론적 관점에 입각한 의외성과 관련된 

서술을 뒤집는 증거들의 잇따른 발견을 통해 기존에 논의되었던 증거

성과 의외성 사이의 관계를 재고하게 되었고 그 결과 

DeLancey(2012)에서는 의외성은 정보의 출처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말하며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25)  DeLancey(2012:540-541)
In DeLancey (1997, 2001) I portrayed inference and 
hearsay as functions of the mirative construction, 
which was obviously problematic. (중략)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mirative is mirativity, 
regardless of source of information.

 물론 DeLancey(2012)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꼭 의외성을 증거성

과 같이 다룰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고 의외성과 증거성이 완전히 독

립적으로 실현되는 언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의 예는 간접 증거와 의외성 사이의 관계를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의외성과 증거성 사이의 관계 자체를 반박할 수는 없는 것처

럼 보였다. 그동안 의외성과 증거성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논의

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네’는 직접 지각 증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듯하다. 

    

(26) 가. (아침에 일어나 길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밤사이 비가 {왔구나/?왔네}.

나. (시험을 치르고 귀가한 아들의 환히 웃는 얼굴을 보고)
너 시험 잘 {쳤구나/?쳤네}!

(박진호 2011b: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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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가,나)에서 ‘-구나’가 사용되면 아무런 어색함도 느껴지지 않지만, 

‘-네’가 사용되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굉

장히 많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네’는 직접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이

다. 이에 ‘-네’를 직접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로 처리하려는 시

도도 굉장히 많았다. ‘-더-’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기본적으로는 틀리지 않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네’와 ‘-더-’는 ‘-구

나’와는 달리 명제에 드러난 정보가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이라는 함

축을 가진다. 

 한국어에서 의외성과 증거성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의 증거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

국어에 어떤 증거성 의미가 존재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의 의외

성과 증거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보다 자세하고 정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증거성의 하위 범주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

나 우선 본고에서는 증거성 자체를 살펴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가 증거성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알아보려는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세세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그동안 

논의되었던 여러 증거성의 하위 범주들 중 Plungian(2001)에서 제시

된 것이 한국어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가져오도록 

한다.  Plungian(2001)에서는 증거성의 하위 범주를 크게 직접 증거, 

성찰 증거, 매개 증거로 먼저 나누고 직접 증거와 성찰 증거의 아래

에 각각 세 가지의 세부 의미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정보의 출처를 나

타내고 있다. 이때 직접 증거의 하위 목록 중 하나로 ‘Endophoric’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적 사유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어에서도 내적 사유를 통한 ‘뒤늦은 깨달음’이 의외

성 표지를 통해 부호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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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ngian의 설명이 매우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찰 증거와 

매개 증거는 간접 증거라고 묶어서 부를 수도 있다. 

    

(27) 증거성 범주의 최하위 항목의 목록            
A. 직접 증거
  ① 시각적(visual) : 보아서 앎
  ② 감각적(sensoric) : 시각 외의 지각을 통해서 앎
  ③ 내성적(endophoric) 
    : 배고픔, 통증 등의 내적 상태를 스스로 느껴서 앎
B. 성찰 증거
  ④ 동시적 추리(synchronous inference)
    :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통해서 앎
  ⑤ 회고적 추리(retrospective inference)
    : 어떤 일이 일어났던 흔적을 통해서 앎
  ⑥ 추론(reasoning)
    : 일반적인 사실, 화자의 기존 지식을 통해 앎
C. 매개 증거
  ⑦ 전언(quotative)

(Plungian 2001: 354)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성찰 증거

(=추리와 추론)

매개 증거

(=전언)
개인적 증거

[그림 1]  Plungian(2001: 353)에서 제시된 증거성의 하위 범주

 Plungian(2001)에서 제시된 증거성의 하위 범주를 정리하면 (27)과 

같고 [그림 1]은 이를 보기 쉽게 제시해 둔 것을 가져온 것이다.

 한국어의 증거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꽉 짜인 체계가 아니다. 

의외성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의 증거성과 의외성은 모두 동일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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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정확하게 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흩어진 부호 체계(scattered 

coding)의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증거성도 의외성도 그 자체

로 독립적인 체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들을 이 체계에 맞춰서 과연 각각의 표지

들이 어떤 증거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8) 가. 노을빛이 참 아름답구나. (시각)
나.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구나. (청각)
다. (다시 생각해보니) 아까는 내가 실수했구나. (내성)
라.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는 걸 보니 곧 비가 오겠구나. 

(동시 추리)
마. (아침에 일어나 젖어 있는 길을 보고) 밤사이 비가 

왔구나. (흔적 추리)
바. 휘파람을 부는 걸 보니 오늘 철수가 기분이 좋구나. 

(추론)
사. 갑: 합격자 명단을 보니 철수도 있더라/있데.

을: 철수도 합격했구나. (전언)

 먼저 ‘-구나’를 살펴보면 ‘-구나’는 증거성 제약을 크게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박진호(2011b)나 박재연(2014), 정인아

(2010) 등에서 다루어진 이야기이다. 이는 의외성이 증거성과 전혀 별

개의 성질로 기술되어야 하는 강력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

다. 이를 통해 적어도 ‘-구나’의 기능이 증거의 출처를 밝히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언을 나타내

는 (28사)와 같은 예문을 다룰 때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화자

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게 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정

보를 제공한 사람과의 대화 상황이라면 전언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기 때문이다. 박재연(2014)에서는 (28사)의 상황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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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전언 표지인 ‘-단다’나 ‘-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

다(박재연 2014: 238). 그러므로 ‘-구나’가 전언에 대한 증거적인 표

현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

과의 발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존에 증거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숱한 논의가 있

어왔던 ‘-네’와 ‘-더-’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

네’와 ‘-더-’는 직접 증거를 요구하는 어미로 보인다.

    

(29) 가. 철수가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더라. (시각)
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시더라. 
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셨다더라. (전언)
다.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더라. (청각)
라. (다시 생각해보니) 아까는 내가 실수했더라. (내성)
마, (아침에 일어나 젖어 있는 길을 보고)

밤사이 비가 왔더라. (흔적 추리)
마′. *밤사이 비가 오더라.
바. *휘파람을 부는 걸 보니 오늘 철수가 기분이 좋더

라. (추론)

 우선 ‘-더-’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9가,다,라)의 경우에

는 앞선 논의에 따라 직접 증거로 분류할 수 있고 따라서 ‘-더-’와의 

결합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혀 어색함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는 없

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목되는 것은 우선 (29나,다)인데, 일단 21세기

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

을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지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약

이 발생하여 (29나)는 비문이 된다. 반면 (29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래서 ‘-더-’가 간접 증거를 취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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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여

기서 ‘-다’는 화자가 명제의 내용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이때 화자가 전해 듣는 행위는 직접 발생한 것이

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의 작용역은 ‘세종대왕이 직접 한

글을 만드셨-’이 아니라 그것이 전언임을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셨다(고 하)-’이다. 따라서 겉으로 보아서는 (29나′)가 전

언 증거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증거를 나타낸다.

 (29마)의 경우도 언뜻 보기에는 비가 오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역시도 중간에 들어있는 또 다른 형태소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

었-’이다. ‘-었-’과의 결합을 통해 ‘-더-’는 꼭 해당 사태의 실현을 

목격하거나 지각하지 않았더라도 그 흔적을 통해 과거에 있었음직한 

사건을 추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장 (29마′)를 보면 ‘-었-’

과의 결합이 없이는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

시도 ‘-더-’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었-’과의 결합을 통해서 특이

한 용법을 획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었-’은 의외성 의미

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었-’과의 결합에 의해 ‘-더-’가 갖

고 있는 직접 증거에 대한 함축이 취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외성의 의미는 남아있다. ‘-었-’과의 결합으로 더 이상 선행 명제에 

대한 직접 증거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은 꼭 ‘-더-’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다른 문법 요소와 결

합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거성 제약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의외성과 증거성이 기존의 논의에서 다뤄진 것만큼 끈끈하게 엮

여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작은 증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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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 철수가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네. (시각)
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시네. 
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셨다네. (전언)
다.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네. (청각)
라. (다시 생각해보니) 아까는 내가 실수했네. (내성)
마. (아침에 일어나 젖어 있는 길을 보고)

밤사이 비가 왔네. (흔적 추리)
마′. *밤사이 비가 오네.
바. ?휘파람을 부는 걸 보니 오늘 철수가 기분이 좋네. 

(추론)

 ‘-네’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30나)의 경우도 역시 화자가 직접 세종대왕의 한

글 창제 장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문으로 여겨진다. ‘-었-’과 결합

하여 흔적 추리의 기능을 함으로써 명제의 내용을 직접 지각하지 않

아도 의외성 표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더-’와 같다. 그러나 

(30바)의 경우는 살펴볼 만한데, ‘-더-’와는 달리 해당 문장이 꽤 자

연스럽기 때문이다. ‘-ㄴ 것 같-’이 결합한 형태도 역시 전혀 어색하

지 않다. 이는 ‘-네’가 직접 증거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을 ‘-더-’만큼이나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방증으로 삼

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다.

 이때 (28바)와 (30바)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둘 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30바)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확신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증거는 화자

가 직접 지각한 것이므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정도가 높은 편

에 속한다. 아마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직접 증거적 의미가 ‘-네’를 

통해 실현되는 추리나 추론 행위에 대한 화자의 확신 정도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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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대표적

인 어미인 ‘-구나’, ‘-네’, ‘-더-’의 증거성에 따른 문법적 정합성을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구나’는 

정보의 출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어미인 반면 ‘-네’나 ‘-더-’는 

특별한 맥락이 없을 때는 직접 증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더-’가 ‘-네’에 비해 직접 증거를 보다 강하게 

요구한다는 사실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한 맥락이 없을 때̇ ̇ ̇ ̇ ̇ ̇ ̇ ̇ ̇  

직접 증거를 요구한다는 말은 곧 특별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명제의 내

용을 화자가 직접 지각을 통해 획득하지 않았을 때에도 해당 어미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화용적으로 이들이 갖는 직접 증거

에 대한 함축이 취소된다고 해서 이들이 원천적으로 증거성을 갖고 있

지 않다거나 혹은 이들 어미에서 의외성과 증거성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일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

서 이들이 직접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성과 증거성의 어

느 정도는 분리해낼 수 있으며 이들이 서로 다른 의미 범주로 기능함

을 시사한다. 예문 (26나)에 추가적인 맥락을 부여해보도록 하자. 

    

(31) 가. (시험을 치르고 귀가한 아들의 환히 웃는 얼굴을 보고)
너 시험 잘 쳤구나/?쳤네!

나. (아들은 언제나 시험을 잘 치면 환히 웃으며 귀가한
다는 사실을 아는 엄마가 시험을 치르고 귀가한 아
들의 환히 웃는 얼굴을 보고)
너 시험 잘 쳤구나/쳤네!

 이와 같이 아들이 시험을 보는 날에 웃으며 귀가한다는 것은 시험을 

잘 치렀다는 뜻이라는 것을 엄마가 잘 알고 있다면 해당 문장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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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엄마가 아들의 시험 성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지각하지 않더라도 ‘-네’의 사용이 어색해지지 않는 것이다. 대화 맥

락에 따라 의외성을 의미성분으로 갖는 어미들이 증거성과 맺는 관련

은 좀 더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해당 어미들이 나타

내는 의외성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더-’의 경우도 살펴보자.

    

(32) 가. 영희가 학교에 가더라.
나. 영희가 학교에 가더라. 내일이 입학식이더라.

(박재연 2018)

 (32가)에서는 특별한 화용적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가 가진 의미를 부여하여 해당 문장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결

과적으로 ‘화자가 영희가 학교에 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정

보를 청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32나)와 같이 화용적 맥락이 추가되

면 해당 문장이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과거의 사건을 

지시한다는 ‘-더-’의 의미가 사라진다. 명제의 내용이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수 있게 된다. ‘-더-’가 가지고 있는 과거 사태 지칭의 함축이 취

소되는 것이다. 언표적으로 실현된 명제는 ‘영희가 학교에 가-’이며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므로 절대 과거의 사태를 지

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곧 직접 증거에 대한 함축도 취소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관측하고 지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화자는 영희가 학교에 가며, 내일

이 영희의 입학식임’을 새로 알았다는 의외성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더-’가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에 대한 직접 지각을 

강하게 요구하는 어미임은 자명하나, 특정한 맥락이 주어지면 이는 

충분히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어에서 의외성과 증거성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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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될 수 있는 범주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더-’가 사용된 명제가 실은 영희가 학교에 가는 미래의 사건

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은 과거의 사건을 부

호화하는 것이라면 과거 사건에 대한 직접 증거의 함축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가 사

용될 때는 이 둘 모두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석이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정합적인 판단은 보류하고자 한다. 만일 해당 문장이 ‘영희

가 내일 학교에 간다더라’와 같이 부호화 되었으면 직접 증거에 대한 

함축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겠다. ‘-더-’의 작용역이 ‘영희가 내일 학

교에 간다(고 하)-’이기 때문이고 화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영희가 내

일 학교에 간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음을 부호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언 표지인 ‘-다-’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언표적으로는 화자가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우므로 첫 번째 

논리를 따라서 과거 사건을 지칭한다는 함축이 취소되었다고 볼 여지

가 여전히 있다.

2.2.3. 의외성과 감탄

 한국어에서 감탄문을 독자적인 문장유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이전부터 이견이 존재했다. 최현배(1961)에서는 감탄문의 구성

이 평서문과 크게 다르지 않아 평서문 종결어미로도 충분히 감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과, 혼잣말에 쓰인다는 점에서 평서문 종

결어미와 다른 바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구나’ 등을 평서형에 포함시

켜 다룬다고 하였다. 또한 흔히 말하는 감탄문 종결어미들은 간접인

용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모두 평서문 종결어미로 바뀌는 것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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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감탄문을 설정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고영근(1974)에서는 비록 확답은 내릴 수 없지만 한국어의 감

탄문은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져 있고 그런 대로 독특한 의미를 표

시하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높임법 체계에 맞추어 한국어의 종

결어미들이 갖는 의미를 기술하였다. 이는 뒤로도 이어져 남기심・고

영근(2014)에서도 역시 여전히 그 설정 가능성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 감탄문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정

말로 한국어에서 감탄문이라는 문장유형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박재연(2013)에서는 그동안 감탄형 어미로 기술되어 왔던 ‘-구나’, 

‘-네’ 등을 감탄형 어미가 아니라 ‘새로 앎’의 의미를 갖는 인식 양태 

어미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네’, ‘-구나’가 감탄형 어미가 아니라고 

해서 감탄문 자체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감탄문은 

청자에 대한 의사소통 목적을 거의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문장

유형들과의 차이점이지만, 바로 그 이유로 감탄문을 문장유형으로 인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하게 표현의 기능

만을 담당하는 어미가 있다면 감탄문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보았는

데, 이에 대한 예시로 ‘-어라’를 제시하였다. ‘-어라’는 다른 기능 없

이 오로지 화자의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 어미로 파악하였

기 때문이다. 

 반면 박진호(2011b)에서는 상호주관적이라는 특징을 갖는 다른 문장

유형들과는 다르게, 감탄문은 대체적으로 독백처럼 주관적인 특징을 

갖고 사용된다는 점으로 인해 한국어에서 그 지위가 확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일부 용례에서 화자를 고려하여 발화하는 

경우가 발견되므로 완전히 상호주관적인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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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용법이 더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므로 감탄을 문장유형이 아닌 

다른 문법범주로 다룰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한국어에

서 감탄문이라는 문장유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언어마

다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면 한국어에서 감탄문과 의외성은 과연 어떤 통사적,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한국어에서 감탄문 표지와 의외성 표지가 

통사적인 차이를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각각을 나타

내는 어미들 사이에 발견되는 통사적인 차이가 발견된다면 박진호

(2011b)의 언급처럼 이 둘은 별개의 개념일 확률이 아주 높고, 그렇

지 않다면 두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시도해 봄으

로써 한국어의 문법을 보다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에콰도르 고지 스페인어에서는 감탄과 의외성이 통사적으로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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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cuadorian Highland Spanish(EHS)
가. [reaction of an informant to an instruction of how 

to fill in a questionary]
¡No ha sido dificil!
not has.3SG been difficult
‘Oh, it’s not difficult (I just realize this)’ 

나. *¡Qué cuidad-a no estás!
what careful-F not be(contingent).2SG
‘*How careful you aren’t!’

나′. ¡Qué poco cuidad-a estás!
what little careful-F be(contingent).2SG
‘How little careful you are!’

다. [speaker tells about she suddenly stumbling when 
walking through the jungle]
Me agarré de un árbol, que no
REFL.1SG held.PF.1SG of   a tree which not
había sido.
had.IMPF.3SG been
‘I held on to a tree, which turned out not to 
be one.’

라. *los ángeles de Bernini que ¡qué
the angels(M) by Bernini which how
hermos-o-s eran y qué triste-s!
beautiful-M-PL were.IMPF.3PL and how sad-PL
‘*the angels by Bernini, which how beautiful 
they were and how sad!’

라′. los ángeles de Bernini que eran
the angels(M) by Bernini which were.IMPF.3PL
tan hermos-o-s y tan triste-s.
so beautiful-M-PL and so sad-PL
‘the angels by Bernini, which were so beatuiful 
and so sad.

(Olberts 2009: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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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고지 스페인어에서는 의외성이 완료를 통해 나타난다. 기

본적으로 이 언어에서 의외성은 극성 표현이 가능하다. (33가)와 (33

다)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의외성을 나타내는 구성에서는 극성을 

삽입하여도 아무런 통사적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탄문의 

경우는 다르다. 우선 부정극성을 통한 감탄문의 부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감탄문에서 표현된 명제와 반대되는 의미의 새로운 감탄문

을 만들고 싶으면 (33나′)와 같이 부정어(否定語)가 아니라 적은 수를 

나타내는 수량사인 ‘poco’를 사용하거나 ‘careful’의 의미를 갖는 

‘cuidad-a’의 반의어인 ‘descuidad-a’를 사용해야 한다. 의외성과 감

탄문이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명제를 부정하는 동일 유형의 문장

을 만들기 위해서 취하는 통사적 방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고지 스페인어에서는 감탄문과 의외성 구문을 

비제한적 관계절 안에서 표현하고 싶을 때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33

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언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완료 구문

은 관계절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감탄문은 그렇지 않다. 감

탄문이 비제한적 관형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순이 바뀌어야 하

며, 감탄문을 이끌었던 의문사도 표시될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에콰도르 고지 스페인어에서는 의외성과 

감탄이 그 의미에 있어서는 유사한 지점이 있을지 몰라도 통사적으로 

확실히 다른 실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로 취급될 수 없으

며 따라서 감탄문과 의외성은 독립적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에콰도르 

고지 스페인어의 존재는 유형론적인 관점에서는 감탄과 의외성이 분

리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에서는 감탄문과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 –그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감탄문 표지로 기술되었던- ‘-구나’는 위와 비슷한 실험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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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듯하다.

    

(34) 가. 아이고, {무서워라, 무섭구나}!4)

나. 목에 칼을 대도 두렵지 않아라.
다. 목에 칼을 대도 두렵지 않구나.
라. 매우 무섭다고 한다.
마. *철수는 무서워라.
마′. 철수는 무섭구나.(↗)
바. 철수가 {달리는구나, *달려라}.

 먼저 한국어의 ‘-어라’, ‘-구나’, ‘-네’는 모두 극성 표현이 가능하다. 

기존의 명제와 반대되는 내용을 명제로 갖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아주 간단하다. 각 어미 앞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

지 않-’을 넣어주는 것이다. 물론 장형 부정이 아니라 단형 부정 역시

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쉽게 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라’와 ‘-구나’가 모두 극성 표현에 대한 통사

적 제약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4라)는 (34가)의 문장을 부사 ‘매우’와 함께 간접인용문 안으로 집

어넣은 것이다. 이때 ‘-어라’나 ‘-구나’ 모두 그 원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반드시 평서문에 쓰이는 종결어미로 바뀌어야 한다. ‘매우 무섭

구나고 한다/무서워라고 한다’는 둘 다 완벽한 비문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어라’와 ‘-구나’는 모두 간접인용문에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제약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5) 

4)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아이고, 두려워라/두렵구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이는 저자의 직관으로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므로 유사한 의미의 ‘무섭-’을 사용
하였다. (30나)는 말뭉치 자료이므로 수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30나)의 ‘두
렵-’을 ‘무섭-’으로 바꿔도 의미는 잘 통한다.

5) 다만 문보경(2013)에서는 한국어 감탄문의 설정 가능성을 내포절에서의 형태 유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였다. 감탄문이 내포절에 들어간 형태는 
감탄이라는 그 본래의 뜻을 전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감탄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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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의 ‘-어라’와 ‘-구나’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언급하

였던 에콰도르 고지 스페인어의 의외성과 감탄문 구분에 사용하였던 

방법을 가져와서 한국어에 적용해 보았다. 에콰도르 고지 스페인어와

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어라’와 ‘-구나’가 모두 큰 통사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부정어와 결합하여 극성을 표현할 수 있었고, 간접인용문에 

사용될 때는 둘 다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평서형 종결어미로 변한

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단지 이 두 가지 비교만 가지고 결정

을 내리는 것은 조금 성급할 수 있다. 한국어의 ‘-어라’와 ‘-구나’는 

조금 다른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34마)와 (34마′)를 보면 3인칭 주어를 취했을 때 ‘-어라’는 비문이 

되는 반면 ‘-구나’는 문장이 성립한다. ‘-어라’는 ‘-구나’에 비해 강한 

주어 인칭 제약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해당 명제

를 경험하는 경험주가 화자 본인일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명제의 경험주가 주어 위치에서 실현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주어 인칭 제약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어라’의 기능이 화자의 감정이나 내면 상태를 언어로 

부호화하는 데에 더 많이 쏠려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구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임으로 의외성에서 발생하

는 놀라움을 동반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기능이지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이 핵심 의미 기

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34마′)와 같은 맥락이 주어지면 

화자가 지각을 통해 –직접 증거이든 간접 증거이든 혹은 전언이든 정

보의 출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식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상태나 상황을 추리함을 나타내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어라’

내포절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내포문 실험은 특정한 문형의 문장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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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의외성보다는 화자의 감정이나 내면 상

태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라’의 더 본질적인 기능임을 여기서 

파악해볼 수 있다.

  ‘-어라’에서는 결합 제약도 발견된다. 감탄문 표지로 쓰이는 ‘-어

라’는 앞에 형용사 어간을 취해야 한다. 동사 어간이 오게 되면 명령

형 종결어미인 ‘-어라’로 기능한다. 따라서 (34바)에서 ‘-어라’가 쓰인 

문장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은 아니지만 원래 의도하였던 감탄 혹

은 의외성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살아남지 않고 문장이 명령문으로 바

뀌어 버린다. 반면 ‘-구나’의 경우는 결합 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동사의 어간 뒤에서는 ‘-는-’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는 하지만 

원래의 의미가 바뀌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문법적인 관점에서 ‘-구나’는 가장 대표적인 감탄문 표지로 

불리는 ‘-어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감탄의 하위 유형에서 다뤄

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

라’와 ‘-구나’의 정밀한 의미 기능을 분석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이

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어 한국어에서 감탄문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만 감탄은 화자의 감정이나 내면 

상태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만큼, 그 순

간 화자가 깨달은 감정이나 생각, 내면 상태를 부호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는 의외성과 관련 맺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한 논의를 통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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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외성을 나타내는 한국어 어미 

목록
 

 한국어에는 의외성을 의미 성분으로 갖는 어미가 다양하게 등장한

다. 그 말은 곧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단순히 화자

의 지식 체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의미 

성분으로 갖는 어미들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서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의 쓰임을 보다 자세하게 기

술하고자 한다.

3.1. ‘-구나’류

 ‘-구나’류 어미들이란 기원적으로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형태적・의미적으로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

는 ‘-구나’, ‘-군’, ‘-구먼’ 등의 어미들을 의미한다. 《표준》에 등재된 

‘-구나’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35)

-구나 -구려 -군 -구먼 -구만 -구면 -고나
-는구나 -는구려 -는군 -는구먼 -는구만 -는구면
-로구나 -로구려 -로군 -로구먼 -로구만 -로구면 -로고나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구나’, ‘-군’, ‘-구만’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구려’의 경우에는 ‘-구나’와 비교하였을 때 높임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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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표현으로 그 외의 통사적, 의미적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

기 때문에 상세한 의미 기술에서 제외하였다. ‘-구먼’의 경우에는 《표

준》에서 ‘-구만’의 본말로 보고 있으나 실사용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구만’과는 달리 주로 중장년층에서만 사용되었고 나이가 어린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이미지 2015: 45-46). 

본고에서 말뭉치 자료로 삼은 《세종 말뭉치》에서도 ‘-구먼’은 487번 

등장하는 반면, ‘-구만’은 1962번 등장한다. 이 수치는 뒤에 ‘요/유’

가 오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보다 더 많은 

용례가 나타나는 ‘-구만’을 기준으로 ‘-구먼’과 ‘-구만’을 함께 설명하

고자 한다. ‘-구면’은 ‘-구먼’과 형태와 의미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말뭉치에서의 등장 빈도가 낮으므로 따로 고려하지 않는

다. 마지막으로 ‘-고나’의 경우에는 《표준》에서도 옛말로 기술하고 있

고 실제 사용례도 극히 드물게 나타나므로 이를 굳이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1.1. ‘-구나’

 ‘-구나’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로 기술되어 왔다. 박재

연(2014)에서는 ‘-구나’가 나타내는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구나’의 기본 의

미는 ‘사유 과정을 동반한 인식’이며 이는 어떤 사실을 새로 알게 되

는 과정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 ② ‘-구나’는 정보의 내면화 과정

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보의 내면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구나’의 주된 기능은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는 데에 있지 않다. 

그러나 사유를 동반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추론’의 의미를 나타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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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으로 이용된다.6)  ④ 개연성 판단을 담당할 수 있는 ‘-겠-’과

는 달리 ‘-구나’는 증거 범주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 양태적 판

단에 대해서는 무표적인 특성을 보인다. 

 박재연(2014)에 나타난 ‘-구나’에 대한 서술은 우리가 ‘-구나’를 이

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구나’가 어떠한 사실을 새

로 알게 되는 과정 자체를 나타낸다는 서술을 통해서 한국어의 의외

성이 단순히 명제에 대한 화자의 지식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의미를 사상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또한 ‘-구

나’가 ‘추론’의 의미를 나타낼 때 특징적으로 이용된다는 서술은 증거

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어의 의외성의 특성을 포착

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부터 박재연(2014)에 제시되었던 ‘-

구나’에 대한 서술을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구나’가 가지고 있는 통

사적・의미적 특징에 대해 논할 것이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구나’의 의미는 살펴보면 명제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새로이 편입된 내면화 되지 않은 정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정보의 출처에 상관없이 모두 ‘-

구나’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나’는 통사적으로 다소 특이한  

1인칭 주어와 공기할 수 없는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한다. 이는 ‘-구

나’가 가지는 의외성의 의미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자신의 상

태나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특히 서술어가 화자의 상태나 화자의 의도적인 동작을 나

타내는 경우에 이러한 제약이 강력히 실현된다. 이러한 제약은 ‘-구

나’에만 국한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 

6) 본고에서는 2장의 논의에 따라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등에 의거한 것을 ‘추론’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나’를 다룸에 있어 박재연(2014)에서는 개인적 근거에 
의한 것 역시도 ‘추론’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내용을 진술할 때에는 원문의 
표기를 존중하여 ‘추론’으로 적되 따옴표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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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36) 가. *내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부르네, 부르더라}.
나. 네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부르네, 부르더라}.
다. 철수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부르네, 부르더라}.
라. 내가 노래를 제일 못 {부르는구나, 부르네, 

부르더라}.
(박재연 2014: 226) [2,3인칭 주어 예문은 

연구자 추가]

 그러나 서술어가 화자의 의도적 행위를 나타내더라도 (32라)와 같이 

명제의 내용이 의외성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자연

스럽게 ‘-구나’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화자가 알게 된 것은 자신이 노

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노래 실력이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화자의 상태나 정서 등 화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구나’와 1인칭 주어의 결합은 일반적으로는 어색하다. 

    

(37) 가. ?내가 기쁘구나.
나. ?내가 아프구나.
다. 네가 합격했다니 기쁘구나.
라. 에이 하필이면 막 떠나려는데, 배가 살살 

아프구나.

 (37가,나)와 같이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1인칭 주어는 다소 어색하다. 그러나 해당 명제를 화자가 

지금 막 인식했다는 맥락이 주어지면 (37다,라)와 같이 자연스럽게 사

용된다. 화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

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중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구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세종 

말뭉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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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 나는 나를 알아주는 일에 마음이 약하구나.
나. 나보다 더 비참하고 힘들게 사는 삶의 양태를 보면서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38가)는 원래는 자신이 마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어

떠한 계기를 통해 이를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발화이다. (38다) 

역시도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으나 타인의 

삶을 보며 새로이 깨닫고 있으므로 서술어가 화자의 마음 상태를 진

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인칭 주어와 매우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를 담고 있는 서술

어가 1인칭 주어가 아닌 2인칭이나 3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면 이는 

자연스럽게 추측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는 ‘슬

프다’를 사용한 문장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39) 가. ?나는 슬프구나.
나. 너 슬프구나.(↗)
다. 아하, 이 젊은이는 피라미드처럼 슬프구나.

 제3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면의 상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화자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정이나 상태의 결과

가 지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해 추측하는 

것뿐이다.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슬픈 상태라는 것을 

짐작하거나 평소와는 다르게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에서 배고픈 상

태였음을 유추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구나’

는 자연스럽게 추측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때에는 주로 상향 억양

을 동반한다.



- 58 -

    

(40) 미나꼬: (갑자기 생긋 웃음) 하, 안경 벗었네?
영희: 어? (안심) 으응, 안겨엉? 응... 렌즈... 했어.
미나꼬: (문득 영희를 짠하게 보고는 영희의 팔짱을 낀다.)

언니, 진우상 약혼 때문에 많이 슬프구나? 그래
서 안경도 벗고
친구하고 밤새 놀고, 맞죠?

영희: (그거 아닌데...) 슬..프긴 뭐... 다 끝난 일인데.
미나꼬: 그래요, 다 끝난 일이에요. 와아, 언니 안경 벗

으니까 이쁘다. 꼭 다른 사람 같아요.
(드라마 백설공주 10화)

 그리고 이때의 추측은 당연히 화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얼마든지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그 내용은 취소가 가능하

다. 위의 예문에서도 등장인물인 미나꼬의 추측이 실제의 영희의 마

음 상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지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미나꼬 역

시도 ‘맞죠?’라는 확인의 화행을 갖는 발화를 자신의 추측에 덧붙임으

로써 자신의 발화가 상대의 정서나 상태, 상황에 대한 추측임을 드러

내고 있다. 그러나 박재연(2014)에서 말했던 것처럼 ‘추론’이 ‘-구나’

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듯하

다. ‘-구나’와 ‘-네’가 구별되는 가장 확실한 문맥으로 ‘추론’의 상황

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예문은 다음과 같다.

    

(41) [귀가한 동생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가. 너 무슨 일 있구나.
나. *너 무슨 일 있네.

(박재연 2014: 232)

 (41)에 제시된 상황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화자가 직

접 지각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표정을 통해 화자가 추론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구나’는 ‘-네’와는 다르게 ‘추론’의 의미를 강

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박재연(2014)가 주장하는 바이다. 물론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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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각한 경우에도 ‘-구나’가 쓰이는 경우가 발견되나 이러한 예를 

통해 ‘-구나’가 지각을 명세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박재연 

2014: 233). 한국어에서 무표적 단언을 주로 나타내는 ‘-다’나 ‘-아/

어’도 지각이나 추론, 전언 등의 환경에서 자유롭게 쓰일 수 있으나 

이러한 무표적 어미들이 한국어의 증거성을 명세화하지 않음을 들어 

‘-구나’ 역시도 지각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구나’의 핵심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동시에 반대로 ‘-네’ 역시도 

지각에 의한 정보를 명세화하는 것이 거의 분명하지만 맥락에 따라서 

지각뿐만 아니라 추론이나 전언을 나타낼 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과연 ‘-구나’가 정말로 추론의 의미를 가장 핵심적으로 지니

는지는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진호(2011b)에서 논의했던 것

처럼 ‘-구나’는 증거성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다.

    

(42) 가. 이 꽃 참 예쁘구나. (시각)
나. 너 목소리 참 좋구나. (청각)
다. 이 꽃 냄새 참 좋구나. (후각)
라. 국이 참 맛있구나. (미각)
마. 이 옷 촉감이 참 부드럽구나. (촉각)
바. (다시 잘 생각해보니) 아까 내 생각/판단/계산이 틀

렸구나. (내성)
사. (아침에 일어나 길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밤사이 

비가 왔구나. (추리)
아. 갑: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철수도 있더라.

을: 철수도 합격했구나. (전언)
자. (철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니까)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추론)
(박진호 2011b: 10)

 ‘-구나’는 대체적으로 정보의 출처와 관계없이 증거를 모두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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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오히려 일반적 지식을 통한 추론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

는 것은 어색함이 느껴진다. ‘-구나’는 증거성의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박재연(2014)의 진술처럼 지각

을 명세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론을 명세화하는 것도 

아니다. ‘-구나’는 해당 명제가 의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다. 그렇다면 (41나)에서 일반적으로 ‘-네’를 사용한 발화는 어색하

게 느껴지고, ‘-구나’를 사용한 예문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무

슨 이유 때문일까?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직접 지각에 대한 증거성의 영향이다. 

3.2.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의

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출처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

운 ‘-구나’와는 달리, ‘-네’는 직접 지각한 사태를 나타내는 데에 주

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화자가 직접 지각하지 않은 명제를 발화함에 

있어 ‘-네’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추론의 

상황에 ‘-구나’가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구나’가 

추론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직접 증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다른 어미가 있기 때문에 직접 지각하지 못한 사

건이나 사태에 대해 발화하는 상황에서는 해당하는 어미의 사용을 꺼

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구나’는 대부분의 증거성과 자유롭게 결합

하여 쓰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또 다른 사람

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구나’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전언을 

나타내는 표지 ‘-다는-’과 함께 쓰이는 것이 훨씬 잦은 빈도로 발견

된다. (42아)에서 제시된 상황은 특정한 정보를 다른 사람의 발화를 

통해 획득한 것임은 맞으나 상황을 살펴보면 화자에게 그 정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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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사람과의 대화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나’가 전언 증거를 나

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상황을 달리 보아서 

또 다른 대화참여자인 병이 있고 을이 병에게 자신이 들은 바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43) 갑: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철수도 있더라.
을: 철수도 합격했구나.

(잠시 후, 을은 갑과 헤어지고 병을 만났다.)
을: 철수가 이번에 {*합격했구나, 합격했다는구나}.
병: 그래? 그것 참 잘 됐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언 표지가 사용되지 않은 ‘-구나’는 어색하다. 

‘-구나’를 혼잣말처럼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정보를 준 상대방과의 대

화 상황에서는 ‘-구나’가 단독으로 전언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전언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전언 표지가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서술과 달리 

‘-구나’는 모든 전언 증거에 대해 자유로운 실현을 보이는 것이 아니

라 전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금 전달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

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신중히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화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철수의 합격 사실을 들었으므로 철수가 합

격했다는 사실과 또한 자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다

는 사실은 화자에게 있어 새로운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3)에서 보이는 을의 두 번째 발화에서 ‘-구나’는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내거나 해당 명제가 화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임을 드러내지 않

는다. 오히려 명제의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발화자가 자신의 책임

을 경감하려 시도하는 일종의 완화 표현(hedge)에 가깝다. ‘-다는구

나’는 선행하는 명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 획득한 전언임을 ‘-다는-’으

로 표시함과 동시에 의외성 표지인 ‘-구나’를 통해 명제의 내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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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내면화 되지 않은 것임을 유표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신은 명제

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음을 청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자신이 직

접 지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면화 되지도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 명

제의 진위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다는구나’와 

같은 어미 결합체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유보적 입장을 전달할 수 있

다. 그러나 ‘-구나’가 특정한 전언 상황에서 갖는 이러한 의미는 ‘-구

나’가 갖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구나’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했을 때에도 독특

한 쓰임이 나타난다. 우선 한국어의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는 

‘-었-’과 ‘-더-’를 들 수 있는데, ‘-구나’는 이 둘과 결합할 때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었구나’는 과거 시제와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화자의 의외성을 나타낸다. 반대로 ‘-더구나’는 화자

의 과거의 의외성을 나타낸다. 

    

(44) 가. 내 방에 도둑이 들었구나.
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웃음의 문화에 목말라 있었구나.
다. 오랫동안 나는 잘못 살았구나.
라. 무예의 자질에 있어서 옥여는 갑송이를 당할 수가 없

더구나.
마. 만나는 순간 달아나고 싶었고 울컥 부끄러운 생각이 

치밀더구나.

 ‘-었구나’가 쓰인 (44가,나,다)는 모두 화자가 의외성의 의미를 느낀 

시점과 발화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다. 그러나 (44라,마)는 

이전에 겪었던 의외성의 의미를 뒤늦게 발화로 표현하고 있다. 의외

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가진 언어에서는 최근성 제약(recency 

restriction)이 종종 발견된다. 최근성 제약이란 최근에 얻은 정보에

만 의외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획득이나 깨달음으로

부터 일정 정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이미 그 정보는 화자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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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자리 잡았을 확률이 높으므로 화자에게 신정보일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의외성의 실현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외성이 표시된 발화에서 정보 획득/깨달음의 순간과 발화의 

순간은 자연스럽게 매우 가까울 수밖에 없다(Rett & Murray 2013: 

459). 한국어의 ‘-었구나’는 이러한 최근성 제약이 실현되는 예로 볼 

수 있다. 과거 시제 표지가 사용되었으나 깨달음의 시점이 과거인 것

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서 만들어진 흔적을 발화시에 인식함으로써 

사건을 파악하는 ‘흔적 지각’이나 과거의 사건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

으나 그것이 갖는 의미, 혹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흘러 발화의 순간과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때에 

이를 깨닫는 ‘뒤늦은 깨달음’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구나’는 이러한 최근성 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최근성 제약이 모든 의외성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조건은 아니다. 아래의 예문처럼 Kalasha어에서도 과거에 느낀 

사건에 대해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45) Kalasha
amerika’ bo hu’tala dur kai śi’-an
America very high house make PAST.PERF-3PL
hu’la
become.PAST.INFR.3
‘In America there are very tall buildings.’

 (DeLancey 1997: 47)

 ‘-더구나’가 최근성 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더-’가 갖는 

과거 비완망의 상적 의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

더-’를 다루는 3.3.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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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군’

 《표준》에서는 ‘-군’의 의항을 두 개로 기술하고 있는데 우선 ‘-구나’

의 준말로 처리하는 의항이 하나 있고,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고 기술하는 의항이 있다. 이러한 사전 기술에

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군’과 ‘-구나’가 의미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어미는 몇 가지 지점에서 두드

러진 통사적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각 어미들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 어미들의 공

시적인 통사적 차이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다.

 ‘-군’ 역시도 ‘-구나’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출처를 따지지 않는다. 

서술어가 동작주의 내적 상태나 의도된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1

인칭 주어와 공기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물론 맥락이 주어

지면 이러한 제약이 사라진다는 점도 동일하다.

    

(46) 가. *내가 노래를 부르는군.
나. *내가 기쁘군.
다. 네가 합격했다니 기쁘군.
라. 내가 우리 반에서 노래를 제일 못 부르는

군.
마.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다 기쁘군.

 또한 자신이 획득한 정보의 출처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구나’와 같으며, ‘-었-’과 ‘-더-’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특수한 의미

도 동일하다. ‘-었-’과의 결합은 현재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추론해낸 

과거의 사실에 대한 현재의 깨달음을, ‘-더’와의 결합은 과거의 사실

에 대한 과거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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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 내 방에 도둑이 들었군.
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웃음의 문화에 목말라 있었군.
다. 오랫동안 나는 잘못 살았군.
라. 무예의 자질에 있어서 옥여는 갑송이를 당할 수가 없

더군.
마. 만나는 순간 달아나고 싶었고 울컥 부끄러운 생각이 

치밀더군.

 ‘-군’이 ‘-구나’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바로 상

대높임법에 사용되는 보조사 ‘요’의 결합 여부이다. ‘-구나’는 ‘요’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높여야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잘 선택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과 ‘-구나’는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에서도 ‘-군’의 의미를 서술함에 있어 단순히 ‘-구나’의 

준말로 처리하는 의항과 ‘-구나’와 의미적으로는 유사하나 보조사 결

합 여부에 차이를 보이는 의항을 별개로 처리하고 있다. ‘-구나’와 ‘-

군’이 높임법 체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곧 ‘-구나’와 ‘-군’이 

사용되는 상황 역시도 차이를 보이게 됨을 알려준다. ‘-구나’는 혼잣

말의 상황이나 지위가 자신과 같거나 낮은 사람과의 대화 상황에서 

출현하는 반면, ‘-군’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비교적 쉽게 발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 상황에서 ‘-구나’

에 비해 높은 빈도로 실현된다. 예를 들어, 전언 표지인 ‘-다(는)-’과 

결합한 형태인 ‘-다는구나’, ‘-다는군(요)’의 실현은 현재의 발화 상황

이 대화 상황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말뭉치에서 이 결합형이 실

현되는 토큰이 많이 발견된다면 대화 상황에서 어떤 어미가 조금 더 

빈번히 선택되는지 간단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말뭉치 검

색 결과 ‘-다는구나’는 101회가 발견되었으며 ‘-다는군(요)’은 432회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군’이 ‘-구나’에 비해 보다 더 대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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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인다는 것을 아주 가볍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군’은 ‘-구나’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심리, 내

면 상태 등을 추측하는 데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구나’는 상향 억양을 동반하여 자신이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

는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을 통해 추론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었다. ‘-군’이 이러한 쓰임을 아예 갖지 않는 것은 아니

나, ‘-구나’에 비해서는 훨씬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군요’의 경우는 상향 억양을 동반할 때 자연스럽게 추측의 해석이 

가능하다.

    

(48) 가. 너 지금 배고프구나.(↗)
나. *너 지금 배고프군.(↗)
다. 선생님, 지금 배고프시군요?(↗)
라. 너 지금 슬프구나.(↗)
마. *너 지금 슬프군.(↗)
바. 선생님, 지금 슬프시군요?(↗)

 ‘-구나’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 질문의 화행은 수행하

지 않는 유사의문문을 만들어 자신의 추측의 내용을 발화할 수 있는

데 ‘-군’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요’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물론 ‘-군’을 취하는 의문문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말뭉치

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발견된다.

    

(49) 가. 의견의 대상은 존재(실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겠군?
나. 할 이야기가 있나 보군?
다. 아주 철저하게 문학적으로 살 셈이군?
라. 선희는 그렇게 해서 젖을 떼었던 모양이군?

 이는 실제로 언중들이 ‘-군’이 충분히 의문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종결어미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도 ‘-군’이 보이

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들과 함께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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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위의 예문들에서는 ‘-겠-’, ‘-나 보-’, ‘-ㄴ 모양’과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을 셈’은 전형적인 추측 표

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의존명사 ‘셈’이 곧 상대의 생각이나 계획 

등을 추상적으로 이르는 데에 사용되므로 선행하는 명제가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것이며 화자는 이를 다른 근거들을 통해 추측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구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추측 표현들과도 아주 자연

스럽게 어울리나 추측 표현들이 없더라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발화된

다. 그러나 ‘-군’은 (49)의 예시에서 추측 표현들이 사라지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는 ‘-군’이 ‘-구나’에 비해서 화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나 생각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는 데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미루

어 짐작하게끔 해주는 현상이다. ‘-군’이 가진 의외성의 의미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도 ‘-구나’와 ‘-군’의 이러한 통사적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구나’류 어미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보다 강하

게 드러내는지 확인함으로써 개별 어미들을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청자가 반드시 상정되는 ‘-군요’는 사교적인 대화 상황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 화자에게는 그다지 새로운 정보가 아니거나 혹은 날씨와 같

이 굳이 화자가 말하지 않아도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

는 사실에 대해 말할 때에 ‘-군요’가 사용되기도 한다.

    

(50) 가. (산책하다 만난 동네 주민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나. 아프리카를 제대로 아는 한국인도 드물지만 시립병원

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50가)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야외에 있으므로 쉽게 날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둘은 모두 이미 밖에 있던 상태이므로 당연히 그날의 

날씨가 좋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화는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교적 기능을 보이는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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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야기는 ‘-네’를 다루는 3.2.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

겠다.

 (50나)는 자신의 내면 상태에 관한 진술이므로 발화자는 이미 아프

리카의 시립병원의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명제를 의외성 표지인 ‘-군요’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발화

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해당 명제에 대한 판단을 내

릴 수 없다는 주관적이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3.1.3. ‘-구만’

 우선 《표준》에서는 ‘-구만’은 ‘-구먼’의 잘못으로, ‘-구먼’은 ‘-군’의 

본말로 처리하면서 이 두 항목에 대한 뜻풀이는 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실제 언어 자료에서 ‘-구먼’과 ‘-구만’의 실현 빈도는 유의미하

게 차이를 보이며 특히 ‘-구만’은 현대의 젊은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

서 매우 폭넓게 사용된다. 실제로도 연구자의 말뭉치 자료에서도 ‘-구

만’은 1,886회의 사용이 발견되는 반면, ‘-구먼’은 462회의 사용만이 

발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구먼’ 대신 ‘-구만’

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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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 이 꽃 참 예쁘구만. (시각)
나. 너 목소리 참 좋구만. (청각)
다. 이 꽃 냄새 참 좋구만. (후각)
라. 국이 참 맛있구만. (미각)
마. 이 옷 촉감이 참 부드럽구만. (촉각)
바. (다시 잘 생각해보니) 아까 내 생각/판단/계산이 틀

렸구만. (내성)
사. (아침에 일어나 길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밤사이 

비가 왔구만. (추리)
아. 갑: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철수도 있더라.

을: 철수도 합격했구만. (전언)
자. (철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니까)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구만. (추론)

 우선 제일 먼저 정보의 출처에 따른 제약은 ‘-구나’와 마찬가지로 크

게 존재하지 않는다. ‘-구나’에서 제시한 예문에서 ‘-구나’를 ‘-구만’

으로 대체해 보았을 때 모든 문장에서 ‘-구나’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

다. 다만 ‘-구나’는 하향 억양으로 쓰여도 어색함이 느껴지지는 않는 

반면 ‘-구만’은 상향 억양 없이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다. 따라서 ‘-구나’와 ‘-구만’이 갖는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상향 억양

의 필수성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구나’와 마찬가지로 ‘-었-’과의 결합은 과거에 실현된 사건에 

대해 남아있는 증거나 흔적 등을 통해 알게된 화자의 현재의 상태를, 

‘-더-’와의 결합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과거의 상태를 전달한다.

 그러나 ‘-구나’와 ‘-구만’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존재한다. 

우선 통사적으로는 ‘-군’과 마찬가지로 ‘-구만’ 역시 보조사 ‘요’와 결

합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말했듯 ‘-구만’은 혼잣말에도 사용되지만 

대화 상황에서도 ‘-구나’에 비해 채택될 여지가 클 수 있음을 방증한

다.

 두 번째로 ‘-구만’은 상대방에 대한 반박의 의미를 추가로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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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52) 갑: 어 나 어제 거기 갔는데, 재학오빠가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생일이라구 얘길해 갖구.

을: 어.
갑: 아 나 진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구서 들어갔

그덩.
을: 어.
갑: 근데 미안해 미안하잖아 생일파틸 해 준 거야. 케익 

사와 가지구.
을: 오.
갑: 되게 민망했어.
을: 좋구만, 뭘.

(이미지 2015: 41)

 을의 마지막 발화에서 ‘-구만’은 갑이 자신이 처했던 상황이 민망했

다고 하자 발화자인 을의 관점에서는 민망해 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갑에게 좋은 상황으로 느껴졌음을 보인다. 이때 ‘-구만’ 대신에 ‘-구

나’나 ‘-군’을 사용하면 ‘-구만’에서 나타나는 반박의 의미가 표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네’나 ‘-ㄴ데’ 등의 어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문장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는 ‘-구나’와 ‘-군’, ‘-구만’이 매우 

유사한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드러내지만 섬세하게 관찰하면 그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구만’은 연결어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53) 가. --삼송리 비닐하우스-
세명: 이 땅 멀쩡하구만 놀리네.
인수: 소송 중이래.

나. 인수: 이거 제조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드만 본께. 그래 팟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
데 말야.

세명: 최루탄 만들어서 돈 번 여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
구만 화염병 만들어 돈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

(이미지 201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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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의 ‘-구만’은 바로 앞에서 자신이 반박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

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용되며 연결어미의 쓰임을 보인다. 그러나 문맥

적으로 (53가)에서는 실제로는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화자에게 말했을 것임을 상정 가능하고 

이때의 ‘멀쩡하구만’은 직전 발화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행해졌

던 어떤 발화에 대한 반박이라는 사실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자가 직접 

땅을 방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의외성

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서 반박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화자가 획득한 정보 또는 획득한 정보를 통해 판단한 사실이 자

신이 전해들은 바나 다른 이의 판단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자신이 어떤 사실을 획득하였

음을 언어적으로 부호화하였는데 자신이 획득한 정보가 이전에 자신

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정보와는 반대될 때에도 우리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3나)에서는 ‘-구

만’이 반박의 의미라기보다는 후행절에 제시된 명제의 내용이 선행절

을 통해 마땅히 기대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실현되었음을 나타내

는 연결어미처럼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구만’은 ‘-지만’이나 ‘-는데’ 

등으로 교체되어도 자연스럽게 읽힌다. 반드시 상향 억양을 요구하지

도 않는다. 반대로 ‘-구나’, ‘-네’와 같은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로는 

교체할 수 없다. (53나)에 나타나는 ‘-구만’은 원래의 ‘-구만’과는 통

사적・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연결어미로서의 ‘-구만’이 새로 

획득한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이자 그 음성이 비슷한 

‘-건만’의 영향을 받아 전염 현상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만’은 단순히 사실을 제시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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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구만’은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반

박의 의미는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54) 가. 압지, 엄니, 저구만요! 불효자 창수가 돌아왔구만요!
나. 갑: 너 왜 이제 오니?

을: 무슨 소리야. 아까부터 와 있었구만.

 (54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왔음을 알리기 위해 ‘-구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구만’은 다른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교체될 수 없다. 그러나 이때 화자가 격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쉽게 

추론해낼 수 있다. 일종의 감탄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54나)

는 상대의 말에 대한 반박이라는 의미는 짚어낼 수 있으나 의외성의 

의미는 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나’, ‘-군’, ‘-네’, ‘-다니’ 등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다른 어미들로 역시 교체되지 않는다. 단순히 자

신이 앞선 대화 참여자의 발화 내용과는 다르게 아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박의 느낌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다. (54)에서 나타

나는 ‘-구만’의 예들은 모두 의외성으로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이다. 

따라서 ‘-구만’은 ‘-구나’나 ‘-군’에 비해서 다양한 실현 양상을 보이

고 있고 심지어 연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발견되므로 이들의 형태적 

동일성에만 주목하여 하나의 문법 요소로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

다. 추후에 ‘-구만’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을 통해서 ‘-구만’이 보

이는 통사적⋅의미적 다양성을 면밀히 포착하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3.1.4. ‘-구나’류 어미의 또 다른 쓰임: 반영적 경청

 ‘-구나’류 어미들은 기본적으로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화자의 놀라움이나 깨달음만을 사상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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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류는 화자가 어떠한 결론이나 발견에 이르기까지의 사고 과정

이 있었음을 나타내거나 혹은 화자가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내면화하

는 과정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박재연 2014: 242). 임동훈(2011)

에서는 ‘-구나’가 나타내는 의미는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을 자신

의 의식 속으로 종합하고 통일화하는 과정인 ‘통각(apperception)’이

라고 말한다(임동훈 2011: 119).

    

(55) 가. 반찬 뚜껑이 열려 있네.
나. 반찬 뚜껑이 열려 있구나.

(56) 가. 어머, 양말에 구멍이 났네.
나. 어머, 양말에 구멍이 났구나.

(박재연 2014: 224)

 반찬 뚜껑이 열려 있거나 양말에 구멍이 난 상황을 인식했을 때 우

리는 ‘-구나’와 ‘-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구나’가 사용된 (55

나)와 (56나)는 지각에 동반하는 상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까

부터 어디서 냄새가 난다 했더니 반찬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이고, 

아까부터 발가락이 춥다 했더니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이다. 이에 반해 

‘-네’가 사용된 문장은 단순한 발견 상황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

인다. ‘-군’과 ‘-구만’도 ‘-구나’와 마찬가지다.

 특히 ‘-구나’류가 내면화 과정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구나’

류의 특징은 새로운 쓰임을 이끌어내는데, 바로 상대방의 말에 맞장

구를 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57) [전화 통화의 상황]
A: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와.
B: 서울은 비가 많이 {*와, *온다, *오네, *오잖아, 오는구

나, 오는군, 오는구만}.
(박재연 2014: 229) [일부 어미의 예는 연구자가 추가]

 위의 상황에서 서울에 있지 않은 B는 무표적 종결어미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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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의외성을 나타내는 ‘-네’, ‘-잖-’ 등을 이용해서 맞장구를 칠 수 

없다. 오직 ‘-구나’류의 어미만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화

자는 상대방에게서 어떠한 정보를 획득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정보를 자신의 지식 체계 속에 입력한다. 우

리가 새로 입수한 정보를 우리의 지식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는 대부분 해당 정보가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스스로 참이라고 여겨지거나 -물론 이때 

참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해당 정보에 있어서 어

떤 이유에서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믿을 수도 있고, 혹은 

진위 여부를 판단할 만큼 그 이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렇구

나’는 상대가 전달한 명제의 내용을 화자가 받아들여 자신의 지식 체

계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는 발화이며 나아가 본

인이 해당 명제가 참이거나 참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화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현재 상대의 발

화를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현재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화자가 현재 상대를 존중하고 있음을 상대가 느끼게끔 하는 역

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구현정 1996: 51). 

    

(58) A: 이 분이 우리 엄마야.
B: {그렇구나, 그렇군, ?그렇구만, *그렇네}.

(59) A: 이 집이 이 동네에선 맛집으로 진짜 유명한 집이야.
B: 오, {그렇구나, 그렇군, 그렇구만, *그렇네}.

 위의 경우에서 상대방에게 들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나’류의 어미를 사용할 수 있다. ‘-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

색하며 상대방이 전달한 정보를 화자가 직접 지각을 통해 확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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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한해서만 ‘-네’의 실현이 자연스럽다.

3.2. ‘-네’

  한국어의 어미 ‘-네’는 굉장히 다양한 쓰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네’의 가장 기본적인 쓰임은 역시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

만 ‘-네’가 의외성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주로 명제의 내용을 화자가 

직접 지각했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2.2.에서 증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또한 ‘-네’는 특정한 맥락이 주어지면 추

론으로 알게 된 정보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앞에서 

가볍게 이야기 하였다. 

 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네’는 직접 지각 증거를 강력히 요구

하는 어미이다. 

    

(60) 가. 철수가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네. (시각)
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시네. 
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셨다네. (전언)
다.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네. (청각)
라. (다시 생각해보니) 아까는 내가 실수했네. (내성)
마. (아침에 일어나 젖어 있는 길을 보고)

밤사이 비가 왔네. (흔적 추리)
바. *너 지금 배고프네. (추론)
사. 휘파람을 부는 걸 보니 오늘 철수가 기분이 좋네. 

(추론)

 (60나)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직접 지각하지 않은 사건은 ‘-네’와 

결합할 때 굉장히 어색함이 느껴진다. 다만 (60나′)와 같이 전언 표지

와 함께 사용된다면 ‘-네’의 작용역은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

셨다(고 하)-’이므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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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60라)의 경우에는 자신

이 했던 모습을 CCTV 등의 도구를 통해 다시 보는 상황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한데 이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네’는 내성을 통해 획득한 정보도 표현할 수 있다. 직접 

지각을 통한 증거를 요구하는 ‘-네’는 따라서 (60바)와 같이 추론의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네’는 ‘-구나’와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만이 인지할 수 

있는 감정이나 내면 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결합했을 때에도 1

인칭 주어가 크게 어색하지 않다. 역시나 ‘-구나’와는 반대로 이러한 

종류의 서술어에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결합하였을 때 특별한 맥락

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추론의 의미로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61) 가. 나는 어제부터 다리가 아프네.
나. *너는 어제부터 다리가 아프네.
다. *철수는 어제부터 다리가 아프네.
라. 나는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슬프네.
마. *너는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슬프네.
바. *철수는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슬프네.

 화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증거를 통해 나타내는 것은 유형

론적으로 널리 발견되는 현상이고 직접 증거 표지를 통해 의외성이 

실현되는 언어도 보고된 바 있다(Aikhenvald & Storch 2013: 13). 

그러므로 ‘-네’가 증거성을 나타내는 어미인지 아니면 의외성을 나타

내는 어미인지를 딱 잘라 이야기하기란 매우 어렵다. ‘-네’는 기본적

으로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면서도 직접 증거를 매우 

강력히 요구하고 통사적으로도 타인의 내면 상태 등을 ‘-네’를 통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문법 요소가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하

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영어에서도 ‘must’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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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범주에 걸친 의미를 나타내는 복잡성적 용법이 포착된다. 

인식 양태로서의 ‘must’는 [inferred probability]를 나타내며 이때 

‘must’가 갖는 추론의 의미와 강한 개연성을 나타내는 의미는 분리될 

수 없다(Bybee & Fleischman 1995: 5).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종결

어미 ‘-네’는 의외성도 나타내고 증거성도 나타내는 다의적인 어미가 

아니라 하나의 어미 안에 의외성과 증거성이 꼼꼼히 얽혀 있는, 복잡

성을 띠는 어미이다. 그러므로 ‘-네’의 경우에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들에서 발견되는 통사적 특성이 발견되는 한편, 증거성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60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한 맥락이 주어져서 추론

에 대한 근거를 화자가 확실히 알고 있거나 보편적인 지식에 기대는 

상황에서는 ‘-네’ 역시도 충분히 추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네’가 직접 증거를 강력히 요구하기는 하나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직접 지각 증거에 대한 함축이 취소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증거의 함축이 취소될 때도 의외성의 의미는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네’는 기본 의미로 의외성을 훨씬 강하게 드러내는 

어미이면서 직접 증거도 강하게 요구하는 어미로 봄이 타당하다.

 ‘-네’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사용될 때 유사의문문 효과가 실현된다. 

유사의문문 효과란 의문문의 형식으로 부호화된 문장이 질문의 화행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강조 또는 전달하거나 혹은 

확장적인 쓰임으로 확인의 의미를 갖게 되는 현상이다. 

    

(62) 가. 어이구, 김 씨 아니에요? 많이 나은 모양이네?
나. 조 과장 나가면 이 넓은 집에서 나 혼자 재미있게 

살겠네?
다. 그 옷 입으니까 살이 더 쪄 보이네?

 위의 문장들은 모두 실제로 질문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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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

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62가)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확인의 기능

을 수행하고 있으며, (62나,다)는 확인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네’는 새로 획득한 정보로 볼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이미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 잡았을 내용의 명제와 결합하면 어

색함을 준다.

    

(63) 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네.
나. ?1보다 2가 큰 숫자네.
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빙빙 도네.

 위의 예문들은 각 예문이 전달하는 정보를 몰랐던 사람이 새로이 알

게 되어 위의 문장을 발화하면 모두 적격한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가 위의 문장들을 들었을 

때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는, 제시된 명제들이 한국에서 초⋅중등 교

육과정을 제대로 수료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63)에 제시된 내용을 처음 안 사람이 해당 문장을 발화하면 

어색함이 사라진다는 점은 하나의 문제점을 던져준다. 바로 직접 지

각의 의미이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은 이미 과거의 

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어 화자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

는 사건을 직접 지각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63나)는 수학적 공리이

므로 이에 대한 직접 지각은 논외로 하고, (63다)만 해도 우리는 직접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보지 않는 이상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다. 단지 우리는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발생

하는 수많은 자연현상을 경험하는 것뿐이고, 과학적인 탐구로 인해 

밝혀진 것들이 으레 그런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2.

에서 본 것처럼 특정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추측의 상황에서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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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고, (63)과 같이 결론적으로 직접 지각할 수 없

는 내용을 담은 명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다면 ‘-네’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의 어미 

‘-네’가 기본적으로는 의외성과 직접 증거성을 동시에 담당하는 복잡

성을 지닌 어미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직접 증거성 보다는 

의외성에 가깝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과거 시제 표지와의 결합 양상에 있어서도 ‘-네’는 ‘-구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구나’와는 달리 ‘-더-’와는 결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네’가 의외성의 의미, 증거성의 의미에 더해 ‘현재의 깨달음’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는 어미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가 나타내는 

깨달음의 사건은 항상 발화시와 매우 가깝다. 최근성 제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다. ‘-었-’과의 결합에서도 ‘-네’는 과거의 깨달음을 

사상하지 않는다. 흔적을 통해 사태를 지각하는 흔적 지각의 의미나, 

뒤늦은 깨달음의 의미를 보인다.

    

(64) 가. 밥을 깨끗이 잘 먹었네.
나. 오리 한 마리가 죽었네요.
다. 내가 어제는 바보같이 행동했네.
라. 그러고 보니까 실장님, 점심을 안 먹었네요.

 (64가)에서는 밥을 먹고 난 빈 그릇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발화로, 화

자가 행위주가 밥을 먹는 장면을 꼭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었-’과 함께 쓰여 그 흔적을 통해 그 흔적이 생기게끔 만든 

원인 사태를 추론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64나) 역시도 

화자가 오리가 죽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았을 

때보다 오리의 숫자가 줄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통해서 오리가 한 마리 죽었음을 추론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었

네’의 결합에서 비합성적으로 나타나는 ‘흔적 지각’의 의미는 명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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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화자가 해당 사건이나 사태를 직

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충분히 추론할 만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지각한 것이고, 그 지각에 따른 사고의 결과로 신뢰도가 

높은 추측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4다)는 화자가 어제

에 행동을 할 당시에는 몰랐으나 추후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신의 

행동이 바보 같았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64라)에서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밥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이를 상

대방에게 발화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네’가 나타내는 깨달음의 상황

은 시간적으로 발화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발화시와 일치하거나 아주 조금 앞선다.

 ‘-네’가 추측 표지 ‘-겠-’과 결합하는 경우도 눈여겨 볼만하다. 일반

적으로 ‘-네’는 특별한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행하는 명제에 대한 

직접 지각을 요구한다. 그러나 ‘-겠네’의 경우에는 직접 지각을 요구

하지 않는 듯하다.

    

(65)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사람에게 엽서를 부쳤답니다. 
혹시 답장을 보냈다면 한시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우체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런데 도무지 
소식이 없군요. 조만간 직접 찾아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우체국에는 더 이상 오시지 않겠네요?”

 (65)에서 앞의 대사를 보면 화자는 단순히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그는 조만간 직접 찾아갈까 생각 중이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

것이 우체국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은 이를 정확히 알아듣고 상대방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추측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겠네’를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먼저 말한 사람이 앞으로 우체국에 오지 않겠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지각한 것은 아니다. ‘-네’가 추측 표지인 ‘-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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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하면서 자신의 직접 지각 증거성을 활성화하지 않게 된 것이

다. 이는 하나의 어미가 동시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일부만이 활성화 되는 활성 성분 현상으로 

볼 수 있다(박재연 2015: 220-222, 227).  다만 활성 성분 현상은 결

합하는 어미에 따라 서로 활성화 되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현상이 실현될 때 특별한 규칙이나 위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네’는 또한 화자에게 전혀 새로운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

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친교의 기능이라고 불리는 ‘-네’의 용법인

데 특히 블로그 등의 문체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때의 ‘-네’는 자신에

게는 새롭지 않지만 상대방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나 화자와 상대

방이 모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등장한다.

    

(66) 가. 저는 이제 막 퇴근했네요.
나. 휴,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와서 고생 좀 했네.
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66가)에서 화자가 퇴근하는 상황은 화자에게 새롭거나 내면화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66나)에서 아침부터 많은 손님을 응

대했다는 사실도 화자에게는 새롭지 않다. (66다)의 경우에는 이미 밖

에 나온 순간부터 그날의 날씨 상태는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화자에게

도 상대방에게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명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

제로 이런 유형의 문장을 발화할 때 ‘-네’를 특징적으로 사용한다. ‘-

네’가 아닌 다른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네’의 특수한 쓰임은 의외성이 갖는 ‘내면화 되지 않

은 정보’라는 의미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는 내면화 

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지거나 명제 내용의 참/거짓

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내면화 되지 않은 정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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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곧 화자가 해당 명제에 대해 완벽히는 알지 못한다는 함축을 발

생시킨다. 이에 따라 화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임에도 의외성을 실

현시켜서 발화에 나타나는 명제에 대한 자신의 확신도를 낮추고 그만

큼 대화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의

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대화 상황에서 명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다 유보적으로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추론을 나타내거나 일종의 울

타리 표현으로 쓰이는 것은 다른 어미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

군(요)’는 (66나,다)에서는 ‘-네’와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66가)에서는 오직 저 위치에 ‘-네’만이 가능하다.

 의외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어미 ‘-군(요)’와 ‘-네’가 자신의 상

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사교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점

은 (66)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기능이 의외성의 의미에서 확장

된 것이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 준다.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두 어미를 관통하는 의미가 바로 의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표현들이 의외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다른 어미에서는 

왜 이와 같은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보다 자세

한 어미 연구를 통해 두 어미 사이에 발견되는 또 다른 공통점을 알 

수 있다면 이를 통해 한국어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의 특징을 

더욱 상세히 기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3. ‘-더-’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선어말어미 ‘-더-’는 

다른 어미들과는 여러 모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우선 다른 어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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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최근성 제약을 따르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그러나 ‘-더-’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깨달음을 나타내므

로 최근성 제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최근성 제약이 의외

성 구문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효과는 아니므로 ‘-더-’의 의외

성 지위를 논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어미들

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외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

더-’만이 갖는 특수한 위치가 있다는 근거라고도 할 수 있다.

    

(67) 가. 철수가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더라. (시각)
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시더라. 
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셨다더라. (전언)
다.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더라. (청각)
라. (다시 생각해보니) 아까는 내가 실수했더라. (내성)

(아침에 일어나 젖어 있는 길을 보고)
마. 밤사이 비가 왔더라. (흔적 추리)
마′. *밤사이 비가 오더라.
바. ?휘파람을 부는 걸 보니 오늘 철수가 기분이 좋더

라. (추론)

 ‘-더-’는 ‘-네’와 마찬가지로 직접 지각 증거를 강력히 요구한다. 따

라서 (67나)와 같은 문장은 비문이 되고 (67마′)도 비가 온 흔적을 보

고 추론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네’와는 다르게 문맥이 

주어지더라도 추론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다소 어색한 모습을 보인

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가 ‘-네’ 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화자가 

직접 지각한 사실만을 부호화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더-’는 과거의 깨달음을 나타내는데, ‘-었-’과는 다르게 흔적 지각

의 용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더-’의 비완망적 의미에 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더-’는 다른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하였을 

때 대부분 과거의 사태에 대한 과거의 깨달음이나 놀라움, 과거에 정

보를 획득한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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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가. 너 지난번에 그림 잘 그리더구나.
나. 공중전화로 제 얘기만 늘어놓고는 탁 끊어버리던걸요.
다. 어째 아침부터 사과 운운해가며 꽃다발 들고 찾아왔더

라니.
라. 나보다 키가 큰 줄 알았는데 비슷하더라.

 (68)의 예문들은 모두 화자가 과거에 지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

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당시의 사건을 통해 놀라움을 느꼈거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의 예문들은 공통적으

로 화자가 직접 지각한 사실을 드러낸다. ‘-더-’ 역시도 ‘-네’와 마찬

가지로 직접 지각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성적인 의미를 강하게 가지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네’와의 차이점이라면 역시 과거에 화자가 

느낀 깨달음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금 기억에서 불러내어 표현하는 

것이다. 3.1.에서 설명했듯이 ‘-었구나’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현재의 

깨달음이라면 ‘-더-’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과거의 깨달음이며 단지 

현재에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더-’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과거의 깨달음을 서술하게 되는 것은 ‘-더-’가 가지고 있는 비

완망의 상적 의미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비완망상은 가까

이에서 사태의 내적 시간 구조나 전개 양상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바

라보는 것이다(박진호 2011a: 304). 그러므로 발화시와 사건시의 시

간적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비완망상을 나타내는 ‘-더-’의 사용은 과

거의 사건을 보다 가까이에서 서술하게끔 하기에 과거의 깨달음을 서

술하는 데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외성이 문법적으로 실현되

는 많은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최근성 제약을 강력하게 어기는 것인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최근성 제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제약인 

것은 아니다. 

 ‘-더-’는 또한 1인칭 주어와 공기하여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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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없는 상황에 겪었던 경험을 표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혹은 뒤늦은 깨달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69) 가. *내가 나무에 올라가더라.
나. (꿈 속에서) 내가 나무에 올라가더라.

(송재목 2011: 40)
(70) 가. 내가 주사가 장난 아니더라.

나. 나 그 책 안 읽은 줄 알았는데, 읽었더라.

 알반적으로 화자의 의도적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결합한 ‘-더-’

는 1인칭 주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화자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 모르는 채 의도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맥락이 주어진다면 달라질 수 있다. (69나)

에서는 ‘꿈 속’이라는 상황을 상정했다. 꿈에 나오는 ‘나’는 어떻게 보

면 외양은 ‘나’이지만 내가 쉽게 통제할 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 

이끌어갈 수도 없는 존재이다. 분명 행위주는 ‘나’이지만 마치 남을 

보듯이 ‘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술에 취해서 전날에 자신이 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

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내가 나의 행동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듣거나 녹화/녹음 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열람하는 것이다. 나의 행동이지만 내 스스로가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출처를 통해 내가 나를 관찰하는 상황이 자연스럽

게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마치 내가 ‘나’를 직접 지

각한 것처럼 ‘-더-’를 이용한 발화가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나 ‘-더-’의 경우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어미로 보기에

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분명 있다. 첫째, ‘-더-’는 실현 위치에 따라

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특히 관형절에서 과거 표지로 사용되

는 ‘-던’의 경우에는 ‘-더-’에서 온 것이 분명하나 의외성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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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지니지 않는다. 이에 한국어의 양태 어미를 연구한 박재연(2006)

에서도 양태 어미로 실현되는 ‘-더-’는 모든 종결형 및 연결형 ‘-던

데’의 ‘-더-’와 연결형 ‘-더니’의 ‘-더-’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본고

에서는 종결형에서 실현되는 ‘-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더-’가 다른 어미들에 비해 증거성의 의미를 강력하게 지니

고 있다는 것은 ‘-더-’를 사용한 의문문에서 드러난다. ‘-더-’는 선어

말어미이므로 단독으로 의문문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니’, ‘-냐’ 등의 

의문형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쓰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외성을 나

타내는 어미들은 의문문의 형식을 취했을 때 대부분 유사의문문을 형

성하는 반면 ‘-더-’를 사용한 의문문은 정확하게 질문 화행을 수행하

는 경우도 꽤 많이 발견된다.

    

(71) 가. 그분들의 모습이 어떻더냐?
나. 머리를 한번 쥐어 박아 주며 도대체 어디에 갔었더

냐고 추궁을 하였더니 ... (후략)
다. 걔네들 혹시 싸우지 않더냐?
라. 금마가 집에 가더냐, 안 가더냐?

 ‘-더-’가 사용된 위와 같은 질문들은 실제로 상대에게 명제의 내용

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질문은 대부분 화자가 직접 경

험하거나 지각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므로 ‘-더-’는 다른 의외

성을 나타내는 어미들과는 다르게 통사적으로도 조금 더 증거성에 가

까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사의문문의 자세한 실

현 양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유사의문문 효

과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정반의문문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더-’를 

사용한 의문문에서는 정반의문문의 실현도 가능하다. 즉 유사의문문

이 아닌 전형적인 의문문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더-’는 

관형사형으로 사용되어 ‘-던’으로 실현되면 의외성으로서의 의미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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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갖지 않고 과거 지각의 의미만을 갖는다. 이 역시도 ‘-더-’가 일반

적으로는 과거 지각과 의외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복잡성을 띤 어미이

나 증거성의 의미를 보다 더 강력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더-’는 ‘-었-’과 결합하여 흔적 지각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72) 가. 마누라가 우리 승호 낳으러 처가에 갔을 때 말여... 김
을 백장을 구워놓고 갔더라고야

나. 며칠 째 못 봤어. 얼마 전엔 몰래 와서 옷만 갈아입고 
갔더라니까.

 (72가)에서 화자는 아내가 김을 굽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

다. 그는 이미 구워져 있는 백 장의 김을 보았고 그 흔적을 통해 아

내가 만삭의 몸으로도 자신을 위해 김을 구웠다는 것을 추측에 기반

하여 지각하게 된 것이다. (72나)에서도 화자는 이미 누군가를 며칠째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얼마 전에 모르는 새에 집에 잠시 

들러 옷을 갈아입고 나간 흔적을 통해 그 사람이 집에 왔었다는 사실

을 알게 된 것이다. ‘-더-’와 ‘-었-’은 모두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이

지만 그 기능의 차이가 확연하므로 이렇게 결합하여 비합성적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물론 꼭 ‘-었더-’가 반드시 흔적 지각으로만 실현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 물을 때

에도 ‘-었더-’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흔적 지각의 의미는 드러

나지 않는다.

    (73) 내가 아까 우유를 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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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ㄴ걸/는걸’

 ‘-ㄴ걸/는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혼잣말과 구어체에 주로 쓰인

다는 것이다. 《표준》에서도 ‘(구어체로)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라

고 기술하고 있으며 《고려대》에서는 혼잣말과 관련된 정보는 뜻풀이

에 담고 있지 않으나 구어체에 주로 쓰인다는 사실은 밝혀 적고 있

다. 물론 문학 등에서 사용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주로 대사와 같

이 구어적 성격이 짙은 경우에 사용된다. 

    

(74) 가. 내가 안성에 들른 적 있지만, 그런 소문은 처음 들
었는걸.

나. 수업이 끝나고 청소할 때부터 의자 등받이에 푹 기
대고 앉아 계시던걸.

다. 음식이 퍽 먹음직스러운걸.
라. 아차, 지갑이 없는걸?
마. 많이 변했는걸? 많이 변했어.

 의외성을 나타내는 ‘-ㄴ걸/는걸’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상향 

억양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외성은 억양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도 꽤 있다(DeLancey 2012: 533). (74가)는 소문의 내용이 화자

에게 신정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새로 알게 된 

정보에 놀라움을 느꼈다는 것도 사상한다. 맥락을 살펴보아도 해당 

소문은 안성 지역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내

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안성에 들른 적이 있음에도 해당 소

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 사실에 놀라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ㄴ걸/는걸’은 명제 내용이 신정보임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낸다. (74나)에서는 ‘-더-’와 결합해서 쓰이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는 명제의 내용이 과거의 상황을 지각함

으로써 획득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드러낸다. (74라)에서는 화자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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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매표소 앞에서 자신이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한 발화이다. 암묵적으로는 지갑이 당연히 있는 상

황을 기대하였으나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화자는 아예 지갑이 없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사

실은 문맥을 고려하였을 때 반기대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준비되지 않

은 마음, 즉 단순히 해당 정보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문득 깨

달았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다. (74마)는 상대방이 자신이 알던 예전의 

모습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신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발화한 것이다.

 ‘-ㄴ걸/는걸’을 통해 실현되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시

점 혹은 감정을 느끼는 시점이 발화시와 매우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더-’와는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ㄴ걸/는걸’과 마찬가

지로 강한 최근성 제약을 지니는 ‘-네’는 ‘-더-’와 잘 결합하지 않는

다는 점으로 봤을 때 ‘-ㄴ걸/는걸’은 ‘-네’에 비해서는 제약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 그러나 ‘-던걸’은 다른 ‘-더-’와의 결합형과는 다

르게 단순히 과거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 어떤 모습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

낸다. (74나) 같은 경우도 ‘-던걸’을 사용하여 과거의 발견과 깨달음

이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ㄴ걸/는걸’은 다른 어미들과 유사하게 ‘-었-’과 ‘-더-’와 결합하였

을 때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던걸’의 경우에는 화자가 동작

이 진행 중인 상황에 지각을 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었는걸’의 경

우는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그 흔적을 보고 화자가 추론했음을 강하

게 드러낸다.

    
(75) 가. 아주 얌전하게 자던걸.

나. 아주 얌전하게 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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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가)는 화자가 누군가가 자는 모습을 직접 본 경우에 사용된다면, 

(75나)는 화자가 누가 자고 일어난 잠자리를 보았는데 거의 흐트러짐

이 없는 시트와 이불 등을 보고 발화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자연

스럽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에 의해 공기할 수 있는 부사도 조금 차

이가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사 ‘아까’는 (75가)와는 공기할 수 있

지만 (75나)와는 공기할 수 없다.

 주어 인칭 제약도 실현된다. ‘-었는걸’의 경우에는 흔적 추리이기 때

문에 특별한 인칭 제약을 갖지 않는다.

    

(76) [자신이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보고]
가. *나 오늘 아주 얌전하게 자던걸.
나.나 오늘 아주 얌전하게 잤는걸.

 화자가 자신이 자는 모습을 직접 지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이 (76가)를 비문으로 만든다. 이외에도 화자의 의도적 행위를 나

타내는 서술어와 결합한 ‘-던걸’은 1인칭 주어와 같이 쓰기에 어색하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혹은 뒤늦게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

다면 (76가)와 같은 쓰임도 가능하게 된다. (76나)의 경우에는 주어 

인칭의 제약이 없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용된다.

 증거성과 관련해서도 ‘-ㄴ걸/는걸’은 조금 특수한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단독으로는 추론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론을 

통해 얻게 된 의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흔적 지각

의 형식을 이용하여 ‘-었는걸’의 형식을 사용하거나 혹은 추측 표지인 

‘-겠-’이나 ‘-ㄴ/는 모양이-’, ‘-나 싶-’ 등과 반드시 함께 쓰여야 한

다. ‘-네’는 충분한 맥락이 주어지면 단독으로 확신의 정도가 강한 추

론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ㄴ걸/는걸’의 경우는 아예 단독으로

는 추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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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니’

 한국어에서 ‘-다니’는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어미이다. 이필영(1993)

에서는 ‘-다니’를 용법에 따라 ‘-다고 하니’로 환원될 수 있는 환원적

인 ‘-다니’와 환원될 수 없는 비환원적 ‘-다니’로 구분하고 비환원적 

‘-다니’를 다시 억양과 보조사 ‘요’ 결합 여부 등을 통해 구분하고 있

다. 본고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다니’에 대한 것으로 의외성을 나타

내는 ‘-다니’가 보이는 통사적 특징을 먼저 정리하고 이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의외성을 나타내는 ‘-다니’는 ‘-다고 하니’로 환원될 수 없는 

비환원적인 어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향 억양을 동반하지만 

상향 억양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충분히 하향 억양과도 의외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용언 어간에 바로 결합한다는 것도 의외성을 나타내

는 ‘-다니’가 보이는 특징이다. 의외성을 나타내는 ‘-다니’의 예를 직

접 살펴보자.

    

(77) 가. 쟤가 미국에 간 줄 알았는데 여기 와 있다니.
나. 세상에, 대만에도 눈이 오다니!
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다니.
라. *내가 일부러 양말을 뒤집어 신었다니.

(진관초 2016: 95)

 (77가)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반대되는 정보를 입수한 

상황을 나타낸다. (77나)에서는 화자는 대만에는 눈이 오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을 나

타낸다. (77다)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

이 발화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77라)는 ‘일부러’라는 부사로 표현된 화자의 의도적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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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데에는 ‘-다니’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니’는 또한 딱히 명제의 정보의 출처를 가리지 않는다. 

    

(78) 가. 임동도에 이렇게 멋진 자갈밭이 있었다니.
나. 감옥살이 하고 오다니요!
다. 나도 이제 망령이 드는가 보지요? 이 선생님을 못 

알아보다니.
라. 너도 배고플 텐데 남을 주다니, 하지만 엄마는 말리

지 않겠어.

 (78가)는 화자가 직접 자갈밭을 지각한 상황을 가리키지만 (78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반복하는 상황으로 증거성으로 

따지면 ‘전언’에 가깝다. (78다,라)의 경우에는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

한 경우와 남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우로의 해석이 모두 가능

하다. ‘-다니’는 명제 내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양

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다니’는 다른 어미들과는 다르게 1인칭 

주어와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79) 가. 걔는 정말 왜 그런다니.
나. 벌써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다니.
다. 미친 5월이야. 벌써 이렇게 덥다니.
라. 세월을 굳게 믿었는데 이렇게 한 순간 세월의 벽이 

무너져 버리다니.
마. 살아서 물난리로 그리 고생하신 분을 결국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힘들게 보내시다니.

 ‘-다니’는 자신에 선행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그리 호의적

이지 않음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화자가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음

도 드러낸다. 따라서 ‘-다니’는 화자의 예상과 어긋남을 드러낼 때 자

주 쓰이는 ‘벌써, 결국’ 등의 부사와 잘 공기한다. ‘-다니’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함축은 1인칭 주어와 공기하였을 때 뒤늦은 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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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나타내게 한다. 자신이 한 행동이나 판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

가를 내림으로써 그때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구분 짓고 뒤늦게 그 

잘못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화자가 명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에 따른 추론을 나타내는 문장과 ‘-다니’가 함께 쓰이는 

것을 막는다.

    

(80) 가. 구름이 낀 걸 보니 오후에는 비가 {*오겠다니, 오겠
네, 오겠구나}.

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니, 이상하네, 
이상하구나}.

다. 네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니, 있네, 있구나}.
라. 그러고 보니 요즘은 통 못 {*만났다니, 만났네, 만났

구나}.
(진관초 2016: 113)

3.6. ‘-잖-’

 한국어의 ‘-잖-’은 통시적으로는 ‘-지 않-’의 축약형에서 유래하였으

나 현대어에서는 이미 단순히 ‘-지 않-’의 축약형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지 않-’의 축약형으로서의 쓰임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나 

일부 예시들을 통해 우리는 ‘-잖-’이 ‘-지 않-’으로 복원될 수 없는 

별개의 형태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손세모돌(1999)에서는 현

대 한국어에서의 ‘-잖-’의 쓰임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두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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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음운론적 축약인 경우
단순히 ‘-지 않-’이 음운론적 축약을 겪은 형태로 이 경우, 
‘-잖-’은 ‘-지 않-’으로 복원될 수 있다.
가. 진짜 족집게 과외는 도대체 얼마짜리나 될까. 그러잖아

도 대학입시는 투자한 만큼 거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나. 최 교수에 따르면 신부는 ... 다른 종교의 전통을 은근

히 내려다 보는 경향이 없잖다.
(82) 단어형성소로 사용되는 경우

가. 점잖다(<졈지 않다), 같잖다(<같지 않다)
(83) 의문형 어미에 선행하는 경우

가. 별 생각없이 예전에 나 눌렀던 그 번호만 자꾸 누르잖

아.
나. 아니 저건 그냥 참새야. 짹짹거리잖아. 때참새는 짹또르

르하고 운다니까.
(손세모돌 1999: 215)

 (81)의 경우에 ‘-잖-’은 ‘-지 않-’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이때의 

‘-잖-’은 ‘-지 않-’과 완벽하게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어에서 ‘-잖-’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러한 표기가 문어

에까지 적용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우며, (81가,나)에서 제시된 단어들

과 같은 일부 경우에서만 활발히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2)의 경우에 ‘-잖-’은 단어형성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지양(1998)

에서는 단어형성소로서의 ‘-잖-’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

는 형식의 축소에 이어 의미의 진전까지 일어난 융합형, 둘째는 사전

에 등재되어 있으나 원형과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단순 융합형, 

셋째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빠른 발화 상황에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어형이다. 첫째에 해당하는 예는 ‘귀찮다, 점잖다’ 등으로 그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귀하지 않다, 졈지 않다’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4)의 경우는 ‘-지 않-’과 의미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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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예문에서는 이를 ‘-지 않-’으로 복원하면 원래의 문장과 반대

의 뜻을 가진 문장이 된다.

   

(84) 가. 별 생각없이 예전에 나 눌렀던 그 번호만 자꾸 누르지 
않아.

나. 아니 저건 그냥 참새야. 짹짹거리지 않아. 때참새는 짹
또르르하고 운다니까.

 그러므로 (84)에 사용된 ‘-잖-’은 그 원형으로 여겨지는 ‘-지 않-’과

는 전혀 다른 형태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의 논문의 지적

과는 달리 반드시 (84)의 ‘-잖-’이 의문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것은 아

니다. ‘-니까’와의 결합형을 말뭉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

구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

으나 우선은 그 쓰임이 발견되므로 여기에 적어보도록 하겠다.

   

(85) 가. 그래. 아무튼 영어 할 줄 안다는 거 하나는 건졌잖으니까. 
나. 유리는 깜찍하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특은 귀엽고 잘생

겼잖으니까. 

 이현희(2004)에서도 ‘-지 않-’의 축약형으로 보았던 ‘-잖-’의 세 가

지 쓰임을 복원가능성의 관점에서 크게 ‘-지 않-’과 ‘-잖-’으로 구분

하고 그 뒤에 단어형성소로서의 ‘-잖-’과 어미로서의 ‘-잖-’을 구분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잖-’은 단순히 ‘-

지 않-’의 음운론적 축약형이 아닌 별개의 형태소로 설정할 수 있으

며 그 중에서도 어미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의외성을 나

타낼 수 있음을 지금부터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83)의 ‘-잖-’이 갖는 의미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화자가 ‘-잖-’을 통해 발화하는 명제에 대해 자

신은 물론,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드

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재연(2006)에서는 이를 ‘기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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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잖-’은 명제의 내용을 대화 

참여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함축한다. 그러나 

‘-잖-’의 용법을 살펴보다 보면 일부 환경에서 기지 가정의 의미뿐만

이 아니라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로서의 ‘-잖-’에 대해 기술하기 전에 ‘-잖-’

이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기지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가볍게 논해보

고자 한다.

    

(86) (화자가 어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린다고 어머니에게 말하
였고, 아버지는 그런 발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 엄마! 어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모셔다 드린다

고.
나. *아빠! 어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모셔다 드린다

고.
다. 아빠! 어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모셔다 드린다고.
라. 엄마! 어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모셔다 드린다고.

 하루 전날 있었던 화자의 발화를 알지 못하는 아빠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때는 ‘-잖-’을 쓰면 매우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잖-’이 대화참여자가 명제의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기지 가정을 나타

내는 ‘-잖-’의 실현은 화자와 청자가 명제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86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다시 발화

한다고 하더라도 꼭 ‘-잖-’을 사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의미

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기지 가정이라는 의미가 대화 함축을 유

발하기 때문이다.

 ‘-잖-’은 기지 가정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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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 태도를 함축할 수 있다. ‘-잖-’이 갖는 함축은 화자가 

화・청자 모두 해당 명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

으로 화자가 여기는 상황에서 청자가 이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발

생하거나 혹은 화자의 화행에 대해서 청자가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주로 실현된다. 손세모돌(1999)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

변에 ‘-잖-’이 쓰이는 경우에 이러한 함축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물론 발화시에 수반되는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의해 부정적

인 태도의 정도는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

 ‘-잖-’을 통해 실현되는 기지 가정은 상세하게 말하자면 ‘화자가 해

당 명제의 내용을 청자 역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발화된 명제가 실제 대화참여자에게 구정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잖-’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지 가정의 전제가 취소되기도 한다.

   

(87) A: 우리 지난번에 같이 영화 봤잖아, 송강호 나오는 거.
B: 응? 나는 최근에 송강호 나오는 영화 영화관에서 본 적 

없는데.
A: 진짜? 나는 너랑 본 줄 알았는데.

 (87)을 보면 화자인 A는 청자인 B와 영화를 본 경험을 공유하고 있

다고 생각하여 ‘-잖-’을 사용해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영화를 B와 

보지 않았던 경우에도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화용론적

으로도 충분히 용인 가능하다. 따라서 ‘-잖-’이 갖는 기지 가정의 핵

심은 해당 표현이 실제적인 정보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의 의식 속에서 그렇다고 여겨지는, 화자의 믿음과 생각을 반영한다

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잖-’의 핵심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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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잖-’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기지 

가정은 화자가 자신과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드러낸

다는 점에서 의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혼잣말을 하

는 상황에서 상향 억양으로 실현될 때 ‘-잖-’은 의외성을 나타낸다. 

또한 ‘-구나’나 ‘-네’와는 다르게 모든 깨달음의 상황에서 폭넓게 쓰

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잖-’의 독특함은 이미 손세모돌(1999)에서 

어느 정도 제시된 바 있다.

    

(88) 가. 문이 닫혔잖아. 아직 열려있는 줄 알았는데.
나. ?문이 닫혔잖아. 벌써 닫힌 줄 알았어.
다. ?문이 닫혔잖아.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라. 문이 닫혔네. 아직 열려있는 줄 알았는데.
마. 문이 닫혔네.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손세모돌 1999: 231) [‘마’ 예문은 연구자가 추가]

 ‘-잖-’이 의외성으로 사용될 때, ‘-잖-’에 선행하는 명제는 화자가 

기대하던 바에 반대되는 상황이다. 화자가 해당 명제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혹은 마땅히 그럴 것으로 기대하던 상황에서의 깨달음

은 나타낼 수 없다. 

    

(89) 가. 이런 세상에. 네가 몇 살인데? 열두 살이잖아? 최소한 
이발은 혼자 할 정도의 나이는 되는 줄 알았더니.

나. 여기 심을까, 저기 심을까? 빈 데가 없잖아? 아, 저기 
빈자리가 하나 있군.

다. 할머니는 몇 번 헛손질을 한 뒤에야 겨우 알맹이를 꺼
낼 수 있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할아버지 입 속에 넣
어 주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야? 이건 쪼꼬렛이 아니잖아?‘

 말뭉치에서 추려낸 위의 예문들을 보면 ‘-잖-’의 특징이 확실히 드

러난다. (89가)는 화자가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나이를 먹었을 것이라

고 생각했고, (89나)에서는 모종을 심기 위해서는 빈 곳이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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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기에 화자는 빈자리가 있기를 기대하였으며, (89다)에서는 화자인 

할아버지가 자신이 먹은 것이 초콜릿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세 

경우에 모두 실제 상황은 화자의 생각이나 기대와 빗나갔으며 바로 

이럴 때에 ‘-잖-’을 이용하여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잖-’은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과거의 깨달음을 

나타낼 수 없는 최근성 제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외성을 나

타내는 다른 문법 요소들과 결합하여 ‘과거의 깨달음’의 속성을 부여

해주는 ‘-더-’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었-’의 경우에는 흔적 추리의 

의미로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기대에 반하는 사건이나 사태를 

직접 지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3.1.에서 알아보았듯이 자

신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의 말만 듣고 

해당 명제를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잖-’을 사용할 수 없다.

3.7. 소결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의외성은 다른 범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증거성과는 그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우

선 ‘-구나’의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의외성 어미로, 증거에 대한 제약

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법 요소나 어미들과 결합하였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크게 활성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문법 요소들과 함께 사용되는 빈도가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

는 ‘-구나’가 특징적으로 추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이는 ‘-

구나’가 강력한 증거성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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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미들과 비교해서 증거성적인 제약이 약하므로 직접 지각 증거

를 요구하는 어미들과 비교했을 때 추론의 의미를 특징적으로 띠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의 경우는 직접 지각의 증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복잡성을 

지닌 어미이다. 물론 맥락이 주어진다면 직접 지각의 의미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직접 지각의 증거성과 의외성

의 의미를 모두 강하게 드러낸다. ‘-네’는 특히 다른 어미들에 비해 

최근성 제약을 강하게 지키는 어미로 ‘-더-’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특

징을 보인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

보를 표현하는 데에도 ‘-네’를 특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더-’는 과거를 나타냄과 동시에 지각 증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어

미로 과거의 의외성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의외성이 실현되는 많은 

언어에서 최근성 제약이 발생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더-’라는 어미

는 한국어의 의외성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더-’ 역시도 ‘-네’와 마찬가지로 의외성과 증거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잡성을 지닌 어휘인데 다른 어미들과는 다르게 증거성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드러낸다. 일반적인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의문문을 형성할 때 유사의문문을 주로 형성하는 데 반해, ‘-더-’를 

사용한 의문문은 실제로 직접 지각에 근거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화행으로 쓰이는 경우도 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었-’과 

‘-더-’는 모두 과거 시제 표지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문법 요소

가 결합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흔적 지

각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단순

히 과거에 지각한 사건에 대한 표시도 할 수 있었다.

 ‘-ㄴ걸/는걸’은 다른 어미에 비해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어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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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곧 화자가 자신이 인식한 사태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었거

나 매우 낮았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함축한다. 과거 시제 표지와의 

결합에서는 ‘-더-’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태를 직접 지각하는 

데서 오는 의외성을 표현하는 반면, ‘-었-’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사태

가 남긴 흔적을 통한 추리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었다. 또한 ‘-ㄴ걸

/는걸’은 독자적으로는 추론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직접 증거를 요

구하는 어미이다.

 ‘-다니’는 선행하는 명제가 화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반대라는 

함축을 지니거나 혹은 화자가 명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단순히 의외성을 보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양태적 실현 양상을 보이는 이 어미를 통해서 한국

어 의외성 어미의 의미 복잡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라는 의미는 ‘-다니’가 자연스러운 

추론의 상황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잖-’은 기본적으로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볼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기지 가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혼잣말의 상

황에 상향 억양으로 사용될 때에 특정적으로 의외성의 의미를 드러낸

다. ‘-잖-’은 실현된 사태가 화자의 기대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지각을 강하게 요구하는 ‘-더-’

와는 결합하지 않는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개별 어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외성의 의미

와 기능을 탐구하였다. 개별 어미들은 모두 화자의 지식 체계와 관련

하여 의외성의 의미를 전달하지만 전달하는 의미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에 따라 이들이 다른 어미들과 결합하는 상황에서 

통사적인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선후행절의 내용에 제약이 생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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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개별 의미가 가지고 있는 통사적・

의미적 차이를 바탕으로 의외성이라는 의미 범주의 하위 의미를 기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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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외성을 나타내는 한국어 어미의 

특징

4.1. 형태⋅통사적 특징

4.1.1. 비합성적 의미를 갖는 어미 결합

 3장에서 개별 어미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었-’과 ‘-더-’가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과 결합할 때 비합성적인 의미를 만들어냄

을 확인하였다. ‘-었-’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과 결합한 ‘-었구나’, ‘-었네’, ‘-었는걸’ 등에서는 과

거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발화자가 발견한 흔적을 통해 어떤 사건

이 발생하였음을 추리하는 ‘흔적 추리’의 의미를 드러낸다.

    

(90) 가. (싹싹 비운 밥그릇을 보고) 너 배고팠구나?
나. (아침에 물에 젖은 도로를 보고) 어젯밤에 비 왔네.

다. (아침에 사람 없는 이부자리를 보며) 아주 얌전하게 
잤는걸.(↗)

라. 그래. 올해는 수박, 참외가 맛있게 익었더라.

 ‘-었-’은 원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다. 그러나 의외

성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 남

긴 흔적을 지각함으로써 추리하게 되는 과거의 사태에 대한 발화자의 

‘새로 앎’을 나타낸다. ‘-었-’이 결합 요소로 사용되었음에도 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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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획득하는 시간은 발화시에서 별로 멀지 않은 비합성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비슷하게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와 결합

하게 되면 흔적 추리가 아닌 과거에 지각한 사건에 대한 진술이 된

다. 하지만 ‘-었더-’ 결합체의 의미는 단순히 ‘-었-’ 또는 ‘-더-’만 사

용했을 때 드러나는 의미와 사뭇 다르다.

    

(91) 가. 예서가 서울대에 무사히 합격했더라.
나. 예서가 서울대에 무사히 합격했다.
다. 예서가 서울대에 무사히 합격하더라.

 (91가)와 같이 ‘-었더-’가 사용된 문장은 예서가 서울대에 입학했다

는 결과적 사실을 과거에 지각하여 새로이 알게 되었고, 발화자가 그 

당시의 인식 순간을 현재의 시점에 발화하는 문장으로 읽힌다. 그러

나 (91나)에서는 예서의 서울대 입학이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일 뿐 이와 관련된 의외성이나 증거성의 의미는 드러내지 않는 

무표적 문장이다. (91다)의 경우에는 발화자가 예서의 서울대 입학 사

실을 지각하여 새로이 알았다는 사실은 드러내나 ‘-더-’가 지니는 비

완망의 상적 의미가 남아 있어 발화자가 예서가 서울대에 붙기 전 공

부하던 시절부터 서울대 합격이 발표되는 순간까지 쭉 지켜본 것처럼 

읽힌다. 그러므로 (91가)는 ‘-었더-’의 결합을 통해 ‘-더-’가 지니는 

의외성 및 증거성의 의미는 유지하면서도 ‘-더-’의 상적 의미는 배제

하는 비합성적 결합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두 어미가 결합하

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의 일부만 남은 것이다.

 박재연(2015)에서는 이를 활성 성분 현상이라고 하였다. 활성 성분 

현상이란 어떠한 언어 요소들이 결합할 때 반드시 그 전체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성분의 일부만 활성화 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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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가. 젤리슈즈, 초콜릿복근, 총알택시
나. 여우원숭이, 곰보빵, 국화빵

(박재연 2015: 222)

 (92가)의 ‘젤리슈즈’는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의 신발’을 가리키는데 

이는 ‘젤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맛, 말랑말랑한 질감, 식

용 가능’ 등의 속성 중 질감과 관련된 부분의 의미만을 활성화한 것

으로 ‘달콤한 신발’이나 ‘식용 가능한 신발’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콜

릿복근’ 역시도 ‘초콜릿’이 갖는 의미 성분 중에 ‘격자무늬 모양’이라

는 의미 성분만이 활성화되어 복근과 합성된 것이다. 이는 환유의 일

종으로 지시대상의 일부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성분의 

일부만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어미 결합에서도 위의 어휘 결합과 유

사하게 어미가 가진 의미의 일부만이 활성화 되어 결합체에 반영되는 

활성 성분 현상이 실현되기도 한다(박재연 2015: 222).

 활성 성분 현상은 비합성적인 의미를 갖는 어미 결합을 설명하기에 

좋은 이론이지만 활성 성분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미가 

다양한 의미 성분을 가져야 함이 밝혀져야 한다. 한국어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하나의 어미가 여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의성

을 지니기도 하고 하나의 어미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시하는 복잡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따라서 하나의 어미가 다양한 의미 성분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더-’의 경우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지각의 의미와 의외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

며, 비완망의 상적 의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네’는 직접 지각

과 의외성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

 하지만 ‘-구나’의 경우에는 의외성을 핵심 의미로 가지며 특별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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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

에 일견 활성 성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

나’가 포함된 어미 결합의 경우에도 활성 성분 현상이 발생한다. 바로 

‘-구나’가 가지는 표현적 의미도 또 하나의 의미 성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앞서 3.4.에서 ‘-구나’류 어미들이 반영적 경

청을 나타내는 요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나’류 어미들은 

상대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을 들게 해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구나’의 표현적 의미에 주목하면 ‘-더구나’가 ‘-더라’는 ‘-더-’

가 이미 과거 지각과 의외성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에 ‘-구나’와

의 결합이 잉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구나’가 ‘-더라’에 비

해 우호적이고 다정한 느낌을 줄 수 있다(박재연 2015: 228).

 추측 증거를 나타내는 ‘-겠-’ 역시도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과의 

결합에서 활성 성분 현상이 실현된다. ‘-겠-’이 가지고 있는 추측 증

거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고 직접 지각을 요구하는 의외성 어미들의 

의미 성분의 실현을 막는 것이다.

    
(93) 예서가 이번에도 일등

{하겠구나/하겠네/하겠더라/하겠는걸(↗)/하겠잖아(↗)}.

 위의 예문을 보면 ‘-겠-’과 결합한 어미 결합체들은 모두 발화자가 

명제의 내용을 추측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추가적인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문장 안에서는 추측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즉 정보의 출처가 불명확한 것이다. 이는 ‘-네’, ‘-더-’ 등이 

가진 증거성의 의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의외성의 

의미는 모두 전달하고 있으며 ‘-겠는걸’은 화자의 놀라움을, ‘-겠잖아’

는 명제의 내용이 화자의 기대에 반하는 것임을 나타낸다는 점은 유

지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의미 성분 중 일부만이 활성화되어 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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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1.2. 유사의문문 효과

 박재연(2005)에서는 의외성 표지들은 의문형 문장에 등장하더라도 

온전히 질문의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 유사의문문을 형성한다고 말하

였다.

    

(94) 갑: 영희는 내년에 미국에 간대.
을: 그럼 철수 혼자 남게 되네?(↗)
갑: 아니, 철수도 같이 간다던데.

(95) 그럼 철수는 혼자 남게 되네.(↘)
(박재연 2005: 107)

 이때 (94)의 을의 말에 나타나는 의문문은 상향 억양을 가지며 화자

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만 그의 질문은 갑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생각하고 결론 내린 바에 

대해서 갑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yons(1977: 

754)에서는 질문이란 질문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야 함, 

즉 화자의 무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94을)의 말도 본

인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확

인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수사의문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본고

에서는 이에 대한 박재연(2005)의 논의를 받아들여 이들을 유사의문

문이라고 부를 것이다.

 Lyons(1977)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질문이란 명제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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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에 따라 유사의문문으로 불리는 문장들은 

겉으로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질문의 화행을 완벽

하게 수행하지 않는다. 화자가 자신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의문문의 형

식으로 발화하는 명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든가 혹은 자신이 해당 명제에 대해 갖고 있

는 태도를 상대에게 내비친다든가 혹은 자신의 태도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이 유사의문문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이

다. 이점에서 유사의문문은 진정한 의문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향 억양을 취한다는 점이나, 화자가 질문에 대해 완벽한 

무지 상태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거나 태도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등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시

하는 명제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요청하는 발화라는 점에서는 

Halliday(1994: 68)에서 논의되었던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

청하는 역할로서의 의문문의 기능 역시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유

사의문문이 아예 질문의 화행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

만 화자가 유사의문문을 통해 청자에게 얻고자 하는 정보들이 의문문

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쓰임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뿐이다. 

 유사의문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설명의문문이나 정반의문문으

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명의문문은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

문을 말하며, 정반의문문은 선택의문문의 일종으로 한 선택지와 그 

선택지에 부정어가 결합하여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제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청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한국어에서 의외성 의미를 가지는 어미가 의문형 어미로 쓰이면 

많은 경우에 유사의문문을 형성한다. 의외성은 다양한 의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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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화자에게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를 나타내

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의외성 표지가 의문문에 사용된다면 

화자는 자신의 질문 내용이 되는 명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

보 전달력이 약해지고 청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교정해주기를 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화용론적으로 유사의문문 효과를 불러일

으키게 되는 것이다.

    

(96) 가. 벌써 청소를 다 해 놨구나?
나. *청소를 언제 다 해 놨구나?
다. *청소를 다 해놨구나, 안 해 놨구나?

(97) 가. 그럼 철호는 네 형쯤 되겠구나?
나. 헌데 넌 어머니가 보고 싶겠군?

(박재연 2005: 109-110)

  (96가)는 의외성 표지 ‘-구나’를 사용한 유사의문문이다. 해당 문장

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

다. 자신이 도착하였을 때 이미 청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자신

의 태도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의문문을 발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설명의문문이나 정반의문문으로 실현되지 않

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정반의문문에서 종결어미가 ‘-겠-’과 결합하

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것도 아님을 나타내어 유사의문문 효과가 강조된다.

 그리고 의외성 표지가 유사의문문에 사용되는 것은 비단 한국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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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n
(98) hȁ á kȍhà gǀè

N1 Q MIR come
‘Is he really working?’

(99) hȁ á kȍhà óá gǀè
N1 Q MIR FUT come
‘will he really be coming? [surprise]’

(100) bà kwá kȍhà ú
2SG Q MIR go
‘are you going? [surprise]’

(101) é m̏hm̀-tcā kwá kȍhà ā
INTERJ 1PL.IN-DU Q MIR PROG
ǁháí-ā-kwè
pull-T-RECI
‘oh, it seems, we two were pulling each other! 
[surprise]’

(König 2013: 85)

 !Xun어에서도 의외성 표지가 의문문에서 실현될 때 질문 화행을 갖

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Tarma Quechua
(102) Ima-sh ga-naq, rachak-shi kinra-n

what-REPORT be-3.MIR toad-REPORT side-3.POSS
kinra-n cura-naka-ra-:ri-na[q]
side-3.POSS place-RECIP-PF-PL-3.mir
caski-yubay-si.
relay.runner-COMPAR-ADD
‘What had actually happened? The toads had 
posted each other on different spots along the 
track as in a relay-race.’

(Hengeveld & Olbertz 2012: 492)

 Tarma Quechua어에서도 의외성 표지가 수사의문문을 나타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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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쓰인다. 이때 의외성 표지가 하는 일은 바로 청자의 놀라움을 부

호화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외성 표지는 발화자와 관련된 내용

을 부호화하지만 이 언어에서 나타나는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외성 

표지의 사용은 주목할 만하다.

 의외성 표지의 개별적 쓰임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우리는 한국

어의 예와 !Xun어, Tarma Quechua어의 예를 통해서 의외성 표지

가 의문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되 형식적으로만 의문문을 따르는 유사의문문의 

성립을 유형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언어 자료의 부족으로 한국어의 유

사의문문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제약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현상이 다

른 언어에서도 발견되는지는 찾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의외성 표지를 

통한 유사의문문의 형성이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3. ‘P1-네 P1-어’ 구문 형성

 한국어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 사이에는 통사적 차이와 의미적 

차이도 있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즉시성의 차이도 있다. 즉시성은 화

자가 어떤 정보를 입수한 순간부터 그 정보를 통해 특정한 결론에 이

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와 관련 있는 개념이다. 정보의 입수와 

동시에 결론에 이르러 이를 자신의 지식 체계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즉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정보를 입수한 뒤 발화자

의 사유 과정이 개재되어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고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즉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진호(2011b)에서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어미들 사이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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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는 즉시성을 포착하고 간단하게 기술하였는데, ‘-구나’로 표현되

는 명제는 사유의 결과물이므로 사유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네’는 보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또한 무표

적 단언 표지인 ‘-어’는 ‘-네’보다도 더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상황에

서 사용된다고 보았다.

 꽉 짜이지 않은 체계에서 무표적 단언이 강도 위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비단 의외성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다. 

이의종(2012)에서는 Givón(2001)의 논의를 받아들여 증거성 강도에서 

접근성에 따른 위계7)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한국어와 같이 꽉 짜인 체

계가 아닌 경우에는 무표적 단언이 최상위의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의외성의 즉시성 체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 의외성은 해당 명제가 내면화 되지 않은 정보라는 사실을 

유표적으로 드러내는 의미 범주이며 발화의 과정을 통해 발화자가 해

당 정보를 자신의 지식 체계에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어떤 정보가 지식 체계에 자리 잡는 속도는 그 정보의 신뢰도

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뢰할 만한 좋은 정보라면 비

교적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정보를 발화자

가 자신의 지식 체계에 받아들이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

다. 즉, 증거성의 강도가 화자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자신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해 주관적인 관점에서 신뢰도가 높은 정보일수록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면화 과정은 매우 짧아진다. 그러므로 무표적 단

언으로 실현된 문장은 가장 증거성 강도가 강한 정보인 것이고 이에 

7) Givón이 제시한 증거성 강도에서 접근성에 따른 위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 감각 경험 > 추측 > 전언. 여기에 무표적 단언을 넣으면 다음과 같다.
무표적 단언 > 직접 감각 경험 > 추측 > 전언 (이의종 20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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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연스럽게 화자가 해당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

어 다른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표현된 경우보다 즉각적이고, 현

장성이 드러나는 의외성 표현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이미 의외성이라는 의미 범주는 화자에게 해당 명제가 

완벽히 내면화 되지 않은 정보임을 유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명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발화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살펴보았다.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곧 사건과 발화자의 심리

적 거리를 늘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즉시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예컨대 길을 걷다 불이 난 건물을 발견했고 내가 화재의 위험

으로부터 안전하다면 ‘불이 났구나’, ‘불이 났네’와 같이 발화할 수 있

으나 자신의 집에 불이 난다면 ‘불이야’하고 외치게 된다. 사건과 화

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 역시도 즉시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외성의 위계는 ‘P1-네 P1-어’ 구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 구문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명제 P가 성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발화자가 다소 강하게 P가 실현되었

을 것이라고 추측할 때 사용된다. 이 구문은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가 

거의 음운론적 휴지 없이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발화되는 것이 특징

이다. 이 구문에 대한 예는 《세종 말뭉치》에서는 찾기가 어려워 드라

마와 영화 대본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언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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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미래: 자, 잠시만요. 저 태워주실라고 기다리신 거 아니
셨어요?

조국: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래: 아니에요? 그럼 아까 가지 왜 안가고 기다리셨어요?
조국: 글쎄요. (미소) 상상 해봐요. (붕- 가는)
미래: (띵-) 뭐지? 아 또 상상하라면 너무 깊이 가는데. 

뭐지? 이거 왠지 달콤한데. 혹시, 나 또 얼굴 값 
한 거 아냐? 아, 했네 했어. 

(드라마 시티홀 1화)
(104) 임중사: 공무집행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서: (바로 공문 보여주며) 군에서 온 협조공문입니다.
석원: 순서가 틀렸잖아! (모연 보며) 강선생 남자친구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다쳐 누웠다고 공무집행이
야. 같이 실려 온 남잔 또 뭐고. 둘이 싸웠나? 
누가 이겼어?

모연: (최선을 다해 웃으며) 글쎄요.
석원: (기분 좋은) 졌네 졌어. 진 거지 뭐. 싸움을 잘 

하긴. 누군 군대 안 갔다 왔나.
(드라마 태양의 후예 14화)

(105) 태양광 연금? 뜨겁네 뜨거워!
(동아일보 2018.10.30. 기사 제목)

 ‘P1-네 P1-어’ 구문에서는 즉각성이 더 높은 무표적 단언 표현이 더 

뒤에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구문이 ‘추측’의 상황

에 사용된다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추측의 내용을 참으로 

여길 만큼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지만 우선 추측의 

상황임을 먼저 반영하여 비교적 즉시성이 낮은 ‘-네’가 먼저 등장하고 

그 후에 즉시성이 높은 ‘-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때의 즉시성의 정

도를 판정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네’와 ‘-구나’가 교체되어도 해당 구문은 

여전히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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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담임: 니가 미쳤구나 미쳤어! 학교에서, 것도 교실 안
에서 어?

수진: 선생님 그게 아니구요. 아 짱나, 야 불 좀 줘봐! 
(헉!!!) 나 지금 뭐라고 했어?

담임: 부울? 너 안 되겠다. 나와. 따라 나와!
(드라마 도깨비 4화)

(107) 현실: 너 미쳤구나? 어디 여자가 없어서 딴 남자랑 동
거까지 한 기집애야?

장수: 상관 없어요. 제가 좋으면 그만이지, 과거 같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현실: 뭐? 이런 미친 놈. (등짝 세게 한 대) 아주 돌았구
나 돌았어.

장수: 저도 여자 만날 만큼 만났어요. 지나간 일이 뭐
가 그리 중요해요?

(드라마 애정의 조건 54화)
(108) 야아, 그렇게 차려입고 보니깐 신성일이 따로 없구나, 

없어.
(송영, 『부랑일기』, 1977, 열화당)

(109)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심정으로 "졌구나 졌네 
졌어" 하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계속 쳐다보다가 
93분에 동점골이 들어갔을 때의 심정이란!8)

 어미가 ‘-네’인 경우와 ‘-구나’인 경우에 특별한 의미 차이가 발견되

지는 않는다. 두 어미가 즉시성 위계에서 차이를 보일 때 즉시성이 

높은 어미가 뒤로 감으로써 구문을 구성하고, 발화자가 청자에게 자

신의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을 위계에 맞춰 늘어놓음으로써 화자가 자신이 갖게 된 생각을 

강한 어투로 전달하게 된다. 인터넷에서 찾은 매우 드문 예이긴 하나 

(109)의 경우에는 ‘-구나’, ‘-네’, ‘-어’가 모두 한 번에 사용되었음도 

8)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레알매니아.
http://m.realmania.net/bbs/view.php?id=openbbs&page=1&sn1=on&divpage=1

1&sn=on&ss=off&sc=off&keyword=Inaki&select_arrange=headnum&desc=as
c&no=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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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사적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어미를 통해 나타나는 의외성이 

모두 동등한 위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성에서 그 위계의 차이

를 가지며 ‘P1-네 P1-어’ 구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의외성의 위계는 증거성의 의미에서 파생되는 증거성의 강도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지점은 동일한 무표적 단언을 나타내는 어미인 ‘-다’와 ‘-

어’도 위 구문의 형식에 맞추어 보면 순서를 가진다는 점이다. 

    

(110) 지영: 이거 장난감 뱀이야.
윤아: 장난감? 그게 왜 여...? 어??
지영: 오빠가 하도 뱀을 무서워 하니까 이러면 좀 익숙

해지지 않을까 해서...
(111) 윤아: 그럼 오빠네 집에 갖다 놓든가

지영: 오빠네 집에도 갖다 놨지.
동직: (으악 비명소리)
지영: (한심한) 오빠가 우리집에 자주 오잖아.
윤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드라마 골드미스 다이어리 217화)

  이 구문에서 ‘P1-다 P1-어’의 형태는 자주 나타나는 데에 비해 ‘P1-

어 P1-다’ 구문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실제로 구글 검색 결과 ‘못 

산다 못 살아’의 검색 결과는 약 6,660개인 반면, ‘못 살아 못 산다’

의 검색 결과는 261개였다. 두 표현들에서 발견되는 큰 빈도의 차이

는 유사한 단언 표지로 보이는 두 어미들 사이에도 어떠한 위계 차이

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두 어미들 사이의 

차이를 기술하는 것은 아쉽지만 나중을 기약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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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미적 특징

 하나의 문법 체계나 의미 체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상위범주-하위

범주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대표적으로, 시제 체계는 그 아

래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하위 범주를 가지며, 높임법 체계는 

크게 [높임], [낮춤]을 갖고 그 아래에 다시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 등의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외성

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하위 범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의외성]이 하나의 범주로 기능하여 단순히 특정 

발화에 의외성의 유무만이 실현된다면 이것을 과연 독립적인 범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Aikhenvald(2012)에서는 의외성의 하위 범주를 유형론적 관점에

서 포착하려고 시도하였다. 아래의 표는 Aikhenvald(2012: 437)에 

제시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12) ① 갑작스러운 발견(sudden discovery)
a) 화자 지향적   b) 청자 지향적   c) 행위주 지향적

② 놀라움(surprise)
a) 화자 지향적   b) 청자 지향적   c) 행위주 지향적

③ 준비되지 않은 마음(unprepared mind)
a) 화자 지향적   b) 청자 지향적   c) 행위주 지향적

④ 반기대(counter-expectation)
a) 화자 지향적   b) 청자 지향적   c) 행위주 지향적

⑤ 신정보(information new)
a) 화자 지향적   b) 청자 지향적   c) 행위주 지향적

 이 분류에서는 우선 하위 의미를 총 다섯 가지로 나누어 처리하였고 

그 아래에 또 다시 의외성 의미가 누구의 지식 체계에 대해 논하는지

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의외성 표지가 이야기의 구술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포착하여 대화참여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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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인물, 바로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행위주가 신정보를 습득했다

는 사실을 부호화할 수 있다는 처리는 사용역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한 기준 설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범언어적 

관점에서 다양한 언어들의 의외성 표지 실현 양상을 조사하여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후의 의외성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어가 이러한 분류 체계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언어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범언어

적으로 조사된 하위 범주 체계에 맞춰서 보기보다는 우선 한국어 의

외성의 하위 범주에 무엇이 속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를 

어떻게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분석할지 고민하는 것이 한국어를 더욱 

잘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에 지금부터는 한국어의 예를 통해 한

국어 의외성의 하위 범주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다만 시간과 지면의 

한정으로 인해 다양한 한국어의 의외성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기보다

는 우선적으로 의외성을 드러내는 어미가 포함된 것만을 그 조사 대

상으로 삼는다.

4.2.1. 깨달음

   

(113) 가. 이 집 밥이 정말 맛있는걸(↗)
나.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 잘못 했네.
다. 그래서 철수가 그때 나한테 쌀쌀맞게 굴었구나.
라. 나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혼자 다 퍼먹었잖아!
마. A: 형님,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 왔십디다.

B: 대사가 뭐이냐?
A: 아, 중이 말이요.
B: 오, 절에 있는 중 말이구나. 그, 그래서?

바. 나는 얼굴도 어깨도 팔도 없는 여자의 늘어진 아랫배
를 보았다. 그랬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서 저 살
갗의 땀구멍과 잔주름까지 역력히 드러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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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은 지각이나 혹은 사고를 통해 화자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

실을 알게 되어 이를 지식 체계의 저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 성분

이다. 깨달음은 화자가 완전히 모르고 있던 정보를 알게 되었느냐 혹

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느냐

에 따라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는 동일하나 그 세부적인 습득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전자는 

새로운 정보의 획득을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

낸다. 일반적인 의외성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하거나 혹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던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113나)와 같은 경우가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지 못했지만 추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알게 됨을 나타낸다. (113다)

는 철수가 자신에게 쌀쌀맞게 굴었다는 기존의 정보는 갖고 있었으나 

무슨 이유로 철수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는지는 알지 못하다가 추후

에 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깨달음이 실현된 것이다. 즉 외적

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가 뒤

늦게 알게 된 경우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113라)는 무의식적으

로 어떠한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위는 화자의 의도적인 

행위이므로 화자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화자는 원래 아이스크림을 

혼자 다 먹을 생각은 없었고 먹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게 되고 어느 순간 아이스크림이 바닥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

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도 자신의 무의식적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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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늦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다. (113마)는 대화 자체가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는 B가 ‘대사’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경우이고, 둘째는 ‘대사=중’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대사가 다의어이기 

때문에 A의 발화에 등장하는 대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연결하지 못

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의심의 여지없이 신정보를 획득한 것이

므로 깨달음의 의미이다.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다른데, ‘대사’와 ‘중’

이 가진 각각의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둘의 연결 관계를 놓쳤고 

이를 획득한 경우이다. 쉽게 말해 ‘대사’는 동음이의어이므로 해당 발

화를 듣는 순간 청자의 머릿속에는 여러 개의 ‘대사’들이 떠오르게 되

는데 지금 발화에 등장하는 대사는 ‘중’을 가리키는 것임을 상대의 후

속 발화를 통해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통한 

발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113바)에서는 자신이 지각을 통해 관찰한 

사실의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비로소 그 원인을 찾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화자는 상대방의 땀구멍과 잔주름까지 역력히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었으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다 추가적인 정보가 제시

됨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실현시킨 원인을 깨닫게 되었고 

이럴 때 의외성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의 모든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이런 깨달음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의외성이 나타내는 하위 의미 중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뒤늦은 깨달음을 나타낼 때는 과

거 사건의 흔적을 통해 알게 될 때는 ‘-었-’과 결합하는 양상을 많이 

보인다. ‘-더-’가 나타내는 과거의 깨달음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과거

의 깨달음은 단지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는 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꿈이나 무의식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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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등으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행동에 대한 현재의 깨달음을 나타낼 때에도 ‘-더-’가 사용되는 경우

가 발견된다. 

     

(114)

깨달음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됨

뒤늦은 깨달음

기존 정보 사이의 새로운 관계 발견
기존 정보에서 새로운 의미 발견

꿈속/무의식적 행동/주취 등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행동을 뒤늦게 인식

4.2.2. 기대 실현

 ‘기대(expectatio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상황을 모두 상정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적인 수학적 용어와 맥락을 같이 하는 확률로서의 

기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전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사건이나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화자

가 하게 되고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사건 발생에 대한 기대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개연성이나 확률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사건이나 사태의 실현을 화자가 소망하는 경우 기대라는 용어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개념이나 모두 ‘기대’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인식 양태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나 전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인식 양태와 접점을 가질 수밖에 없

다.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의외성의 의미가 실현되는 데



- 122 -

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대가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금부

터 화자의 기대가 의외성의 실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

록 하자. 먼저 수학적인 확률의 의미로서의 기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확률로서의 기대가 의외성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간단

한 사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사람들이 만나는 두 가지의 상황을 

상정해 보자.

     

상황1) 화자 A와 철수, 민수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번 모임

에 민수는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한다고 미리 연락하였고, 철

수와 A 둘이서 보는 것으로 약속이 된 상황이다. A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책을 읽고 있다. (단, 민수도 자신을 제

외한 둘이 만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ⅰ) A의 가능한 대답: 철수가 도착함

     

혼잣말 가능: 철수구나, 철수네.
(철수 왔구나, 철수 왔네 등으로 발화하면 
훨씬 자연스럽다.)

불가능: 철수인걸, 철수라니, 철수잖아.
철수에게 가능: 철수구나, 철수네.

불가능: 철수인걸, 철수라니, 철수잖아.

   ⅱ) A의 가능한 대답: 우연히 같은 곳에 온 영수가 옴

     

혼잣말 가능: 영수네, 영수잖아!, 영수인걸. (왔네, 왔잖아 
등 ‘왔-’ 사용 불가)

불가능: 영수구나, 영수라니.
영수에게 가능: 영수구나, 영수네, 영수잖아!. 

불가능: 영수인걸, 영수라니.

   ⅲ) A의 가능한 대답: 못 온다던 민수가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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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 가능: 민수네, 민수라니, 민수잖아 (왔네, 왔잖아 
등 ‘왔-’ 사용 가능)

불가능: 민수구나, 민수인걸.
민수에게 가능: 민수네, 민수잖아! 

불가능: 민수구나, 민수인걸, 민수라니.

   

상황2) 화자 A는 아무 약속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도어벨이 울린다. 나가보니 영수가 와 있었다.

   

혼잣말 가능: 영수네, 영수인걸, 영수라니, 영수잖아. (왔
네, 왔잖아 등 ‘왔-’ 사용 불가)

불가능: 영수구나.
영수에게 가능: 영수구나, 영수네, 영수잖아!

불가능: 영수인걸, 영수라니

  

 혼잣말의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의 등장

에는 ‘-구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이 등장할 때는 ‘-구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

나’가 화자가 획득한 모든 신정보를 표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 가능하다. 즉, 해당하는 명제가 화자의 사고 체계에서 어

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표현 가능한 어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잖-’을 

이용한 발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화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이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대안집합

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를 발화하는 화자의 방법도 달라진다. 기본적

으로 이 모임은 A, 철수, 민수로 이루어진 모임이며 따라서 민수가 

참여하는 상황은 미리 연락을 받았으므로 가능성이 극히 낮긴 하나 

이 모임의 대안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집합에 아예 소속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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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수와의 우연한 만남에서는 ‘-구나’를 이용한 발화가 가능한 반

면, 민수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종결어미 앞에 동사 ‘왔-’과의 

결합도 철수와 민수에게는 가능하나, 영수에게는 아니다.

 민수의 참여는 화자가 충분히 고려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나, 이미 

사전에 오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으므로 화자는 민수가 참여하지 않

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화자의 기대에 반하여 

민수는 모임에 참석하였고 이런 반기대의 의미 역시도 어미의 결합 

양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발화들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나 화용적인 맥락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양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

다면 그 상황에서는 화자가 충분이 ‘-잖-’을 통해 의외성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당 어미들 사이에서 발

견되는 차이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나타내는 의외성의 하위 범주를 면

밀히 포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확률적 기대에 대해서는 우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첫째는 확률이 높은, 즉 기대하던 사건이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구나’와 ‘-네’가 대화 상황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다. 둘째는 기댓값이 가장 높은 사건은 아니었으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안집합에 속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의외성을 나타

내는 어미들은 다소 다르게 실현된다. 마지막으로는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실현되는 반기대적 경우이다. 

 또한 각각의 경우는 대화 상황의 성격에 따라 실현 여부가 달라진

다.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경우와 대화 상황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놀

라움 또는 반가움을 표출하는 경우가 서로 다른 어미를 통해 실현되

는 것이다. 이를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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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혼잣말 대화 상황
기대 실현 -구나, -네 -구나, -네

대안집합 실현 -네, -ㄴ걸, -잖- -구나, -네, -잖-
반기대 실현 -네, -다니, -잖- -네, -잖-

 기대가 실현된 경우에는 혼잣말이든 대화 상황이든 ‘-구나’와 ‘-네’

를 통해 의외성이 실현된다. 대안집합이 실현된 경우에 혼잣말을 할 

때에는 ‘-ㄴ걸’은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직접 발화할 때는 ‘-ㄴ

걸’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구나’의 경우는 혼잣말을 할 때

는 사용하지 않는 반면, 상대방에게 발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혼

잣말의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대화 상황에서 선택된다는 것은 

‘-구나’가 의외성을 드러내면서도 추가적으로 대화 상황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3장에서 다룬 ‘-구나’

류가 갖는 반영적 경청으로서의 쓰임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기대적 상황이 실현된 경우에는 ‘-구나’는 전혀 사용될 수 

없다. ‘-구나’는 어느 정도 화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실현되었을 

때 사용되는 어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각에 동반하는 사유

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구나’는 예상치 못한 즉각적 반응에는 

비교적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니’의 경우는 혼잣말에

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 대화 상황에서는 채택되지 않는데 이를 통해 

‘-다니’는 비교적 대화 상황에는 알맞지 않은 어미로 여겨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잖-’에 비해 ‘-다니’가 나타내는 예

상치 못함의 의미가 훨씬 커서 자칫 상대방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또한 화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즉 ‘소망으로서의 기대’ 역시도 어

미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는 진달래꽃이 피기를 소망하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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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예를 들어보자. 진달래꽃이 피어났을 때 화자는 ‘진달래꽃이 피

었구나/피었네/피었는걸.’과 같이 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달래꽃이 

아닌 철쭉이 피었다면 ‘철쭉이 피었구나/피었네/피었는걸/피었잖아.’

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 주어에 결합하는 조사를 보조사 

‘은’으로 하면 대안집합의 실현이라는 느낌이 한결 강해진다. 철쭉이

라는 대안집합이 실현되었을 때 ‘-잖-’이 실현되는 이유는 자신이 소

망하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개화 조건이 유사한 다른 꽃을 피

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아쉬움을 반기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잖-’을 

통해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국 아무리 기다려도 진달

래꽃이 피지 않았다면 ‘진달래가 피지 않는구나/않네/않다니/않잖아.’ 

와 같이 문장을 발화할 수 있다. ‘-다니’와 ‘-잖-’의 실현은 바라던 

꽃이 피지 않은 반기대적 상황이므로 그 쓰임이 자연스러우나 ‘-구나’

가 반기대적 상황에도 쓰이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이는 확률로서의 

기대와 소망으로서의 기대가 서로 어긋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름이 다 되어 가도록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면 소망으로서의 기대의 관점에서는 반기대이므로 ‘-다니’, ‘-

잖-’ 등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름이 오면 진달래꽃

이 더 이상 피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므로 확률로서

의 기대의 관점에서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 것이 기대되는 사건이

다. 따라서 ‘-구나’를 통한 발화 역시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말뭉치에서 가져온 예들을 통해 이들을 각각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지 살펴보자.



- 127 -

    

(116) 가. 어머나! 너 드디어 피었구나!
나. 역시 괜찮은 공연은 소리 소문없이 사람들이 모여드네.
다.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라. 와, 드디어 그놈을 이겼잖아!
라′. 또 그놈을 이겼잖아!
라″. (상대를 아주 여러 번 이긴 후에) *그놈을 이겼잖아!
마. 경비였으니 다행이지, 경찰이라도 들이닥쳤으면 꽤나 

당황할 뻔했네.
바. 이 놈의 닭뼈가 고약한 사람을 알아보나, 까닥했으면 

병원비 물어낼 뻔했네.
사. 장딴지 살점을 마흔여덟 바늘이나 꿰맸어도 나는 속으

로 ‘별것도 아니잖아!’라면서 뒤가 없는 일과성 버럭 고
함만 내지르고 작업을 독려할 수 있었다.

아. ‘분위기 정말 달라졌네요.’ 조직위의 태도가 너무나 달
라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때는 ‘눈칫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지금은 거의 ‘칙사’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강 감독의 말이다.

자. 앞주머니에 딸려 있는 작은 주머니 안에서 겨우 열쇠를 
찾았다. 자전거의 자물쇠를 열려고 보니, 이런 자물쇠
가 안 채워져 있잖아!

 (116가)는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 즉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나 혹은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의 

발화이다. (116가)는 ‘드디어’라는 부사로 미루어 보아 화자의 소망으

로서의 기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16나)는 괜찮은 공연이

라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것은 확률적인 기댓값에 가까우므로 

확률로서의 기대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6다)는 화자가 소망

하는 상황은 아니나 확률적 기댓값이 높던 사건이 벌어졌음을 부호화

한다. 이렇듯 현실 세계의 언어 사용에서는 확률로서의 기대와 소망

으로서의 기대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화자

가 보다 강조하고 싶은 기대에 맞추어 발화하게 된다. (116다)는 해당 

발화를 통해 우리는 화자가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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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보다도 화자가 아이들이 또 다시 나무에 올라갈 것임을 충분

히 예상했음이 강하게 드러난다. (116라)는 화자에게 있어서 그놈을 

이기는 상황은 자신이 소망하는 상황이나 실제로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발화이다. (116라)가 출현한 문헌의 맥락을 

좀 더 살펴보면 화자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였으

나 번번히 실패하였다가 끝내 노력 끝에 상대방을 꺾는 데 성공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드디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놈을 이기’는 행위는 화자가 강하게 소망한다는 점에서는 

기대이나, 경험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두 기대가 충돌을 하고 있으며 끝내 낮은 확률임에도 이기는 반기대

적 상황을 ‘-잖-’을 통해 표시한다. 다만 (116라″)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상황이 반복되어 더 이상 내가 지는 상황에 대한 기댓값이 높지 

않고, 또 내가 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잖-’을 통한 의

외성의 실현이 어색해진다.

 (116마,바)는 대안집합을 제시하고 대안집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

정하고 이를 어미로 표시하고 있다. ‘-네’에 선행하는 명제는 실현된 

명제가 아니라 대안집합이 선택되었다면 실현되었을 명제라는 점이 

조금 다르긴 하나 대안집합의 하나가 이루어졌음을 지각하는 것 역시

도 의외성 어미로 표시할 수 있다. 

 (116사,아,자)는 반기대적 상황을 표상한다. (116사)에서는 사실 화자

가 장딴지 꼬매는 일을 매우 큰일로 생각했으나 막상 겪어보니 그렇

지 않음을, (116아)는 이전에 받았던 대우를 생각하며 이번에도 비슷

한 수준을 기대하였으나 완전히 바뀌었음을, (116자)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열심히 열쇠를 찾았으나 애초에 자전거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물론, 여기서 화자가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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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의 형태로 자물쇠에 대한 자신의 가능성 판단을 제시한 것은 아

니나,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도 전에 열쇠를 열심히 찾는 모습에서 화

자는 자물쇠가 잠겨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에 반하는 결과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의외성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잖-’은 이러한 반기대 상황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어미이다. ‘-잖-’은 의외성으로 사용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반기대 상

황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반기대 상황을 사상한다.

  정리하자면, 기대의 실현과 관련하여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의 실

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우선 기대 실현, 대안집합 실현, 반기대 

실현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때의 기대는 확률로서의 기대

와 소망으로서의 기대가 있다. 또한 발화 형태에 의해서도 다른 어미

가 선택될 수 있다. 다만 발화 형태에 따라 다른 어미가 선택되는 것

은 어미들의 의미에서만 기인하는 현상은 아니며 다양한 화용론적 맥

락을 고려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대화 

참여자 간의 친소관계/상하관계/반가움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미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모두 화용론적으로 결정된다.

    

(117)
기대 실현

기대 실현
대안집합 실현
반기대 실현

4.2.3. 재인식

 의외성은 반드시 제시되는 명제 혹은 명제 사이의 관계가 화자에게 

새로워야 함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미 알았던 정보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의외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재인식이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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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즉,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나의 정보로 받아들여 이를 

확인하거나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때 화자의 마음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잊어먹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떠한 자극을 통해 다시금 떠올리는 경우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 사실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이다.

    

(118) 가. 역시 우리 엄마 밥이 최고네.
나. 우리 아들 역시 피아노 잘 치는구나.
다. 이 호텔은 언제 가도 항상 아늑하네.
라. 너는 수업 끝나면 항상 바로 집에 가는구나.
마. 우리 엄마 여전히 요리 잘 하시네.
바. 철수 듣던 대로 피아노 잘 치는구나.
사. 비서: 회장님. 아침에 보고 드렸다시피 3시에 회의입

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20분 남았습니다.
회장: 3시에 회의가 있었구나. (상향 불가, 하향 가능)

3시에 회의가 있었네. (상향 불가, 하향 가능)
*3시에 회의가 있었잖아.

 (118가~바)까지는 모두 화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과 관련한 경

험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

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제가 이미 화자의 지식 체계

에 존재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역시, 항상’과 같은 부사나 부정

형+‘도’와 같은 구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때는 이미 잘 알고 있

던 사실에 대해 발화 시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며 경험의 결과 

그 사실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특수하

게 의외성을 사용해서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18마)의 경우에는 부사 ‘여전히’를 사용하여 ‘엄마가 요리를 잘 하

신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체험한 것이 현재로부터 오래 되었거나 

혹은 그 사이에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요리를 못하게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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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고 화자가 생각할 법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듯하

다. (118가~라)까지의 예문들은 해당 명제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마지

막 지각이 현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데 (118

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실현형에는 큰 차이가 없

다. 따라서 재인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마지막 경험과의 시

간적 간격은 크게 중요치 않음을 알 수 있다.

 (118사)는 화자가 해당 명제에 대해서 잠시 깜빡한 상황이다. 아침에 

회의 시간을 보고 받았음에도 다른 일을 하느라 깜빡 했다가 비서를 

통해 잠시 잊었던 사실을 재인식하였다. 화자는 이미 해당 정보에 대

해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는 점에서 ‘-잖-’을 이용한 실현은 다소 어

색하다. ‘-잖-’은 반기대의 의미를 사상하는데 3시에 회의가 있었고 

화자가 그걸 잠시 깜빡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떠올렸다고 해서 이것

이 화자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에도 맥락이 바뀌어, 잊었던 스케줄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화자가 갖

는 기대(해당 시간에는 스케줄이 없음)에 반한다면 충분히 ‘-잖-’이 

실현될 수 있다.

 (118나)에서 ‘기대 실현’의 예로 제시한 문장은 어찌 보면 재인식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괜찮은 공연에는 사람이 몰린다는, 자신이 이

미 알고 있던 사실에 개별 사례가 부합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지식 

체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6나)를 조금 더 자세히 살

펴보면 화자는 ‘괜찮은 공연에는 사람이 몰린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참이라 믿고 있고 발화의 화제가 되는 공연은 자신의 기준에서 괜찮

은 공연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공연이 사람들이 몰려들 정

도로 괜찮은 공연인지에 대해서는 화자도 아는 바가 없다. 단순히 자

신이 좋다고 판단했을 뿐 실제로 동일한 공연이 이전에도 사람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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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인식의 경우에

는 확실하게 명제에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 화자가 인식하고 있다. 예

컨대 늘 공연을 매진시키는 특정 가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역시 레드

벨벳의 공연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네.’라고 발화하였다면 이는 기대 실

현이 아니라 재인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대 실현과 재인식

이 갖는 의미적 차이이다.

    

(119)
재인식

잘 알고 있던 사실의 재인식
잠시 잊고 있던 사실의 재인식

4.2.4. 놀라움

 놀라움은 말 그대로 화자가 어떤 것을 보고 나타내는 즉각적인 정서

적 반응이다. 화자의 강한 정서를 의외성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매우 큰 감정을 주는  감정들은 보통 일상

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별하고 희귀한 경험, 혹은 낯설고 잘 알지 못

하는 것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오

는 놀라움과 강한 감정은 화자가 기존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 그토록 큰 놀라움을 얻을 수 없다. 따라

서 놀라움은 의외성의 하위 범주 중 하나이다. 다만 놀라움이라는 감

정은 단순히 감정의 크기가 커다랗다는 것을 시사할 뿐, 사건에 대해 

화자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놀라움에 대해서 기존의 서술에서는 이를 다른 요소

에 수반하는 것으로 본 것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 한국어에서도 많은 

상황에서 의외성의 하위 의미는 상술한 것들로 표현될 수 있으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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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매우 뛰어난 자연경관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탄이라든가 

끔찍한 재해 앞에서 말을 잃고 놀라움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이것이 

화자의 지식 체계와 공고히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순간적인 

화자의 감정과 감상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놀라움은 다른 하위 의미들과 분리 되어 독립적으로 기술되

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서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요소에 수반하

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므로 이를 하위 범주로 분리했다고 해서 다른 

범주와는 공기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의외

성은 유연하면서 중첩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들이 복잡성을 띠는 것처럼 의외성의 의미

도 복잡성을 띠고 그 중 놀라움은 단독적으로 발화될 때도 있지만 다

른 의미에 수반하여 실현될 때도 있다. 반대로 의외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반드시 놀라움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다. 놀라움은 단순히 의외

성의 하위 의미 중 하나로서 기능할 뿐이다.

    
(120) 놀라움 명제 혹은 사건을 통해 느낀 화자의 감정이 

크기가 큼

4.2.5. 지식 체계에의 포합 유보

 우리가 어떤 정보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를 다 지식 체

계에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보들은 지식 체계에 포함되지 못

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화자가 어떤 정보를 지식 체계에 받아들이

기를 유보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우선은 화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

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생

각해볼 수 있다.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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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당 정보가 자신의 지식 체계에 자리 잡는 것을 막는 것이

다. 따라서 이 경우에 화자는 주로 명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또는 주어진 정보가 불완전하여 온전한 판단

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행동의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여러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이 있다. 혹은 

단순히 기억을 잘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위의 네 가지 하위 의미

는 어떤 정보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받아들여지는 내면화 과정을 겪

고 있고, 이때 정보가 기존의 화자의 지식 체계 안의 다른 정보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면, 이 하위 의미는 아예 발

화자가 정보를 지식 체계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지식 체계 밖에 

있는 명제임을 유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역시 한국어에서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통해 부호화된다.

    

(121) 가. 우리 부부를 얼마나 위해주겠다고 이렇게 끈덕지게 
들러붙는지 알 수가 없구만.

나.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칼로스쌀 찾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네.

다. 김씨가 돈도 많다면서 뭣 땜에 꼭 그런 짓들을 해야
만 하는지 아무래도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라. 가만있자 이 알이 도대체 무슨 알일까? 도대체 모르
겠는걸. 어린이 친구들한테 물어봐야지, 어린이 여러
분, 혹시 이 알이 무슨 알인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
세요.

마.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군.

 (121가)에서 화자는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아니꼽게 보고 

있다. ‘얼마나 위해주겠다고’라는 선행절을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는

데 이에 따라 화자가 현 상황에 대해 그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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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돌려서 표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구만’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에

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동인(動因)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121나)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는 찾아볼 수 없다. 평

소와는 다르게 칼로스쌀을 찾는 사람이 많으나 왜 갑자기 판매량이 

늘었는지는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칼로스쌀을 찾는 사람이 많

아졌다는 사실 자체는 화자가 직접 지각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지 못

해서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네’를 사용하

였다. 대화 상대자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년배라면 ‘-구나’를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으며, ‘-군(요)’, ‘-구만’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121

나)에서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화자가 전혀 갖

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반기대를 사상하는 ‘-다니’나 ‘-잖-’의 사용

은 다소 어색하다.

 (121다)는 화자가 김씨의 행동의 이유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화자의 관점에서는 김씨가 그 정도 일까지 저지를 필요는 없

다고 생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그런 짓’으로 명명되는, 화자

의 입장에서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김씨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비동의의 의미가 의외성을 나타내는 ‘-네’

를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의 ‘-네’는 반기대를 나타내는 ‘-잖-’

과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반기대를 나타내는 ‘-

다니’와는 교체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니’는 반기대를 나

타내기는 하나 앞서 말했듯 이미 그 안에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자신의 내면 상

태를 서술하는 문장과의 결합은 다소 어색하다. ‘-다니’를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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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돈도 많다면서 그런 일을 하다니!’ 정도로 발화할 수 있을 것

이다. (121라) 역시도 부정적인 의미는 들어있지 않다. 단순히 알의 

정체에 대해 아무리 고민해보아도 알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때에도 

다른 어미와 아주 자연스럽게 교체된다. 다만 역시 ‘-다니’와의 교체

는 어색하다. (121마)는 어떤 사람에 대해 기시감이 듦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우리는 (121)의 예를 통해 내면화 되지 않는 상황이 갖는 특징을 살

펴볼 수 있는데, 바로 발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한 순간

에 일어난 일에 대해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끈

덕지게 달라붙거나, 칼로스쌀을 찾는 사람을 계속 상대하거나, 김씨의 

악행을 두고 생각하거나 혹은 알의 정체에 대해 고민하는 등, 발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어느 정도의 시간 범위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지식 체계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여 이러한 자신

의 내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122) 지식 
체계에의 
포합 유보

비동의
정보의 불충분
기억하지 못함

4.3. 소결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

다. 우선 형태⋅통사적으로 일부 어미들은 어미들끼리 결합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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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합성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 이는 다양한 의미를 지

니고 있는 어미들이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활성 성분 현상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활성 성분 현상은 언어 요소가 결합할 때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 성분이 합성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

는 일부 성분들만 활성화 되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우리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었-’과 결합할 때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의외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통해 일어났음직

한 사건을 추리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흔적 추리’의 기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겠-’의 경우에도 활성 성분 현

상에 의해 추론의 의미를 강하게 띠게 되어 다른 의외성 어미들이 갖

는 직접 증거의 의미를 막아 비합성적 의미를 갖는 어미 결합체를 형

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유사의문문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질문의 화행을 수행하지 않고 다

른 발화 효과를 가져오는 문장이 바로 유사의문문이다. 의문문의 형

태를 취할 때 유사의문문이 실현됨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어에

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보이는 통사적 특징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더-’의 경우에는 유사의문문 효과를 실현시키지 않는 경

우도 발견되는데 이는 곧 ‘-더-’는 ‘-네’보다도 더 강하게 의외성과 

증거성의 의미가 엮여 있는 복잡한 어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 사이에는 즉시성에 대한 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 어미들이 갖는 증거성적인 속성과 관련 있

다. 이런 위계에 의해 우리가 어떤 명제 P의 실현을 강하게 확신하는 

상황에서 ‘P1-다 P1-어’ 구문이 형성되고 이들은 상대적인 의외성의 

즉시성 위계에 따라 그 자리를 선택함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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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

다. 한국어 의외성의 하위 의미는 크게 깨달음, 기대 실현, 재인식, 

놀라움, 지식 체계에의 포합 유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

으며, 그 아래에도 각각의 하위 범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어의 의외성은 어미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 의외성이 

지니는 세밀한 의미들을 간단하게 몇 단어만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가 매우 

다양한데 이들이 모두 동일한 의외성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외성이라는 큰 틀에서만 이들을 다루어왔

기 때문에 의외성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유형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어 의외성의 하위 범주를 나누어 봄으로써 의외

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심화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잖-’, 

‘-다니’ 등의 어미는 뚜렷하게 반기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혼잣말과 대화 상황이라는 문체적 특징

에 따라서도 의외성이 달리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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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어미를 통해 나타나는 의외성을 탐구하기 위해 

의외성을 나타내는 한국어 어미들의 의미와 쓰임을 파악하고 이들이 

실제로 의외성을 나타냄에 있어서 실현되는 그 하위 의미를 찾아봄으

로써 한국어에서 의미 범주로서의 의외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외성은 발화에 나타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

로, 해당 발화가 화자에게 있어 전형적인 발화가 아님을 드러내며 이

는 곧 명제의 내용이 화자의 지식 체계에 내면화 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한국어에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언어이며 그에 따른 의미의 분화도 다른 언어에 비해 세밀하게 이루

어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별 어미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어

도 이들을 의외성이라는 하나의 의미 범주 아래에서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의외성이라는 의미 

범주 안에서 개별 어미들의 통사적 특징과 그 의미를 연구하고, 나아

가 의외성이 그 아래에 다양한 하위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그동안 한국어의 의외성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이들의 범주적 지

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해 왔다. 본고

에서는 의외성은 다른 의미 범주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의미 범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하위 의미도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의외성이라는 독립적인 의미 범주가 설정된다고 해서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을 연구함에 있어 인식 양태나 

증거성과 같은 인접 범주들과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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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 의외성 표지로 기능하는 어미들은 의외성의 의미와 증거

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

의성과 복잡성을 띤 한국어의 어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

미를 사상해 나가는지 보다 섬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개별 어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각 어미들

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개별 어미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어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보이는 비합성적 어미 결

합의 양상을 조사하였고, 통사적으로는 유사의문문을 형성하는데, 이

는 한국어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라 범언어적으로 발견되는 현

상이며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보이는 형

태⋅통사적 특징은 유형론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P1-다 P1-어’ 구문을 통해서는 의외성의 의미

가 한데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름의 위계를 가지

고 있으며 여기에는 증거성 의미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

었다. 

 또한 의미적으로는 의외성의 하위 의미를 고찰하여 한국어의 의외성

은 깨달음, 기대 실현, 재인식, 놀라움, 지식 체계에의 포합 유보라는 

하위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이 또 다시 세

밀한 의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에는 의외성에 대한 기존의 유형론적 연구와는 조금 다르게, 잘 알고 

있던 사실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관측을 통해 기존 지식 체계를 보강

한다면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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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지식 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이들 어미가 활발히 사

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아쉬움 또한 적지 않다. 우선 한국어는 단순히 어미

를 통해서만 의외성이 표시되지는 않는다. ‘-을 것-’ 등과 같은 우언

적 구성도 의외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어휘나 억양을 통

한 의외성의 실현도 눈여겨 볼만하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

결어미 등에 의해 실현되는 의외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지 못하였

다. 한국어는 의외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상되는 언

어이다. 앞으로도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의외성의 

세밀한 의미와 그 기능을 탐구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

나마 더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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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 약 호
1 1st person 1인칭
2 2nd person 2인칭
3 3rd person 3인칭
CONJ conjugation 활용 어미
COP copula 계사
DAT dative 여격
DECL declarative 평서문 표지
DEF definite 한정형 표지
DIR direct evidential 직접 증거 표지
DU duel 쌍수
ERG ergative 능격
EV evidential 증거 표지
F feminine 여성
FIRSTH firsthand 

information
직접적으로 
취득한 정보

HON honorific 높임법 표지
IMPF imperfective 비완망상
INCL inclusive person 청자 포함 인칭
IND indirect evidential간접 증거 표지
INTERJ interjection 간투사
INTR intransitive 자동 표지
LOC locative 처격
M masculine 남성
MIR mirative 의외성 표지
NI new information 신정보 표지
NONFIRSTHnon-firsthand 

information
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

PST past 과거
PERF perfect 완료
PF perfective 완망상
PL plural 복수
POSS possesive 소유격
PRES present 현재
PRGR progressive 진행상
Q question marker 의문문 표지
RECP reciprocal 상호사
REFL reflexive 재귀사
REPT reported 

evidential
전언 표시

SG singular 단수

TOP topic 화제 표지
TR transitive 타동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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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말뭉치 자료 목록>

드라마:

1%의 어떤 것 1-26회

2008 전설의 고향 1-8회

2009 외인구단 1-16회

38사기동대 1-16회

49일 1-20회

90일, 사랑할 시간 1-11, 14-16회

9회말 2아웃 1-16회

가문의 영광 1-50회

가시나무새 1-2회

강남엄마 따라잡기 1-18회

강적들 1-16회

개와 늑대의 시간 1-16회

개인의 취향 1-16회

거짓말 1-20회

거침없는 사랑 1-19회

거침없이 하이킥 1-167회

건빵선생과 별사탕 1-16회

검사 프린세스 1-16회

겨울연가 1-20회

결혼 못하는 남자 1-16회

결혼하고 싶은 여자 1-18회

결혼해 주세요 1-2회

경성 스캔들 1-16회

고독 1-20회

고맙습니다 1-16회

고스트 1-16회

공부의 신 1-16회

공주가 돌아왔다 1-16회

공항 가는 길 1-16회

구미호 외전 1-16회

국회 1-20회

굿바이 솔로 1-16회

궁 1-24회

귀여운 여인 1-10, 13-16회

그 여자 1-20회

그대, 웃어요 1-45회

그대 그리고 나 1-58회

그들이 사는 세상 1-16회

그린 로즈 1-22회

그저 바라보다가 1-16회

글로리아 1-12회

기적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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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 이가 1-25회

김치 치즈 스마일 1-12회

꼭지 1-50회

꽃보다 남자 1-20회

꽃보다 아름다워 1-30회

나쁜 남자 1-18회

난폭한 로맨스 1-16회

남자이야기 1-20회

낭랑 18세 1-16회

내 남자의 여자 1-14회

내 사랑 내 곁에 1-4회

내 사랑 못난이 1-20회

내 사랑 팥쥐 1-10회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1-16회

내 마음을 뺏어봐 1-16회

내 마음이 들리니 1-26회

내 여자 1-24회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16회

내 이름은 김삼순

내 인생의 콩깍지 1-16회

내 인생의 스페셜 1-8회

내게 거짓말을 해봐 1-5회

내조의 여왕 1-20회

너의 목소리가 들려 1-18회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16회

네 멋대로 해라 1-20회

네 자매 이야기 1-20회

노란 손수건 1-132회

눈길 1-2회

눈꽃 1-16회

눈물이 보일까봐 1-16회

눈사람 1-17회

눈의 여왕 1-16회

뉴하트 1-23회

닥터 깽 1-16회

닥터 챔프 1-16회

단팥빵 1-26회

달자의 봄 1-22회

달콤한 나의 도시 1-16회

달콤한 인생 1-19회

달팽이 1-16회

대물 1-24회

대한민국 변호사 1-16회

더킹투하츠 1-20회

도깨비 1-16회

돌아와요 순해씨 1-16회

두 번째 프로포즈 1-16회

드림 1-20회

떼루아 1-8회

라이벌 1-20회

러브레터 1-16회

러브스토리 1-16회

러빙유 1-12회

로망스 1-16회

로맨스 헌터 1-16회

로맨스가 필요해 2011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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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가 필요해 2012 1-16회

로열패밀리 1-18회

마당 깊은 집 1-8회

마왕 1-20회

마이 프린세스 1-6회

마이걸 1-2회

마이더스 1-3회

맛있는 청혼 1-16회

맨땅에 헤딩 1-40회

메리 대구 공방전 1-16회

명가 1-10회

명랑소녀 성공기 1-16회

모래시계 1-24회

못된 사랑 1-20회

몽땅 내사랑 1-103회

미남이시네요 1-16회

미스 리플리 1회

미스터 굿바이 1-16회

미안하다, 사랑한다 1-16회

민들레가족 1-16회

밀회 1-16회

바보같은 사랑 1-20회

반달곰 내 사랑 1-16회

반짝반짝 빛나는 1-40회

발리에서 생긴 일 20회

밤이면 밤마다 1-17회

백설공주 1-16회

베토벤 바이러스 1-18회

변호사들 1-16회

별난 여자 별난 남자 1-170회

별순검 시즌 2 1-20회

별은 내 가슴에 1-16회

별을 따다 줘 1-20회

보고 또 보고 1-273회

봄의 왈츠 1-20회

부자의 탄생 10-11회

부활 1-24회

불꽃 1-20회

불꽃놀이 1-17회

불새 1-26회

불한당 1-16회

비단향꽃무 1-20회

비밀 1-18회

비밀남녀 1-20회

비밀의 교정 1-24회

비포&애프터 성형외과 1-20회

사랑한다 말해줘 1-15회

사랑해 당신을 1-16회

사랑해 울지마 16-45회

산부인과 1-16회

살맛 납니다 11-20, 100-101회

상도 1-50회

상두야 학교 가자 1-16회

상속자들 1-20회

성균관 스캔들 1-20회

세상 끝까지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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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칠공주 1-80회

소울메이트 1-12회

설약국집 아들들 1-54회

수상한 삼형제 1-64회

수호천사 1-16회

순수 1-16회

순풍산부인과 496회

스타의 연인 1-20회

스타일 1-16회

승부사 1-24회

시그널 1-16회

시크릿가든 1-2회

시티 홀 1-3회

식객 1회

신데렐라맨 1-16회

신데렐라 언니 1-18회

신의 1-24회

신의 저울 1-16회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1-8회

싸인 1-20회

썸데이 1-3회

아가씨를 부탁해 1-2회

아내의 자격 1-16회

아름다운 날들 1-24회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1-48회

아빠 셋 엄마 하나 1-16회

아이리시 1-8회

아이싱 1-16회

아일랜드 1-16회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1-7회

안녕 내사랑 1-16회

안녕하세요 하느님 1-16회

알게 될거야1-19회

애정의 조건 1-12, 14-39, 41-60회

어느 멋진 날 1-16회

얼렁뚱땅 흥신소 1-16회

얼마나 좋길래 1-125회

에덴의 동쪽 1-56회

에어 시티 1-16회

여름향기 1-7회

여우야 뭐하니 1-16회

여인의 향기 1-16회

역전의 여왕 1-2회

연애결혼 1-16회

연애시대 1-16회

연인 1-20회

열아홉 순정 1-30, 32-167회

열혈 장사꾼 1-20회

오 나의 귀신님 1-16회

오! 마이 레이디 1-17회

오! 필승 봉순영 1-16회

옥션하우스 1-4회

옥탑방 고양이 1-16회

온달 왕자들 1-63, 65-130,148,170

회

온 에어 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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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미스 다이어리 1-232회

올인 1-24회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 1-16회

욕망의 불꽃 1-50회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1-44회

우리 집 1-20회

우리 집 여자들 1-24회

웃어라 동해야 1-155회

워킹 맘 1-16회

원더풀 라이프 1-16회

웨딩 1-18회

웨딩드레스 1-22회

위기일발 풍년빌라 1-16회

은사시나무 1-3회

이 죽일 놈의 사랑 1-16회

이브의 모든 것 1-20회

이웃집 웬수 1-10회

인생은 아름다워 1-15회

인생회보 1-201

인순이는 예쁘다 1-16회

인연 만들기 1-14회

자명고 1-21, 23-39회

자이언트 1-60회

장난스런 키스 1-16회

장밋빛 인생 1-24회

전설의 고향 –씨받이

제빵왕 김탁구 1-30회

제중원 1-17회

종합병원 2 1-6회

좋은 사람 1-16회

줄리엣의 남자 1-17회

즐거운 나의 집 1-2회

지붕 뚫고 하이킥 1-53, 99-125회

진실 1-16회

짝패 1-3회

쩐의 전쟁 1-16회

찬란한 유산 1-28회

천국의 계단 1-20회

천만 번 사랑해 18-25회

청춘의 덫 1-24회

초대 1-18회

최강! 울엄마 1-18회

최고의 사랑 1-2회

추적자 the chaser 1-16회

카이스트 6-67회

카인과 아벨 1-20회

칼잡이 오수정 1-16회

커피프린스 1호점 1-17회

커피하우스 1-8회

케세라세라 1-17회

코끼리 1-124회

쾌걸춘향 1-17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1-16회

타짜 1-20회

탐나는도다 1–15회

태양을 삼켜라 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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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여자 1-20회

태양의 후예 1-16회

토마토 1-16회

트리플 1-16회

파라다이스 목장 1-16,31회

파리의 연인 1-20회

파스타 1-20회

포도밭 그 사나이 1-16회

푸른 안개 1-20회

풀하우스 1-16회

프라하의 연인 1-5, 9-17회

프로포즈 1-14회

피아노 1-16회

하얀 거탑 1-20회

학교 1 1-16회

학교 2 1-42회

학교 2015 1-16회

한반도 1-18회

한성별곡 1-8회

햇빛 속으로 1-16회

행복한 여자 1-58회

헬로! 애기씨 1-16회

형수님은 열아홉 1-19회

호텔리어 1-20회

혼 1-5회

화려한 시절 1-50회

환상의 커플 1-16회

황금마차 1-196회

황금사과 1-30회

황금신부 1,0-22회

히트 1-20회

힐러 1-20회

W 1-17회

영화:

...ing

10억

301 302

4인용 식탁

7급 공무원

8월의 크리스마스

YMCA 야구단

가루지기

가문의 부활

가문의 영광

가을로

가족의 탄생

각설탕

간첩 리철진

강력 3반

강원도의 힘

강철중

거룩한 계보

거미숲

거북이 달린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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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렌즈

검은 집

결혼은 미친 짓이다

고고70

고독이 몸부림칠 때

고사 – 피의 중간고사

고양이를 부탁해

공공의 적

광식이 동생 광태

괴물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국가대표

국화꽃 향기

굿모닝 프레지던트

귀여워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놈 목소리

그놈은 멋있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랑프리

그해 여름

극락도 살인사건

기막힌 사내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김씨 표류기

김종욱 찾기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

겠다

나쁜 남자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남극일기

내 마음의 풍금

내 깡패같은 애인

내 사랑 내 곁에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

주일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너는 내 운명

넘버 3

누가 그녀와 잤을까

누구나 비밀은 있다

님은 먼곳에

다세포소녀

다찌마와리

단적비연수

달마야 놀자

달콤, 살벌한 연인

달콤한 인생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댄서의 순정

데이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마뱀

동감

동갑내기 과외하기

동승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두사부일체

뚫어야 산다

라디오스타

라이터를 켜라

령

로드무비

리베라 메

마더

마들렌

마린보이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마이제네레이션

마이 파더

마지막 늑대

말아톤

말죽거리 잔혹사

맨발의 기봉이

맨발의 꿈

멋진 하루

미녀는 괴로워

미술관 옆 동물원

미스터 소크라테스

밀양

바람난 가족

바람피기 좋은 날

바르게 살자

박봉곤 가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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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칠 때 떠나라

박쥐

박하사탕

반가운 살인자

반칙왕

방과후 옥상

방자전

백만장자의 첫사랑

버스정류장

번지점프를 하다

범죄의 재구성

베스트셀러

복수는 나의 것

봄날은 간다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부당거래

부산

분홍신

불꽃처럼 나비처럼

불어라 봄바람

불후의 명작

뷰티풀 선데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비밀애

비스티 보이즈

빙우

뽕

사랑니

사랑따윈 필요없어

사랑을 놓치다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

들

사랑해 말순씨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새드무비

색즉시공

선물

선생 김봉두

소년, 천국에 가다

수취인불명

숙명

순애보

쉬리

슈퍼스타 감사용

스승의 은혜

스카우트

시

시라노 연애조작단

시월애

시크릿

식객-김치전쟁

신라의 달밤

신부수업

심장이 뛴다

싱글즈

싸움의 기술

써니

아 유 레디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아는 여자

아랑

아름다운 시절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아이스케키

아저씨

아파트

악마를 보았다

악어

안녕! 유에프오

안녕, 형아

알포인트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약속

어깨너머의 연인

어린 신부

억세게 운수 좋은 날

얼굴 없는 미녀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엠

여고괴담5

여배우들

여자, 정혜

역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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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

벼움

연애소설

연애의 목적

연풍연가

열혈남아

엽기적인 그녀

영어완전정복

영화는 영화다

예스터데이

예의 없는 것들

오! 브라더스

오! 수정

오감도

오로라공주

오아시스

올가미

올드보이

와니와 준하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일드카드

외출

용서는 없다

용의주도 미스 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형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묵배미의 사랑

우아한 세계

울학교 이티

웰컴 투 동막골

위대한 유산

유령

육혈포 강도단

음란서생

의형제

이중간첩

인디안 썸머

인사동 스캔들

인샬라

인어 공주

인터뷰

인형사

일단 뛰어

자카르타

잔혹한 출근

잠복근무

장화, 홍련

전설의 고향

접속

정사

조선명탐정

조용한 세상

조용한 가족

좋지 아니한가

주먹이 운다

주홍글씨

죽이고 싶은

중독

중천

즐거운 인생

지구를 지켜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

고 있습니까

질투는 나의 힘

집행자

짱

쩨쩨한 로맨스

처녀들의 저녁식사

천하장사 마돈나

청담보살

청연

청춘만화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

사건

초록물고기

최강로맨스

추격자

친구

친절한 금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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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클래식

클럽 버터플라이

킬러들의 수다

킹콩을 들다

타짜

태극기 휘날리며

태양은 없다

태풍

텔미 썸딩

퇴마록

투캅스

튜브

파괴된 사나이

파란 대문

파란 자전거

파랑주의보

파송송 계란탁

파업전야

파이랑

펀치레이디

편지

평양성

평행이론

폭력써클

품행 제로

플라스틱 트리

플라이 대디

플란다스의 개

피도 눈물도 없이

피막

하녀

하루

하얀 방

해변의 여인

해안선

해피 엔드

행복

행복한 장의사

헬로우 고스트

혈의 누

형사 Duelist

호로비츠를 위하여

홀리데이

홍길동의 후예

홍반장

화려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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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irativity in Korean 

Endings

Yoon Bok L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mirativity in 

Korean endings, identifying the meaning and the usage of 

each ending and by investigating the morphological,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mirativity in the Korean 

language. The usage of mirativity markers reveals the 

knowledge structure of the speaker on the ground that 

mirativity classifies the contents in a proposition delivered to 

the speaker as a newfound experience, since they are not on 

the speaker’s knowledge structure yet.

 First, in Chapter 2, the multiple discussions on mirativity 

since its first proposal in 1997 are summarized to present 

how mirativity is encoded not only within various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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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lso in the Korean language. By doing so, the concept 

and meaning of mirativity are presented as well.

 Mirativity in Korean has been regarded as a subcategory of 

other adjacent semantic categories such as epistemic 

modality or evidentiality, or understood just as a mirative 

extension of those, not as an independent semantic category 

in itself. However a number of recent studies based on the 

cross-linguistic methodology have reported that several 

languages contain mirative strategies or miratives, which 

supports the concept of mirativity as an independent 

semantic category distinguished from modality, evidentiality, 

or any other similar semantic concepts, and so does the 

Korean language. Therefore, mirativity in the Korean 

language should be claimed as an independent semantic 

category.

 In Chapter 3 the following six endings: ‘-guna(-구나)’, ‘-ne

(네)’, ‘-teo-(-더-)’, ‘-n geol(-ㄴ걸)’, ‘-tani(-다니)’, ‘-janh-(-잖-)’ 

can be found with plenty of examples in the corpus data, as 

they are selected to examine specific mirativity phenomena. 

Furthermore, I also propose that mirativity in Korean endings 

has its own semantic subcategories.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features of mirativity in 

Korean endings and its semantic subcategories are 

investigated in Chapter 4. In some cases of combin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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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tive ending with another ending, the compositionality 

breaks. The combined ending delivers a meaning which 

cannot be directly inferred from its stems. And a rhetorical 

question is constructed with mirative endings as well.  When 

mirativity-driven rhetorical questions are frequently found in 

various languages, rhetorical questions made with mirativity 

markers are not an unique phenomenon of the Korean 

language but a cross-linguistic grounded phenomenon. And I 

also want to tell a construction: ‘P1-ne(-네) P1-eo(-어)’ which is 

mainly found in a colloquial corpus of th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serves an indication that Korean mirative endings 

have different mirativity strength and they build up the 

hierarchy. In the construction, mirative endings can be on 

the place of ‘-ne’ and ‘-eo’ but one with a lower degree in 

the hierarchy always comes first. 

 The research exploring the meanings of mirativity in Korean 

endings reveals its 5 subcategories. New information, 

expectation, confirming or strengthening the knowledge 

structure of the speaker through recent experiences, 

surprise, or the speaker’s rejection of information into the 

knowledge structure.

 In Chapter 6, the summary of the thesis and minor issu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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