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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면’ 관련 구성 연구

신현규

  이 연구는 논리학의 조건성과 달리 자연언어에서의 조건성이 가지는 몇 가지 단면
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구체적인 연구 상은 현 한국어의 [조건] 연결 어미
‘-면’과 ‘-면’이 통합하여 사용되는 ‘-면’ 관련 구성이다. 각각의 구성을 제시하고 분석하
는 과정에서 자연언어의 조건성은 무엇인가 하는 범언어적이고 통일된 개념을 도출하
기를 바라지 않으며 각 구성의 의미를 몇 가지 성질로 분류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실
제 언어 사용에서 예문을 찾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이때의 ‘실제 언어 사용’을 찾을
수 있는 언어 자료의 성질로 구어 자료를 중심에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구
비문학 계,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자료집, 세종 구어말뭉치, 라디오 드라마 본, 
텔레비전 드라마 본 등에서 추출한 예문을 제시한다.
  ‘-면’의 다양한 의미를 분류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Kaufmann(2001)이 제시한
기정성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지시하는 사건이 개별적인 조건 의미를 분류하는 데
에는 기정성이 유효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 한다. 그러나 반복성을 전제하고
있는 조건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는 사건 시점과 발화 시점의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정성 논의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기타 ‘-면’이 가진 의미에 관한 분
석은 조건과 주제 사이의 유사성을 밝힌 연구에 기 어 분석할 것이다.
  연구자가 조사한 ‘-면’ 관련 구성은 의미를 기준으로 장과 절을 구분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구성에 참여하는 ‘-면’ 외의 요소의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의미를 기준으
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면’ 관련 구성을 분류하면 사건 외적 복수행위성과 사건 내적
복수행위성, 정보 관할권과 상호주관성과 같은 주관성 관련 성격, 주제와 관련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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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낱낱의 구성 중에는 이들 의미에 속하지 않는 작은
부류도 존재하기에 분류 체계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품사를 기준으로 구성을 정리하겠
다.
  각각의 ‘-면’ 관련 구성의 위치는 연결 어미 ‘-면’이 포괄하고 있는 역과 상당히 겹
친다. 하지만 어떤 구성을 연결 어미 ‘-면’으로 체하 을 때, 아무런 통사·의미적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없다. 각각의 구성은 ‘-면’이 가진 여러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나름의 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면’의 가계도
를 그리는 데에 깃털 무게만큼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조건, ‘-면’, ‘-으면’, 연결 어미, 구성, 기정성, 복수행위성, 주관성

학 번: 2017-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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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장의 형식을 갖추어 언
어적으로 전달한다. 주어와 술어를 갖춘 구성을 절이라 하며 한 문장이 하나의 절로
이루어졌는지,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문장은 단문과 복문으로 나뉜
다. 한국어에서 서로 다른 절을 이어주는 역할은 일군의 어미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이
들 어미를 연결 어미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인 ‘-면’ 역시도 이
러한 연결 어미 중 하나이다. 한국어 연결 어미 ‘-면’은 선행절 내용이 후행절 내용의
실현을 결정하거나 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드러낼 때에 사용된다. 다시 말해 ‘-면’은
선행절 내용이 조건이 되고 후행절 내용이 그 귀결이 되는, 조건문을 형성하는 데에
쓰이는 [조건] 연결 어미이다.
  조건문에 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언어학뿐만 아니라 철학, 논리학 등 여러 분
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논리학에서 조건문은 ‘P→Q’와 같이 기호화하는데, 여기에서 P
에 해당하는 전건 명제가 Q에 해당하는 후건 명제를 함의한다. 즉 논리학에서 조건문
은 전건이 참인 경우에 후건도 반드시 참이 됨을 나타내는 복합명제라고 정의된다. 이
는 일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연언어에서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리학에서의 조건문은 전건과 후건 사이의 인과 관계의 성립 여부 등
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달리 말해 논리학에서와 달리 자연언
어에서의 조건문의 두 절 사이에는 얼마간의 인과성,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면 국은 입헌군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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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문에서 조건 연결 어미 ‘-면’에 선행한 절의 명제인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는 현실 세계에서 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행절 명제 역시 참인 명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한 (1)은 논리학에서 정의하는 조건문에는 부합한다. 전건이 참이며 후건
이 거짓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경우에 조건문은 논리적으로 참이 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자연언어를 발화하는 상황에서 이 문장은 적절할 수 있을까. 예문 각 절의 내용
에 한 진리치를 화자가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와 더불어 청자 역시 화자가 이
러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화자가 예문(1)과 같은 문장을
발화한다면 청자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정보가 국이 입
헌군주국이라는 것을 추론하는 데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청자는 화자가
발화한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조건 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러한 특성에 하여 Adams(1975)는 주어진 조건절에 해 귀결절이 갖는
가능성(probability)의 정도가 조건문 전체의 가능성을 판가름한다고 설명한다. 이처
럼 자연언어에서의 조건문은 논리학에서와 달리 조건절과 귀결절 사이의 관계에 큰 비
중을 두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조건] 연결 어미 ‘-면’이 사용된 문장, 
즉 ‘-면’ 조건문이 나타내는 바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장에서는 우선 선행
절과 후행절 각각이 가리키는 내용이 드러날 것이며 이와 함께 선행절과 후행절 내용
이 서로에게 조건과 그에 따른 귀결 관계라는 점 또한 확인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인
과성이나 적절성 등 두 절 사이를 잇는 또 다른 의미 관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각각이 가리키는 내용을 제외한 의미를 연결 어미
‘-면’의 의미로 귀속시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연구는 한국어 조건 연결
어미 ‘-면’이 사용된 문장을 상으로 조건절과 귀결절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기술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면’이 가진 [조건]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면’의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한 관련 구성을 확인하며 각 구성의 의
미와 ‘-면’의 의미가 맞닿는 지점에 하여 관찰해보도록 한다.
  본 연구의 상은 현 한국어에서의 [조건] 연결 어미 ‘-면’, 나아가 ‘-면’이 통합된
구성이다. ‘-면’ 구성을 연구하기에 앞서 어미 ‘-면’의 형태 분석과 더불어 그 의미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면’의 의미는 Kaufmann(2001)이 제시한 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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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dness) 개념을 이용하여 발화 시점과 조건절이 가리키는 개별 사건의 발생 시
점 사이의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이를 수행한 뒤에 ‘-면’ 관련 구성
을 ‘-면’이 통합하는 주요한 형식의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이다.
  먼저 조사와 통합하는 예로는 보조사 ‘만’이 통합한 ‘만 –면’과 보조사 ‘야’가 ‘-면’의
뒤에 통합한 ‘-면야’를 들 수 있다. ‘만 -면’은 ‘나는 꼭 밥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와 같
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밥만 먹으면 목이 메니, 물도 마셔가면서 먹어라.’에
서의 ‘만’의 쓰임과는 달리 ‘-면’과의 통합에서 비합성적인 의미를 가진다. ‘-면야’ 역시
마찬가지로 ‘-면’과 ‘야’의 개별 의미의 합성적 의미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같이 ‘-면’과 다른 언어요소가 통합하여 사용됨에 따라 비합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면’이 다른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는 선어말어미와의 통합과 어말어미와의 통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어말어미와 ‘-면’ 사이의 통합에서 관해서는 특히 ‘어
말어미(-다, -자, -려 등) 하-(<-)+-면’에서 ‘하-’의 탈락에 의해 형성된 통합어미가 한
부류를 이룬다. 이들 중 일부는 ‘하-’가 탈락하여 문법화한 형식, 즉 융합형식과 ‘하-’를
복원한 형식 사이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하-’가 탈락한 형태로
쓰이지 않아 통합어미로 다루어 오지는 않았으나 ‘진수는 책을 읽는가 하면 수는 잠
을 잔다’에서의 ‘-는/은가 하면’과 같은 구성이 하나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확
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걔한테 아쉬운 소리는 못해.’에서
하나의 연결 어미처럼 기능하는 ‘-면 -지’, 그리고 ‘-면 –을수록’ 등 또한 어미와 ‘-면’의
통합으로 다루어 볼 예다.
  본 연구는 논리학이 아닌 자연언어에서의 조건문이 가지는 특징을 현 한국어의 ‘-
면’ 관련 구성을 연구함으로써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때문에 발화상황에서 이들 구성
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어 자료로부터 예문을 취하고자 하
다. 충분하지는 않겠으나 이러한 의도에서 라디오 드라마 본, 텔레비전 드라마 본
과 같이 문장이 음성으로 실현될 것을 전제하여 작성된 극본,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지역어 조사 자료집, 한국구비문학 계 전사 자료1), 세종 구어말뭉치 등을 중심으로

1) 특히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경우는 지역어 조사 보고서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
다. 구비문학 연구를 위하여 채록하고 전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때때로 제보자가 발화한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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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을 구성한다. 이 밖에도 사전류의 예문, 중가요의 노랫말 등도 일부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면’을 그릇되게 사용한 예로 꼽아온 문장이 과연
오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이다.

    (2) ㄱ. 객실문이 열리면 그가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Ⅱ-5)
ㄴ. 먼저 Popper에 해서 알아 본다면 그는 1902년 비엔나에서 태어난 현 철학

의 巨物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적 합리주의의 창시자이다. (Ⅰ-9)
ㄷ. 이러한 점은 讀者들이 참작하고 읽으면 될 것이다. (Ⅰ-6)
ㄹ. 그는 여지없는 금빛 뿔테 안경을 끼고 있으니 누가 보면 진짜 촌놈으로 보일성

싶은 얼굴이다. (Ⅱ-6)
ㅁ. 될수록이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지만 기분에 따라 남의 시선을 의식

하지 않고 행동하기도 한다. (Ⅱ-18)
ㅂ. Marx에 한 Popper의 견해를 살펴보자면 Popper는 Marx주의를 역사주의의

가장 순수하며 정교한 형태로 보고 사회과학과 사회철학에 한 Marx의 관심
은 근본적으로 실천적 관심이라고 한다. (I-9)

  예시한 (2)의 각 예문은 이광호(1985:170)에서 ‘-면’의 오용 사례로 제시한 문장들이
다. 이 예문이 실린 《현 국어 문장의 실태분석》은 다수의 한국어학 및 한국문학
연구자로 구성된 필진에 의하여 집필된 책으로, 저자들은 실제 일반인들의 작문 내용
을 상으로 하여, 문장에 드러난 오류를 분석하고 수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광호
(1985) 또한 한국어 작문 교육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된 도서의 일부이므
로 문장의 문법성에 해 일상 언어 생활에서 허용되는 범위보다 보다 보수적이고 제
한된 기준이 적용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쓰임이 과연 ‘-면’의 의미와 동떨어진 것이
라고 확언할 수 있을까. ‘-면’의 의미는 무엇이며 (2)에서 사용된 ‘-면’의 의미 기능들은
‘-면’의 여러 의미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면’

그대로 옮겨두기보다는 발화 의도와 대략적인 의미가 통하는 단어를 선택해 적어두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먼저 한국구비문학대계 홈페이지(https://gubi.aks.ac.kr/)에서 검색
을 통해 본문 내 특정 어형이 사용된 목록을 확보하고, 개별 항목의 음성 자료를 청취하여 본
연구에서 취할 수 있는 예문을 가려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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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 여러 구성의 의미는 무엇이고, 개별 구성의 의미가 ‘-면’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먼저 현 한국어 연결 어미 ‘-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면’을 다
룬 연구는 그 범위를 기준으로 연결 어미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연구와 조건 연결 어
미 연구의 두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한 흐름은 한국어 연결 어미 전반을 다
룬 연구로써, 한국어의 연결 어미를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각 유형의 특성을
제시한다. 이들 연구에서 ‘-면’은 연결 어미의 여러 의미 유형 중 [조건] 또는 [가정] 
연결 어미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김승곤(1981), 김승곤(1984), 정정덕(1986), 서태룡
(1988), 윤평현(1989), 전혜 (1989), 장경희(1995), 이은경(2000), 백낙천(2000)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중 김승곤(1981)은 ‘-면’을 [가정]이 아닌 [추정] 연결 어미로 파악하
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김승곤(1981)은 ‘-면’은 [가정]이 아닌 용법을 가지고 있기
도 하기에 ‘-면’의 여러 용법을 아우르기 위하여 [추정]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주장한다.
  한국어 연결 어미 전반을 다룬 연구 중에서 서태룡(1988)과 백낙천(2003)은 연결 어
미의 형태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한다. 여러 어미 중 ‘-으면’ 형태를 [[-음+[이
-+어]]+은]과 같이 분석하여, 립을 전제하는 보조사 ‘은’의 의미로부터 [조건] 의미가
기인하 다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윤평현(1986)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 의미를 기준으로 연결 어미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의미 구조를 통하여 연결 어미를 분류한 연구로는
전혜 (1989), 장경희(1995), 이은경(2000), 이은경(2015) 등으로 이어진다. 이 중 전
혜 (1989)에서는 ‘-면’이 ‘-거든’에 비하여 시간 간격이 좁을 때에 더욱 자연스럽게 사
용된다는 점을 통해 ‘-면’이 다른 [조건] 연결 어미와 변별되는 화용론적 특징을 제시
했다는 의의가 있다. 장경희(1995)는 연결 어미의 의미 구조를 계층화하여 설명하는
데, 사건 관계를 중심으로 공존과 배타로 나누고, 이 중 공존 관계를 다시 의존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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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면’이 속한 [조건] 연결 어미는 의존 관계
의 연결 어미에 속한다. 장경희(1995)는 연결 어미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여 모형을 제
시한 의의가 있다. 이은경(2000)은 [조건] 연결 어미를 의존적 의미 관계 중 논리적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논리적 의미 관계에는 [조건]을 비롯하여 [원인], [결
과], [양보] 등이 속하며, 논리적 의미 관계 외의 의존적 의미 관계에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해당한다.
  이들 연구는 현 한국어의 연결 어미 전반을 두루 다루고 있기에 전체적인 체계
위에서 여러 어미가 지닌 의미의 친소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이은경(2015)에서
는 이은경(2000)에서의 [양보] 용어 신 박재연(2011)의 [비관여적 조건] 용어를 취함
으로써 양보와 조건의 관련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연구는
별개의 절을 잇는 개별 연결 어미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데에서 나아가 각 의미 기능
사이의 관계, 연결 어미의 의미 체계를 수립해 왔다. 다만 이들 연구는 전체를 두루
살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기에 개별 어미의 특성을 따지고 살피는 데에는
부족함이 보인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경향인 조건 연결 어미에 국한한 연구는 그 연구범위를 좁힘
으로써 서로 유사성을 가진 소수의 연결 어미를 비교· 조하며 각 어미의 특성을 제시
한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 역시 [조건] 의미와 [조건]과 인접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양보], [인과] 등과의 관계에 하여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방점은 [조건] 연결
어미를 분류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데에 찍힌다. 그 중 이상태(1977)는 ‘-면’을 중심으
로 하여 ‘-(더)ㄴ들, -거든, -ㄹ진 ’ 등 [조건] 연결 어미의 통사·의미론적 구조를 파악
하고자 하 다. 이상태(1977)는 그 연구 상이 되는 조건 연결 어미를 ‘-어야’와 ‘-니’
에까지 확장한 이상태(1978)로 이어진다. 이상태(1977)는 ‘-(더)ㄴ들, -거든, -ㄹ진 ’로
갈음할 수 있는 ‘-면1’과 갈음할 수 없는 ‘-면2’으로 나누는데, 이때의 ‘-면2’은 ‘비가 많
이 오면 물이 붇는다’에서와 같은 쓰임에서의 ‘-면’에 해당한다. 이상태(1977)는 언어에
서의 [조건]과 논리학에서의 [조건(⊃)]을 구분하는데, 후자의 ‘-면2’은 논리학의 [조건]
과 유사하다는 점을 밝힌다. 이로써 자연언어의 [조건] 구조와 논리학의 [조건] 구조를
달리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광호(1980) 역시 ‘-면’의 의미 기능을 다른 연결 어미와의 치를 기준으로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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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나눈다. ‘-니, -어야, -어서, -자, -고’ 등과 치되는 ‘-면’의 쓰임과 ‘-거든, -어야, 
-(더)ㄴ들, -ㄹ진 ’로 치될 수 있는 ‘-면’을 나누며 각 연결 어미의 의미와 ‘-면’의 의
미가 공유 또는 포함하는 역을 밝힌다.
  가정·조건문을 연구한 김진수(1983)는 ‘-어야’를 [조건] 어미로, ‘-거든’, ‘-면’을 [가정] 
어미로 분류하는데, 이때의 [가정]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정한 것을 가리킨다는 점 또한 밝히고 있다. [가정] 어미로 분류한 ‘-면’과
‘-거든’을 비교하며 ‘-면’이 ‘-거든’에 비해 주관적인 판단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후행
절 술어로 심리적, 주관적 성질의 상태 동사를 쉽게 허용한다는 점을 밝힌 점은 유의
미하다. 그러나 김진수(1983)에서는 ‘-면’의 일부 용법만을 바탕으로 [가정] 어미로 분
류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손민숙(1986)은 ‘-면’ 조건문의 의미 기능을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나누어 제시하
는데, [당연 조건]과 [일반적 현상에 한 예상 조건], 즉 위 이상태(1977)의 ‘-면2’에
해당하는 ‘-면’의 의미를 중심 의미로 두며, [인과관계 조건], [ 조·비교 조건], [상황
적·상 적 조건], [가정적 조건] 등을 주변 의미로 설정한다. [조건] 연결 어미의 의향
법 제약, 시제 제약 등과 더불어 개별 어미의 의미를 분류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구현정(1989)은 의향법, 시제형식 실현과 관련하여 조건문의 화행적 기능을 분류하
는 데까지 나아간다. 조건절의 시제와 귀결절의 시제가 같을 때에는 [일반적 조건]을
나타내며 이는 단언을 수행하고, 조건절 시제가 귀결절 시제에 앞서면 [가상적 조건]
을 나타내어 단언뿐만 아니라 약속, 물음, 요청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조건절의 시제
보다 귀결절의 시제가 과거를 나타내면 이는 [과거의 습관]을 진술하는 데에 사용된다
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조건]에 사용되는 ‘-면’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해서는 박나
리(2013)에서 선행절 내용에 한 [각성 유도], [후행절 내용으로의 이행], [발화내용에

한 총칭성 부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박정운(2006)은 접속이 이루어지는 층위를 내용과 인식, 화행의 세 층위로 나눈
Sweetser(1990)의 분류를 취하여 한국어 조건문을 [내용 조건], [인식 조건], [화행 조
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면’, 그리고 ‘-다면’, ‘-거든’이 어떤 층위의 조건
문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면’과 ‘-다면’의 경우는 [화행 조건]에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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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과 달리 [내용 조건], [인식 조건], [화행 조건]에서 두루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
하 다. Cui(2011), 박재연(2011), 김수정·최동주(2018) 역시 ‘-면’ 접속문의 유형을
Sweetser(1990)이 나눈 세 층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중 접속 층위 유형과 시제 실
현의 관계를 다룬 김수정·최동주(2018)는 시제 성립과 관련하여 [내용 조건]으로 쓰일
때에는 상 시제가 성립하고, [인식 조건]과 [화행 조건]에서는 절 시제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시제 요소와 ‘-면’ 접속문의 의미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한 연구로는 명정희
(2015)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제요소가 접속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시제
해석에서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하여 다루었다. 이를 통해 ‘-면’의 의미를 [계기]와
[조건]으로 양분하여 파악하 다. [계기] 의미를 가질 때는 후행절에만 시제 선어말 어
미가 통합하여 선행절에 향을 미치며, [조건] 의미를 가질 때에는 선행절과 후행절
에 각각 시제 선어말어미가 통합한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奈良⼣里枝(2006)을 비롯한 다수의 현 한국어 조건 연결 어미 연구에서
‘-면’을 ‘-거든’, ‘-어야’와 그 용법을 비교하여 연구하 고, ‘-거든’, ‘-어야’에 비하여 ‘-면’
의 사용 범위가 넓다는 점을 확인하 다. 특히 ‘-면’의 용처와 ‘-거든’의 용처를 구별함
으로써 둘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로 앞서 언급한 김진수(1983), 전혜 (1989), 
그리고 전혜 (1983)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면’이 포함된 형식이 개별 복합 형식 또는 구성으로 굳어진 예에 한 연구는 주로
‘어말어미+(-고) 하-+-면’의 인용구성에서 기인한 통합어미의 형성에 한 연구이다. 이
필 (1993)은 인용구성 전반에서 융합을 통해 형성된 단위들의 통사 및 의미 기능을
분석하 다. 이금희(2005)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용구성에서 비롯되어 형성된 어미와
조사 전반을 그 연구 상으로 삼았다. 이금희(2005)는 융합형을 형성하는 인용 형식
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이에 따라 의미나 통사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들은 모두 인용구성과 관련하여 ‘-면’ 외에도 다양한 형식과의 융합을 두루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면’ 통합어미의 의미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 ‘-면’ 통합형 어미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로 김문기·최정도(2012)가 있다. 
여기에서는 ‘(-고) 하-’의 복원 가능 여부에 따라 ‘-면’ 통합형 어미를 분류한다. 이를
통하여 ‘어말어미+(-고) 하-+-면’에서 비롯된 ‘-다면, -자면’ 등을 다시 ‘(-고) 하-’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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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다면’과 그렇지 않은 ‘-다면’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면’ 통합
형 어미를 보다 세분하여 그 의미를 구별한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세분화에 맞춰져 있기에 각 어미의 의미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
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준희(2017)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면’ 통합형 어미의
의미 및 통사를 면 히 살핀 연구이다. ‘-면’ 통합어미 전반을 조사하고 각 어미의 의
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제시하 다. 다만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형성된
어미를 재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둠에 따라 각 어미의 의미
기술이 소략함이 아쉽다.
  ‘-면’이 포함된 연결 어미를 다룬 김승곤(1981)은 위와 마찬가지로 인용구성으로부터
형성된 통합어미 ‘-라면, -ㄴ다면’ 등을 들고 있다. 이후 김승곤(1984)에서는 [실행 가
정] 씨끝 ‘-ㄹ것 같으면, -ㄹ라치면’, [과거 가정] 씨끝 ‘-었더라면’, [첨가] 씨끝 ‘-는가
하면’ 등을 개별 연결 어미로 다루고 있으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아 아쉬
움이 남는다. 한편 곡성지역어의 어미를 연구한 이종길(1989)은 하나의 술어처럼 기능
하는 ‘-면 싶-’, 미확인 또는 화자 의도를 나타내는 ‘-ㄹ라면’ 등을 제시한다.
  이동혁(2008)은 ‘X-면 Y-을수록’ 구성에 하여 다루고 있다. 연구는 이때의 ‘X-면’의
속성에 해 어떤 통사적 제약이 있는지에 하여 조망한다. 서희정(2015)은 ‘이라면’, 
‘같으면’, ‘하면’ 등의 형식이 주제 표지로 조사화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고찰하

다. 목지선(2018)은 ‘어미+하다’ 구성을 다루면서 ‘-면+하다’의 양태적 기능 및 문법
적 기능에 하여 살펴보았다. ‘-면 하다’는 화자의 의도나 바람 등의 양태 의미를 가
지는 점을 지적하 는데 이는 아래에서 ‘-면’의 의미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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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면’의 형태 분석

  연결 어미 ‘-면’을 분석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연구에서 그 마지막 구성요소로 [주
제]와 [ 조] 의미를 가진 보조사 ‘은’을 분석한다. 그러나 그에 앞선 요소인 ‘며’를 어
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이숭녕
(1961/1986)의 견해로 이를 연결 어미 ‘-며’로 파악하여 ‘-며+은’으로 분석하 다.
  반면 서태룡(1982), 신상철(1987)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 ‘-음’과 ‘은’이라는 두 요소
가 일 일로 통합하여 ‘-으면’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 다. 신상철(1987:55-56)은
주제를 나타내는 한국어 보조사 ‘은’을 다루며 한국어 구어에서는 ‘-으면’이 아닌 ‘-으
믄’과 같이 발화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2) ‘-으면’을 ‘-ㅁ+은’으로 분
석하 다. 이와 유사하게 서태룡(1988)에서 역시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으면’의 구
성요소인 것으로 보았으며, 그 분석을 ‘-음+-이-+-어+은’과 같이 제시하 다. 서태룡
(1982)와 마찬가지로 서태룡(1988)에서도 역시 어미 ‘-음’이 ‘-으면’과 동일하게 [조건]
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음’을 ‘-으면’의 구성요소로 파악하 다. 서태
룡(1988)의 분석은 백낙천(2003)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태룡(1982, 1988), 신상철(1987), 백낙천(2003)과 같이 ‘-으면’에서 ‘-음’을 분석한

2) 이기갑(2003)이 제시하는 ‘-면’의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 안은 방언권 분류). 이 중 신상철
(1987)이 언급한 ‘-으믄’은 제시된 방언형 중 ‘-으문’, 그리고 ‘-으문’에서 ‘ㄴ’이 탈락한 형태인
‘-으무’ 등의 유형을 가리킨다.

   [서북] -으문
   [중부] -으면, -으문, -으만, -음
   [서남] -으먼
   [동북] -으문, -으무
   [동남] -으먼, -으머, -으몬, -으모, -으만, -으마
   [제주] -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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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하여 이용(2003:19)은 문법사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라 시 나 고려 시 문헌 자료에서 보이는 ‘-면’과 같은 어미가 명사 전성
어미 ‘-음’이 통합한 어미 연결체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 그 근거
이다. 때문에 이처럼 실제 문헌에서 보이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에 해 의구심
을 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보조사 ‘은’과 [조건] 의미 사이의 관계에

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위에서 본 신상철(1987), 서태룡(1988), 백낙천(2003) 등에서
도 ‘-면’에서 ‘은’을 분석하며, 보조사 ‘은’이 [조건]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하여
다루고 있다. 하귀녀(2005:180-182)는 ‘-면’이 아니더라도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은’
이 통합된 형태가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를 제시한다. 

    (3) 연결 어미 ‘-아/어’와 ‘은’의 통합(하귀녀 2005:180)
ㄱ. 至極 사미 道 得얀 다 能히 얼구를 밧 사며 死生 니저〈1463 法華 

6:144ㄴ-145ㄱ〉
ㄱ′. 至極 사미 道 得면 다 能히 얼구를 밧만 너겨 死生 니저〈1459 月

釋18:32ㄱ〉
ㄴ. 迷얀 理 일허 제 어긔오 아란 어긔요 일허 理예 卽나〈1464 永嘉 

上:91ㄱ〉
ㄴ′. 迷면 누늘 비븨여 달오 보고 悟면 本性이 온 眞이니〈1464 永嘉 上:91

ㄴ〉
    (4) 명사(구)나 처격조사 뒤에 통합하는 ‘은’(하귀녀 2005:182)

ㄱ.   벼츨 어 피 내야 이베 처 디면 즉자히 사니 남지 암로 코
겨지븐 수로 라〈1446 救急 上:75ㄴ〉

ㄱ′. 의 머리 벼셋 피 이베 처디요 남지니어든 암 겨지비어든 수으로 
라〈1489 救簡 1:59ㄴ-60ㄱ>

ㄴ. 녀르멘 더운  귀 잇고 겨렌 누니 잇니라〈1482 南明 下: 57ㄱ〉
ㄴ′. 玉⼥寶 玉 겨지비니 모미 겨렌 덥고 녀르멘 고 이베셔 ⾭蓮花ㅅ 香 

내 나며 모매셔 栴檀 香 내 나며〈1459 月釋1: 26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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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한국어에서뿐만 아니라 현 한국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결 어미에 보조
사 ‘은’이 통합하여 [조건]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래는 [동시적 사건]·[순차적 사
건]을 연결하는 ‘-다가, -고, -어서, -고서’에 보조사 ‘은’이 결합해 [조건] 의미를 가지게
된 예로, 이금희(2012)에서 예를 취하 다.

    (5) ㄱ.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ㄴ. 일을 하지 않고는 퇴근할 수 없다.
ㄷ. 그런 식으로 일정이 늦어서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
ㄹ. 그렇게 안 먹고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보조사 ‘은’이 통합한 ‘-다가는, -고는, -어서는, -고서는’ 등이 [조건] 의미를
가지는 데에 하여 이금희(2012)에서는 보조사 ‘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다. ‘은’은 [배제], [ 조], [주제] 등을 표시하는 보조사로서, 이때 [배제] 의미는 ‘은’이
선택하는 선행 명사 외의 안 집합을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선택

상이 되는 조건이 제시되면 결과가 한정되고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없는 [조건]
의 의미 특성과 [배제] 의미가 관련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한국어 조건문과 주제
사이의 관계에 집중한 서태룡(1982) 등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하귀녀(2005)에서 제시
한 것과 같이, 다른 문법요소와의 통합 없이 ‘은’이 단독적으로 [조건]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은’의 [배제] 의미가 작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면’의 형태를 연결 어미 ‘-며’와 보조사 ‘은’으로 분석한다. ‘-며’를 명사형
전성어미 ‘-음’과 ‘은’으로 분석하지 않는 데에는 이용(2003)이 지적하고 있듯이 문헌상
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그와 더불어 하귀녀(2005), 이금희
(2012) 등에서 확인한 한국어에서 [조건]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에서 발견되는 일관성
또한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다.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연결 어미 ‘-아/어’와
‘은’의 통합인 ‘-얀’이 ‘-면’과 마찬가지로 [조건]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6) ㄱ. 남진 겨지비 디 아니야셔 서르 일후믈 아디 아니며 禮物을 받디
아니야든 사괴디 아니며〈1518 飜小3:11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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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葬티 몯야셔 變服디 말고 粥을 먹으며 居廬며 거적의 자며 덩이 볘
게 여시니〈1632 家禮7:16ㄴ〉

ㄷ. 곳 졔사 안이고 합당치 안은 거슬 한 노나 좃 쟈 주엇다 고〈1887 
예수성교전서〉

ㄹ. 한토의 젹을 호랴  사들도 그 글를 모로고 렴양기가 어려온고
로  그 글를 공부 사들이 만하졋지라〈1896 독립신문〉

ㅁ. 만일 종시 수족을 놀니고 구차히 편안을 구다가는 나라 일은 고사고 주
리고 얼어셔 구 텅이에 쓰러짐을 면치 못줄을 분명히 아는라〈1898 매일
신문〉

ㅂ. 만일 방한풍씨의 헛된말 밋고 샹관다가는 큰 량들을 보리다〈1898 매일
신문〉

  연결 어미 ‘-아/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는 (6ㄱ)-(6ㄴ)과 같이 ‘-아셔/
어셔’와 ‘은’이 통합하여 [조건]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발견된다. ‘-고’와 ‘은’의 통합의
경우에는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는 드물게 보이지만 (6ㄷ)-(6ㄹ)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세기 자료에서는 다수 발견된다. 이는 통시적으로 ‘-아/어’의 사용이 축소되고 ‘-고’가
확 되어 온 점과 궤를 같이한다. 어미로 문법화된 ‘-다가’에 ‘은’이 통합하는 (6ㅁ)-(6
ㅂ)과 같은 예는 19세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어’, ‘-아셔/어셔(>아서/어서)’, 
‘-고’, ‘-다가’ 등은 모두 사건의 [동시성] 혹은 [순차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이들
어미에 ‘은’이 통합하여 [조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한국어에서 충분히 일반적인 현
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면’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동시성]을
가리키는 연결 어미 ‘-며’와 보조사 ‘은’의 통합으로 분석하는 것이 명사형 전성어미 ‘-
음’과 ‘은’의 통합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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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면’의 의미

  2.2.1 조건 연결 어미 ‘-면’

  ‘-면’의 의미에 해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한국어 사전에서 ‘-면’에 해 어떻게 기
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표준국어 사전》
(이하 《표준》)

「1」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내일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겠다.
「2」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3」 (주로 ‘-었-’ 뒤에 붙어)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

타내는 연결 어미.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
렇지 않음을 애석해하는 뜻을 나타낸다.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4」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단순한 근거 따위를 나타내거

나 수시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 조건을 말할 때 쓰는 연
결 어미.

      ¶책만 읽으면 존다.

《고려
한국어 사전》
(이하 《고려》)

「1」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었-’, ‘-겠-’의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조
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일등이라도 했으면 기절할 뻔했겠네.
「2」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었-’, ‘-겠-’의 뒤에 붙어, 주로 ‘하다’, ‘좋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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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앞에 쓰여,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말.
      ¶우리는 좀더 놀았으면 했다.

《연세
한국어사전》

(이하 《연세》)

「1」 단순한 가정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사 먹지 않고 집에서 김치를 담그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2」 실현이 불확실한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튿날 아침 이 자리의 흙이 움푹하게 가라앉아 있다고

하면 좋은 땅이 아니다.

「3」 실현이 확실한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리하여 봄이 4월로 접어들면 봄나물은 한결 흔해진다.

「4」 실현이 불가능한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그 때 김일성이 안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

어 있을까?

「5」 뒷절의 내용에 작용하는 근거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
결 어미.

      ¶네가 언니면 다니, 다야?
「6」 으레 그렇게 된다는 법칙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7」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길에서 개를 만나면 언제나 쓰다듬는 버릇이 생겼다, 

도시에서는 집집마다 쓰레기를 문 밖에 내어 놓기만
하면 쓰레기차가 싣고 가 버린다.

「8」 ['-면 하다, -면 싶다, -면 좋겠다' 등의 꼴로 써서] 희망이
나 바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바빠서 어렵겠지만 내가 있는 광안리 바닷가에 한 번
다녀가면 좋을 텐데.

「9」 뒷절의 내용을 말하는 데에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철수가 오늘 잘 노는 것을 보면 좀 나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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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이다'의 아래에 써서] 시간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주말이면 나는 몇몇 친구들과 산에 올랐다.
「11」예를 들어 설명하는 말들과 어울려 뒷내용을 설명함을 나

타내는 연결 어미.
      ¶다시 말하면 지나친 도시 계획이 자칫 도시의 미관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말이다.
「12」[뒷말이 생략된 채 '-었으면'의 꼴로 종결 어미처럼 써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나 희망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나도 너처럼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면.

《민중서림
국어 사전》

(이하 《민중》)

받침 있는 어간에 붙어서 가설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놓으면 달아난다.

《금성판
국어 사전》

(이하 《금성》)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았-’, ‘-었-’, ‘-겠-’ 아래에 붙어, 가정
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책을 찢으면 안 돼 / 이제 갔으면 좋겠다 / 이 옷을 사겠으면

사라.
《삼성문화사
국어 사전》

(이하 《삼성》)

받침 있는 용언(用言)의 어간(語幹)에 붙어 ‘앞으로 가령 그렇다
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한 순간을 참으면 된다.

《우리말 큰사전》
(이하 《우리말》)

받침 있는 줄기에 붙어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이음끝.
「1」 불확실한 사실에 한 가정적 조건을 나타낸다.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겠지? 내일 날씨가 좋으

면 떠나도록 하지.
「2」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에 해 조건적으로 말할 때 쓰인다.
      ¶자꾸 읽으면 알게 되겠지요. 마음만 젊으면 늙어도 젊

은이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3」 지난적 때 도움줄기 ‘-았(었)-’ 다음에 붙어, 이미 현실성이

없는 사실을 가정적인조건으로 말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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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표제어 ‘-으면’ 혹은 ‘-면’에 관한 각 한국어 사전에서의 풀이이며, 각 사전에서
‘-면’에 해 제시한 개별 의미를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가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더 많았으면 모
두에게 나눠 주었겠지만. 그 여자 으면 더 좋았을 걸.

「4」 바라는 바를 조건적으로 말할 때 쓰인다. 지난적 때 도움
줄기 ‘-았(었)-’ 다음에도 붙는다.

      ¶그가 왔으면 하는데. 물이 더 맑으면 좋겠다. 그 여자
으면 하고 기다렸다. 모두들 더 잘 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5」 단순히 근거나 결과를 조건적으로 말할 때 쓰인다.
      ¶보았으면 말해 봐. 짧으면 이으면 되지. 그 사람이었으

면 만나 볼 걸 그랬다.

《현 조선말사전》
(이하 《조선》)

이음토의 하나. 용언의 경우에 《ㄹ》 이외의 받침소리밑에서는
《으며》로 된다. 가정해놓은 조건을 나타낸다.
「1」 실현성여부가 불명확한 것을 가정함을 나타낸다.
      ¶날이 새면 가보자. / 순희가 오면 물어봐주마.
「2」 과거시간토와 어울려 쓰이면서 이미 지난 일을 만약 그렇

지 않았던 경우로 가정하여봄을 나타낸다. 
      ¶이 자동차가 안 왔으면 걸어갈번했다.
「3」 희망적인 조건을 나타낸다.
      ¶길이가 좀더 길었으면 좋겠네.
「4」 단순히 근거로 될 조건을 나타낸다.
      ¶물이 지내 맑으면 물고기가 잘 안 사는법이다.
「5」 수시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조건을 나타낸다.
      ¶일이 끝나면 학습을 하군한다.
「6」 이러저러한 관용적표현에서 쓰인다.
      ¶가면 갈수록. 뛰면 뛸수록.

〈표 1〉 한국어 사전에 제시된 ‘-면’의 뜻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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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고려》 《연세》 《민중》 《금성》 《삼성》 《우리말》 《조선》
[가정 조건] ○ ○ ○ ○ ○ ○ ○ ○
[사실 조건] ○ ○ ○

[반사실
조건] ○ ○ ○ ○

[희망 표현] ○ ○ ○ ○
[근거·결과] ○ ○ ○ ○

[반복] ○ ○

〈표 2〉 한국어 사전에서의 ‘-면’ 풀이

  정리된 위 〈표 2〉를 통하여 총 8종의 한국어 사전 중 《표준》, 《연세》, 《우
리말》, 《조선》 등 4종의 사전에서 ‘-면’의 의미에 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가정 조건]과 [희망] 표현이라는 두 가지 의미만을 파악하고
있으며, 《민중》, 《금성》, 《삼성》은 [가정 조건] 의미 하나만을 포착하여 기술하

다. 뜻풀이를 풍부하게 제시한 4종의 사전 중 특히 《표준》과 《연세》는 여섯 가
지로 파악된 ‘-면’의 의미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둘 중 《표준》의 경우, ‘현실
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는 [반사실 조건] 의미3)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희망]하는
의미 기능을 하나의 의항에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근거]를 제시하는 의미와
[반복]을 나타내는 의미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는 점 또한 오류
라 할 것이다. 결국 8종의 한국어 사전 중 《연세》가 ‘-면’의 의미를 다방면에서 다루
면서 세 한 분류를 통해 별개의 의미가 하나의 의항에 묶이지 않도록 하여 연결 어
미 ‘-면’의 의미를 충실히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많은 수의 의항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곧장 해당 표제어가 가리키는 바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는 사건 시점과 발화 시점의 선후 관계 등을 통하여 ‘-면’이
가진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우선 위 〈표 2〉를 통하여 8종의 한국어 사전에서 공히 ‘-면’의 의미로 [가정 조건]

3)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한다는 풀이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풀이
가 반사실 조건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풀이
「1」에서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는 역할을 하는 ‘-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현실과 다른 사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 상황의 대한 가정
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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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래의 다수 연구에서의 ‘-면’의 의미 기
술 전통을 따른다. 일찍이 최현배(1937/2004)는 움직씨의 이음법 중 매는꼴(구속형)을
[거짓잡기](가정), [참일](사실), [꼭쓰기](필요)로 나누었는데, ‘-면’은 이 중에서 [거짓잡
기]에 포함되어 다루어졌다. 이 밖의 ‘-면’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면’은 [가정] 의
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해 왔다. 이때의 [가정]은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실현되
지 않은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상황을 임시로 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조건문
은 전건이 가리키는 사태가 성립할 때에 후건이 가리키는 사태가 성립하게 됨을 풀어
쓰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조건문은 사실 여부가 분명치 않은 조건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임을 화자가 예측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 《고려》, 《연세》,《우리말》, 《조선》 등에서 현실과는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일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데에 ‘-면’이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러한 쓰임 역시 ‘-면’의 [가정 조건]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자가 원하는 상황을
예상하여 희망을 나타낼 수 있음과 동시에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화자가 확실
히 알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 가정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를 [우려] 또는 [염려]
하는 데에도 ‘-면’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화자가 가정하는 자신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은 무엇일까. 이때의 무지는 미실현, 즉 부존재에 따른 무지인지, 정보 부
족에 의한 무지인지에 따라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Funk 1985:375-376).

    (7) 내일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겠다.
    (8) (안절부절 못하고 연인의 전화를 기다리는 친구를 보며) 걱정이 되면 먼저 전화라도

해 보든가.

  예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자. 예문(7)의 조건절 사건 시점은 문장에 쓰인 부사어
‘내일’에서 알 수 있듯이 발화 시점 이후의 시점이다. 때문에 화자는 조건절이 가리키
는 사건의 발생 여부에 하여 알 수 없다. 자신에게 도래하지 않은 시점의 일을 가정
하므로 화자는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태에 하여 무지하다. 미실현 된, 즉 부존재한
사건을 가정하고 있는 발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무지는 당연하다. (7)의 예문과 같은
조건 표현은 벌어지지 않은 발화 시점 이후의 사건을 예측하여 조건으로 삼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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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예측 조건]을 나타내는 예측 조건문(predictive condit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예문(8)은 ‘걱정하는’ 행위는 이미 발화 시점에 발생하 다는 점에서 화자가
미실현 사태를 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걱정하는 상태에 놓인 주체가 화자의
친구이기에, 즉 발화자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
한 정보 부족에 의해 알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발화하는 조건 표현을
Kaufmann(2001)에서는 인식 조건문(epistemic conditional)으로 분류하 다.
  [인식 조건]을 발화하는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판단
은 내릴 수 있다. (8)에서 화자의 친구가 자꾸만 휴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구를 보면서 화자는 친구가 연인을 걱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어떠
한 경우에도 개인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오롯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상 방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추론할 뿐이다.
  이와는 달리 ‘-면’은 조건절이 지시하는 사건이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화자가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이미 벌어진 사건과 다르게 가정된 반사실적인 상
황을 조건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문을 반사실 조건문(counterfactual 
conditional)이라고 일컫는다. 위에서 다룬 조건의 두 유형인 [예측 조건]과 [인식 조
건], 그리고 [반사실 조건]까지의 조건은 참이라고 명백히 가리킬 수 있는 하나의 사태
를 가정하여 조건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정 조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이다. 현 한국어 조건 연결 어미 ‘-면’은 [예측 조건], [인식 조건], [반사실 조건]의
세 가지 [가정 조건]을 표현할 수 있는 연결 어미다. 아래에서 세 유형의 [가정 조건]
에 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Kaufmann(2001:71)은 참 또는 거짓을 기준으로 나누기보다는 기정성(旣定性, 
settledness)이 있느냐 없느냐로 조건의 의미를 구분한다. 기정성은 표현된 사건의 사
건 시점이 발화 시점에 선행하거나 혹은 사건 시점이 발화 시점과 같을 때, 이미 발화
시점에는 해당 사건이 성립되어 고정될 때 부여된다(有田 2017:9).
  여기에서는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건의 기정성을 기준으로 조건 의미를 분류한다. 귀
결절이 지시하는 사건은 아직 실현되지 않아 그 가부를 판단할 수 없는 조건, 즉 [예
측 조건]은 기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반사실 조건], [인식 조건]과 구별된다. [예측 조
건]이 가리키는 내용은 발화 시점 이후의 시점에 실현될 것이라 예측하는 사태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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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표현된 사태는 미정적(未定的)이다. 따라서 [예측 조건]이 표현하는 사태에 해
서는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준거가 없다. 반면 [반사실 조건]과 [인식 조건]은 그 발
화 시점이 이미 발화가 지시하는 사건, 혹은 그와 관계된 사건이 벌어진 시점과 같거
나 그 이후이므로 조건절은 기정성을 가진다.

발화 시점
시간

사건 시점 ≧ 발화 시점 (기정적) 발화 시점 < 사건 시점 (미정적)

〈표 3〉기정성

  다만 [반사실 조건]과 [인식 조건]은 조건 내용이 가리키는 사태의 진위에 한 화자
가 가진 정보의 질에서 갈린다. [인식 조건]의 화자는 그 진위에 한 정보가 부족하
기에 그 진위 판단을 명확히 내릴 수 없다. 다시 (8)의 예문으로 돌아가면 ‘걱정이 되
면 먼저 전화라도 해 보라’고 말하는 화자는 청자인 친구가 현재 걱정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의 상태에 한 화자의 판단은 있을 수 있으나 엄 한 의
미에서 화자가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태의 진위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
사실 조건]을 발화하는 화자는 벌어진 사태와 부합하지 않는, 즉 거짓인 사태를 가정
하는데, 때문에 화자는 고정된 조건절 사태의 진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반사실 조건]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 있다. 이상태(1977: 22)에서는 단문
으로서는 명백히 거짓인 명제를 ‘-면’을 이용하여 이으면 적격문이 된다는 점을 들어 ‘-
면’이 명제에 한 화자의 평가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상태(1977)은 조건절은 그것이 가리키는 명제에 해 가능 혹은 불가능을 평가(가정
또는 상상)하여 귀결절에 표시된 명제로 잇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9) 이상태(1977:22)의 예(42)
a.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바위가 하품을 하게?
b. 철수가 원숭이라면, 그 아버지도 원숭이일게다.
c. 두더지가 하늘을 날면, 나는 태양을 마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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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평현(1989)에서도 이처럼 반사실적 내용을 가리키는 별개의 단문을 ‘-면’을 이용하
여 이음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한다고 해석하 다. 이와 더불어 위의 예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 내용이 모두 반사실적인 경우 외에도 둘 중 어느 한쪽에 명백
한 거짓 명제를 포함시켜 다른 한쪽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
다고 설명한다. 반사실적 조건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명제를 강조할 수 있다.

    (10)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i)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나는 네 아들이다.
         (ii) 그러나 나는 너의 아들이 아니며, 이는 실현될 수 없다.
         (iii) 따라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의 사건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한다.
    (11)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4) 걔가 돈을 갚겠지.”
         (i) 걔는 돈을 갚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반사실) 걔가

돈을 갚을 것이다.
         (ii) 그러나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실현될 수 없다.
         (iii) 따라서 ‘걔가 돈을 갚는다’의 사건은 발생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반사실 조건의 쓰임은 실제로 화자가 주장하는 내용(‘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
는다’, ‘걔는 돈을 갚지 않을 것이다.’)과 조건문이 가리키는 반사실적 내용을 조함으
로써 화자의 단언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조건 표현의 반사실적 추론이 가지는
[ 조] 의미에 해서는 Akatsuka & Strauss(2000)에서 다룬 바 있다. 어, 한국어, 
일본어 담화에서의 반사실적 조건 표현의 쓰임을 분석한 Akatsuka & 
Strauss(2000:225-226)은 전형적인 반사실 추론의 여러 측면 중 [ 조] 기능을 꼽았
다. 조건 표현의 조 기능은 Ford & Thompson(1986)에서 다룬 바 있는데, 요컨

4) ‘내일’은 발화 시점 이후의 시점이므로 조건절에 표현된 사건이 기정성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발화 시점에 이미 사건 발생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기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有⽥ 2017:18). 예시한 조건절과 같은 자연
법칙(‘해는 동쪽에서 뜬다’)에 근거해 예견하는 미래 상황, 혹은 출장이나 여행, 교통수단의 출발
시간과 같이 예정된 일정 등은 발화 시점 이후에 일어날 사건임에도 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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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조 기능은 ‘X. (그러나) X가 아니라면 Y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
사실적 조건문은 무엇과 무엇을 조하는가. Akatsuka & Strauss(2000)은 Ford & 
Thompson(1986)의 조 기능을 수정하여 ‘X에 의해 실현된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
과 ‘실현되지 못했으나 실현될 수 있었던 바람직한 Y’의 조하거나, 혹은 반 로 ‘X로
인해 실현된 바람직한 현실’과 ‘실현되지 않아 다행인 Y’의 조한다고 설명한다. 《표
준》에서 제시한 ‘-면’의 의미 중 가정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해 [애석함]을
토로하는 의미는 이러한 반사실적 조건 표현의 조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
조] 역시도 단언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림 2〉가정 조건의 유형

  위에서 발화 시점에는 개별 사건의 참 또는 거짓을 논할 수 없는 미정적 상황에
한 ‘-면’ 조건문과 발화 시점에 이미 정해진 상황에 한 ‘-면’ 조건문의 쓰임에 하여
알아보았다. 아래에서는 조건문이 가리키는 상황이 개별 사건이 아닐 때의 조건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개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곧 조건절이 지시하는 사건, 
그리고 이에 따라 귀결절이 나타내느 사건이 발화 시점 이전에 여러 번 되풀이하여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먼저 손민숙(1987)에서 밝힌 ‘-면’의 의미를 재차 확인한다. 손민숙(1987)에서는 ‘-면’
의 중심 의미를 [자연현상이나 관습적 현상]에 한 조건으로 보고 ‘-면’의 의미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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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면’ 조건문의 의미 기능(손민숙 1987:40)
ㄱ. 중심뜻: 자연법칙·관습적 현상의 당연한 조건
           일반적 현상의 예상적 조건
ㄴ. 변두리뜻: 인과관계의 조건
              조·비교의 조건
             상황적·상 적 조건
※ ‘만약, 만일’의 부사어와 같이 쓰일 때는 가정적 조건.

  본 연구는 ‘-면’의 중심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
로 여기에서 손민숙(1987)에서 ‘-면’의 중심 의미를 [일반적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하여 논박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살펴볼 것은 ‘-면’이 가진 [일반적 조건]
과 《표준》, 《연세》, 《조선》에서 제시한 [반복] 의미, 그리고 《표준》, 《연
세》, 《우리말》, 《조선》 에 기술된 것과 같이 [근거]를 제시하는 기능 사이의 관
련성에 한 점이다. ‘-면’이 가진 의미 중 [반복]은 그 빈번한 정도에 의해 점진적으로
[일반성], 나아가 [법칙성]을 포괄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실현된 일련의 상황에

한 이해를 토 로 조건절에 표현된 사건이 벌어질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
면’이 가진 의미 중 ‘반복’은 과거에 수차례 해당 행위가 일어난 적이 있음을 전제할
때에 실현된다. [반복]과 [일반적 사실] 사이에는 과거에 이미 수차례 특정 사건이 발
생한 적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둘은 빈번함의 정도와 얼마나 많은 존재에게 그 사건의 빈번성이 인지되는
지에 따라 둘은 구별된다. 심수봉 작사·작곡의 〈그때 그 사람〉의 노랫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에서는 비가 오는 사건이 벌어질 때에 작중 화자가 ‘그 사람’을 생각
하는 일이 빈번하게, 습관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를 ‘-면’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
런가 하면 윤덕원 작사·작곡의 〈봄이 오면〉의 ‘봄이 오면 꽃들이 피어나듯 그렇게
가슴은 설레고.’라는 가사에서는 봄이 올 때에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인지한 화자의
경험에서 이러한 발화가 수행되었으리라는 점은 앞선 〈그때 그 사람〉의 예와 같다. 
다만 화자 개인에 국한해 발생한 반복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전자와 그렇지 않는 후자
는 구별된다. 반복의 시간적 확장과 상 확 로 일반성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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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수차례 조건절과 후행절이 가리키는 사태가 발생하 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를 [반복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에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는
사건의 반복성을 비롯해 특정 공동체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사
실, 자연법칙 등을 포함한다. 조건절과 귀결절 사건의 연쇄가 누차 반복됨에 따라 이
들 사건 연쇄가 화자로 하여금 얼마간의 인과성을 획득하게 된다. Givón(1979)은 조
건성 개념은 시간적 인접성을 갖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건에 한 귀납적 직관에 의
하여 경험적으로 도출된다고 지적하 다. 나아가 조건성에서 인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한다.

    (13) a. 조건: b가 발생할 때, 분명 그 이전에 a가 발생했다.
 b. 전제 조건: 따라서 a의 발생이 b 발생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c. 인과: 그러므로 a는 b의 원인이다.

이렇게 두 사건 사이에 인과성이 부여됨에 따라 화자는 발화 시점 이후, 즉 미래에도
조건절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면 연쇄적으로 귀결절이 지시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반복 조건]에서는 기정성을 따져볼 수 있을까. 사건 연쇄의 반복에서 얻어진 정보
를 토 로 한 이러한 조건문은 위에서 다룬 [가정 조건]에서와 달리 복수의 사건을 다
루고 있다. 정확히는 사건 다발을 발견하고 관찰하여 추론해 낸 결과물이므로 사건 시
점을 특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조건문은 개별적인 사건의 발생 시점을 가리킬
수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때문에 기정성 판단의 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본 연구
는 [일반적 조건], [총칭적 조건] 등으로 부를 수 있는 [반복 조건]은 기정성 논의에서
제외한다.5)

  ‘-면’의 [근거] 제시, [인과]를 포함해 반복성과 관련한 ‘-면’의 조건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이와 달리 일본어 조건문을 연구한 有⽥(2017)는 [반복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문에서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건에 기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정적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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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건의 반복과 관련된 조건을 나타내는 ‘-면’
 

  여기까지 하면 다수의 한국어 사전에서 밝혀 놓은 ‘-면’의 뜻풀이에 관하여서는 개
략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세》에서 제시한 ‘-면’의 쓰임 중 [설명] 기능에

해서는 논하지 못하 다. [설명]을 비롯하여 일련의 유사점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
면’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자.

    (14) [상황적·상 적 조건](손민숙 1987:39 예(65)-예(67))
ㄱ. 그가 서울에 있으면 나는 집에 있다.
ㄴ. 희가 그를 좋아하면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ㄷ. 그가 올해 졸업반이면 나는 내년에 졸업반이다.

  손민숙(1987)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동일관계를 이루거나 부정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 상 적 의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하 다. 또한 이때의 ‘-면’을 ‘-지만, -
나, -어도, -는데’ 등으로 갈음하여 그 의미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아래 (15)와 같은 ‘-면’ 의미에 하여 손민숙(1987)은 [ 조·비교의 조건], 장
광군(1999:272-273)에서는 [ 조적 조건]이라 명명하 다. 윤평현(1989)은 이러한 쓰임
에 해 ‘-면’이 비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데에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15) 장광군(1999:272)의 예 일부
ㄱ. 우리가 여기서 반제품을 만들면 그들은 저기서 완제품을 만든다.
ㄴ. 키 큰 사람이 형이면 키 작은 사람이 동생이다.
ㄷ. 형이 키가 크면 동생이 키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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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면’은 설명 상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를 장광군
(1999)에서는 [설명적 조건]이라고 이름 붙 다.

    (16) 장광군(1999: 274)의 예(31)-예(34)
ㄱ. 례를 들면 여기에 사용된 토가 바로 격토다.
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키가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큽니다.
ㄷ. 나온 배우들을 말씀드리면 인민배우 림창배, 공훈배우 리옥란, 공훈배우 김철

수 등입니다.
ㄹ. 오늘 신문을 펼쳐보면 1면에는 호산댐의 준공소식이 실렸고 2면에는 주식파동

의 요인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게재되었습니다.

  위의 몇 가지 의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Haiman(1978) 등 조건과 주제(topic) 
사이의 형태 및 의미적 관련성을 제기한 논의와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
현정(1992:448-450)은 주제가 가지는 담화전제성, 주어짐성, 한정성, 조성, 하여성
등이 조건 연결 어미에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의 [ 조적 조건] 의미는 주제의

조성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손민숙(1987)의 [상황적·상 적 조
건]과 장광군(1999)의 [설명적 조건]은 이 중 무엇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하여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만 하다. 하여성은 설명하고 있는 것, 혹은 설명되
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구현정(1992)은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17) ㄱ. 가방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ㄴ. 시간을 끌고 있어야, 교통순경이든 누구든 달려오겠지.

예시한 (17ㄱ)의 조건절은 ‘가방에 하여 말한다면’으로 바꾸는 것에 무리가 없으며, 
문장이 ‘가방’에 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의 [설명적 조건] 역시 이
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18) ㄱ. 네가 가지 아니하는 반면에 나는 간다.
ㄴ. 그가 서울에 있는 반면에 나는 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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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희가 그를 좋아하는 반면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ㄹ. 그가 올해 졸업반인 반면에 나는 내년에 졸업반이다.

  예(18)은 앞서 (14)에서 살펴 본 [상황적·상 적 조건]에 해당하는 손민숙(1987)의
예문에서의 ‘-면’을 ‘-은/는 반면에’로 치한 것이다. 이들 예에서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태의 실현은 귀결절 사태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발화 시점 이전에, 조건절 사
태가 발생 여부와 별개로 귀결절이 가리키는 사태는 이미 독립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발생하여 있기에 기정적이다. 이러한 독립성은 조건절과 귀결절의 사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상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가정 조건], [반복 조건] 등과 큰 차
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조건절은 단지 귀결절을 발화하는 데에 필요한 조성이라고
하는 적절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 비교, 조, 설명의 기능을 하는 ‘-면’은 기정성을 따질 상이 되는가.

    (19) ㄱ. 그가 올해 졸업반이면 나는 내년에 졸업반이다.
ㄴ. 키 큰 사람이 형이면 키 작은 사람이 동생이다.
ㄷ.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키가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큽니다.

  (19)에 제시된 각각의 ‘-면’ 조건문은 위에서 언급한 몇 연구에서 [상황적·상 적 조
건], [ 조적 조건], [설명 조건]으로 설명된 예들이다. 귀결절의 사건 시점이 기정적이
라는 점은 위에서도 언급하 다. 이와 더불어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건 역시 (19ㄱ), 
(19ㄴ)처럼 발화 시점에 앞서거나 (19ㄷ)과 같이 발화 시점과 같기 때문에 이들 역시
기정적이며, 그 진위에 하여 화자가 참임을 인식하고 있다.
  (19ㄷ)의 ‘다시 말하면’을 비롯해 ‘예를 들면’과 같은 관용구의 기정성에 하여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자. 앞에서도 말하 지만 기정성은 사건의 발생 시점과 발화 시점이
일치할 때에도 확보된다. 때문에 (19ㄷ)은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 자체가 조건절
이 가리키는 사건이며, 사건 시점과 발화 시점이 일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문
에 참여하는 귀결절의 사건 혹은 상황은 발화시에 이미 고정적이다. 즉 사실로 존재한
다.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일컬어 [사실 조건]이라고 하겠다. 각 내용은 발화 시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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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발생 혹은 인식되어 화자의 지식체계 속에 존재하게 된다.
  사실 조건문의 기능에 하여 박나리(2013)는 Fauconnier(1985)이 개창한 정신 공
간 이론(mental spaces theory)를 바탕으로 설명하 다. 조건절에 표현된 사건은 청
자와 화자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는 토 공간(base space)이 되고, 귀결절 사태가
가리키는 공간은 ‘-면’이라는 공간 형성자(space builder)를 매개로 확장된 투 공간
(projected space)라 할 수 있다. 박나리(2013:308)는 ‘-면’ 조건문이 이와 같은 이행
점을 형성함으로써 청자의 인식 확 를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화자는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기정적 공간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지식체계 속에
있던 귀결절 내용을 새로이 청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사실 조건]의 ‘-면’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조건문에서 조건절과 귀결절은 인과성을 가지지 않기에
여기에서의 ‘-면’을 ‘-으니, -으므로’ 등으로 치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가정 조건] [반복 조건] [사실 조건]소분류 [예측 조건] [인식 조건] [반사실 조건]
기정성 미정적 기정적 기정적 - 기정적

화자 진위
인식 따질 수 없음 알지 못함 알고 있음 - 알고 있음

사건 사이
선후 관계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표 4〉 현 한국어 조건 연결 어미 ‘-면’의 의미

  2.2.2 조건과 주제

  앞서 본 연구는 조건문의 가능성은 곧 주어진 조건절에 하여 귀결절이 가지는 가
능성과 같다는 Adams(1975)의 주장을 빌려서 자연언어의 조건문이 논리학의 진리함
수적 조건문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 다. 또한 위에서 [사실 조건]이라고 명명한 ‘-
면’의 의미 기능에 하여 기술하면서 조건과 주제 사이의 관계에 한 몇 연구를 언
급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항에서는 조건과 주제를 연관 짓는 연구의 흐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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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와 관련된 ‘-면’ 조건문에 한 한국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이미 구현정(1992)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주제의 몇 특징을 간략하게 제시한
바 있다. 주제는 간단히 말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상이다. 즉 문장이 이야기하는

상이 주제이며, 이에 따라 곧 하여성을 주제의 핵심적인 성격으로 둔 연구가 이어
졌다.
  주제와 조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우선 Haiman(1978)을 앞세우게 된다. 
Haiman(1978)은 의미상의 유사성이 형태상 유사성에 반 된다는 가정하에 후아어
(Hua), 기미어(Gimi), 터키어(Turkish), 타갈로그어(Tagalog) 등 유형론적으로 관계
가 없는 여러 언어 자료를 그 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언어 보편적으로 주제 표지
와 조건절 표지가 동일하거나 형태적인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
Haiman(1978)은 조건이 곧 주제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Haiman(1978)은 조건과 주
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그 유사함을 드러내었다.

    (20) 조건절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의 일부분이며 후행 담화에 하여 취해진
틀을 구성한다.

    (21) 주제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실체를 표상하며 후행 담화에 하여 취해진 틀을
구성한다.

  Givón(1979)은 조건절이 엄 한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전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건 표현에 속한 명제의 개연성이 이미 고려된 담화 맥락상에 출현한다는 점을 지적
한다. 이 점을 미루어 Givón(1979)에서는 조건절의 술어가 온전히 참이라고 전제되지
는 않으나 신정보일 수 없음을 언급한다. 이는 달리 말하여 조건절은 전제에 준하는
역할(semi-presupposition)을 수행하는 담화상의 전제(discourse presupposition)
이라는 것이다. 조건문의 조건절은 귀결절 내용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맥락을 확립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Johnson-Laird(1986) 역시도 조건과 주제 사이의 유사성
을 제기하는 흐름 위에 있다.
  한국어에서는 ‘-면’을 중심으로 조건과 주제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수행
되어 왔다. 특히 ‘-면’은 그 형태로부터 주제 표지로 일컬어지는 보조사 ‘는’이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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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도 Haiman(197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 조건절과 주제구를 비교한 연구로 이정민(1980)을 들 수 있다. 이정민(1980)은
조건절과 주제구 사이의 유사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둘 사이의 통사 및 의미상의 구별
지점을 지적한다. 조건문은 귀결절만으로도 단문을 이룰 수 있으나 주제문에서는 주제
성분을 없앨 수 없다는 점, 조건절은 절로 표현되나 주제는 명사구로 나타난다 점, 그
리고 한 문장에 조건절과 주제를 동시에 가질 수는 있으나 한 문장에 두 개의 주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둘 사이의 통사적 차이로 꼽았다. 이 밖에도 조건절의 주
어짐 정도가 주제의 주어짐 정도보다 약하다는 의미적 차이도 지적하고 있다.
  서태룡(1982, 1988), 신상철(1987) 등은 ‘-면’과 ‘은’을 비교하면서 조건과 주제 사이
의 관련성을 논하 으며 구현정(1989)은 주제 표지 연구 상을 ‘은’뿐만 아니라 ‘만’, 
‘도’, ‘야’에까지 확장해 형태론적으로 조건 표지와 주제 표지가 일치함을 보 다. 더불
어 조건과 주제가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한 관계임을 밝힌다.
  윤지원(2004)은 조건 표지와 주제 표지가 의미론적으로 동궤에 있음을 밝히고자 하

으며 이를 조건문의 진리함수적 의미와 주제문의 진리함수적 의미를 비교함으로써
드러내려 하 다. 김정란(2010)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논리학적 표상을 이용하여 주
제구와 조건절 사이의 유사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주제문은 주제부와 그 외 부분으
로 이분되며 이 두 집합은 포함관계로 표상된다. 조건문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조
건부와 그외 부분으로 이분되며 동일한 표상을 이룸을 보이며 주제문과 조건문이 의미
상으로 유사점을 보임을 확인하 다. 이상 살펴 본 일련의 연구에서 조건과 주제는 궤
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음을 밝혔다. 조건이 가진 주제적 성격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조
건절이 귀결절 담화의 틀을 마련하며 이러한 이유로 귀결절과의 관계에서 조건절은 자
연스럽게 구정보로 자리매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면’ 관련 구성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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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과 조사 통합 구성

  ‘-면’과 조사가 하나의 문법 형식처럼 기능하는 예는 보조사 ‘만’과 ‘야’가 참여하는
예 두 가지뿐이다. ‘-면’에 보조사 ‘은’이 덧붙는 ‘-면은’의 경우는 재차 통합한 ‘은’이 의
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면’과 변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1에서 ‘-면’으로부터 ‘은’을 분석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점을 보아 ‘-면은’은
‘은’이 참여하여 형성된 ‘-면’에 ‘은’이 재차 덧붙은, 중가(重加)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면은’은 조사 상에 포함하지 않는다.6)

3.1 ‘만 –면’

    (22) 그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애모〉
    (23) 지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움, 집에 내려갈 때 말이라도 곱게 하시든가! 집에만

가면 사람을 못 잡아먹어 들들거리고, 평생을 괜한 일 벌려 돈 사고만 치
고, 잔소리에, 허풍에, 내 밑에 무슨 졸개가 오백이야? 세트 천장에 조명
을 달지, 무슨 카메랄 단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사는 세상(KBS)〉

  (22)는 유 건 작사·작곡의 가요 〈애모〉의 노랫말 중 일부이며 (23)은 KBS 드라
마 〈그들이 사는 세상〉의 장면 중 한 부분이다. (22)의 화자는 ‘그 ’ 앞에 서는 상
황이 실현될 때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고, (23)의 화자인 지
오 또한 집에 가는 상황이 실현될 때마다 부모가 ‘못 잡아먹어 들들거린’ 데에 하여

6) ‘-면’과 ‘-면은’의 차이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면은’의 출현
이 문어에서보다는 구어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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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토로한다. 2.2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면’은 반복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위
(22)와 (23)의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의 반복 의미가 실현된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조사 ‘만’의 사용이 그 반복 의미 실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1.1 보조사 ‘만’

  ‘만 -면’을 하나의 구성으로서 의미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만’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만 -면’에 ‘만’의 의미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가늠하기 위
함이다. ‘만’의 의미에 해서 《표준》과 《고려》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24) 《표준》
         만14

         「1」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다.
         「2」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3」 화자가 기 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4」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

을 나타내는 보조사.
            ¶집채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
         「5」 (‘-어도, -으면’의 앞에 쓰여)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기 위

한 조건을 나타내는 보조사.
            ¶너무 피곤해서 눈만 감아도 잠이 올 것 같다.
    (25) 《고려》
         만10

         「1」 체언의 뒤에 붙어, 다른 것은 제외하고 어느 특정한 것으로 한정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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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 하나만 믿는다.
         「2」 부사나 연결 어미 ‘-어’, ‘-게’, ‘-지’, ‘-고’ 따위의 뒤에 붙어, 앞말의 내용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3」 체언의 뒤에 붙어, 주로 ‘하다’나 ‘못하다’, ‘같다’ 따위와 함께 쓰여, 정도를

비교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형만 한 아우 없다.
         「4」 체언의 뒤에 붙어, 주로 연결 어미 ‘-어도’나 ‘-으면’과 함께 쓰여, 그것이 어

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녀는 술만 먹으면 운다.
         「5」 체언의 뒤에 붙어, 그것이 최소한으로 제한된 것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만 주오.

  위의 뜻풀이에 따르면 한국어 보조사 ‘만’의 의미는 [한정], [강조], [최저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현 한국어
에서 의존명사로 분류하는 ‘만’에 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현희(1994), 김정아
(1998), 박진호(2015) 등의 연구에서 ‘만’을 그 의미를 기준으로 보조사와 의존명사로
나누는 문제에 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현희(1994:349)에서는 ‘만’을 형식명사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기본 의미를 [정도]로 간주하여 [한정]의 의미는 [정도] 의미로부
터 분화된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정]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황화상(2012)은 보조사 ‘만’의 의미 기능을 [유일한 것으로 한정], [자동적 조건], [최

·최소(의) 한도], [강조]로 나누었다. 여기에서의 [자동적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황화상(2012: 364-367)은 ‘~하면 ~하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에서 조건절이 귀결절
사건 발생의 자동적 조건이 된다고 설명한다. 위 《표준》의 뜻풀이 「5」, 《고려》
의 「4」 역시 황화상(2012)와 마찬가지로 ‘-면’의 앞에 쓰인다는 문형 정보를 밝혀 두
고 있다. 《표준》에서는 이를 [조건]이라고 풀이하며, 《고려》에서는 [최소 조건]이
라고 기술하 다. 《표준》의 뜻풀이는 정보량이 충분하지 않아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고려》에서 제시한 뜻풀이와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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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체언의 뒤에 붙어, 주로 연결 어미 ‘-어도’나 ‘-으면’과 함께 쓰여, 그것이 어떤 일
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녀는 술만 먹으면 운다.
    (27) ㄱ. 지수 (앉으며) 니가 빨리 차 좀 구해와

민수 알아보고 있는데.. 이백 만원 선에서 쓸만한 차 찾기가 힘들어서..
지수 굴러만 가면 돼, 나 다인 아빠랑 저 차 갖고 씨름할 기운 없어..민수

야..
민수 (피곤해 보이는 언니 짠하게 보는) 알았어.. (앉으며) 미안하다 언니

야...
〈그 여자(SBS)〉 

        ㄴ. 애자(E)    학만 가면 니 인생 장미빛이야, 참아 무조건 참아.
상태(E)    (허세 섞인) 법 만 가면 백화점 통째로 사준다!
애자(E)    먹어 먹어, 학 가면 다 빼줄 테니까.
상태(E)    법 가, 무조건 법 야!
애자(E)    공부만 해, 다른 건 아무 신경 쓰지 마. 

〈검사 프린세스(SBS)〉

  위 (26)은 《고려》 표제어 ‘만10’의 뜻풀이「4」와 그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여기에
기술된 ‘최소한의 조건’은 아래 예문 (27)와 같은 쓰임을 가리킨다. 즉 (27ㄱ)의 ‘굴러
만 가면 돼.’는 자동차가 갖출 여러 조건 중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저점의 조건으
로 ‘굴러가기’를 가리키고, 따라서 화자 지수는 ‘굴러가는’ 조건만 충족되면 다른 점은
따지지 않을 테니 얼른 자동차를 구해다 달라고 지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27
ㄴ) 역시도 이와 같다. 건설업체 표인 상태는 딸인 혜리에게 효도나 원만한 교우관
계 등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혜리의 법 진학이라는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백
화점을 사주겠다고 장담하며 딸의 학구열을 자극한다. (26)의 예문에서 그녀가 술을
마시는 사건은 우는 사건의 조건 중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27)에서의 쓰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6)의 예문 ‘그녀는 술만 먹으면 운다’는 여지껏 그녀가 술을
마시는 행위에 반드시 우는 행위가 뒤따라 왔다는 반복된 습관을 표현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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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의 두 예문 ‘굴러만 가면 돼’, ‘법 만 가면 백화점 통째로 사준다’에서의 ‘만’ 혹은
‘만 -면’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만 -면’, ‘-기+만 하-+-면’과 같은 구성
에 드러나는 반복된 행위를 기술하는 의미를 복수행위성(pluractionality) 개념을 통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1.2 복수행위성

  복수행위성이라는 용어는 Newman(1980)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어중 자음중복, 
접사 파생 등을 통하여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가 복수화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Newman(1980:13)은 차드 어군(Chadic language family)의 동사 파생 유형 중 반
복(iterative), 습관(habitual), 강화(intensive)와 같은 의미를 더하는 동사 파생을 분
류하여, 이렇게 형성된 파생 동사를 복수행위성 동사(pluractional verb)로 분류하
다. 이와 달리 Corbett(2000)에서는 동사의 수(verbal number)라는 개념을 사용한
다. Corbett(2000)에서는 동사의 수의 의미를 크게 사건의 수와 참여자의 수, 그리고
사건과 참여자의 수의 복합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중 사건의 수와 관련한
의미가 위에서 본 복수행위성 동사에 해당한다. 아래 하우사어(Hausa)의 예(28)을 살
펴보도록 하자.

    (28) 하우사어의 예(Eulenberg 1971:73-4)7)

ㄱ. naa aikee su               ㄴ. naa a’’aikee   su
    I    send them                I    send.ᴘʟ  them

위에서 (28ㄱ)은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보냈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동사 일부가 중첩됨으로써 형성된 ‘복수’ 동사가 쓰인 (28ㄴ)은 이와 같은 의
미를 표현하지 못한다. (28ㄱ)과 (28ㄴ)은 모두 아래와 같은 복수의 사건을 표현할 수
있다.

7) Corbett(2000:2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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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보냈다.
    (30)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다른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보냈다.
    (31)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보냈다.

  그러나 (28ㄴ)은 (28ㄱ)과 달리 일회적인 ‘보내기’ 행위를 가리킬 수 없다. 이 점에
서 예시한 ‘a’’aikee’와 같이 사건의 복수성을 표현하는 동사를 복수 동사, 혹은 복수
행위성 동사라고 일컫는다.
  동사가 가지는 복수성의 의미에 해 Dressler(1968)는 반복적 행위, 분배적 행위, 
지속적 행위, 강화적 행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Dressler(1968:26-27)8)에서 분류한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32) ㄱ. 반복적 행위 유형(The iterative mode of action)
            : 하나의 행위가 비지속적으로 되풀이되며, 빈번하게 발생함을 나타냄.

ㄴ. 지속적 행위 유형(The continuative mode of action)
    : 이전에 시작된 행위가 지속됨을 나타내며 능력이나 성향, 습관 등의 반복을

표현함.
ㄷ. 배분적 행위 유형(The distributive mode of action)
    : 행위 주체, 행위 상, 행위 장소 등이 복수임을 나타냄.
ㄹ. 강화적 행위 유형(The intensive mode of action)
    : 가속화, 안정화, 과장, 비난 등 행위 반복을 통해 의미가 강화됨을 나타냄.

Dressler(1968)에서의 분류에서처럼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거나 지속, 혹은
습관적,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량적으로 파악해 행위 또는 사건이 복수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Cusic(1981)은 Dressler(1968)에서 파악한 동사의 복수성에 한 견해를 따르고 있
으며, 나아가 복수행위성이 사건 내적인지 외적인지에 따라 나눈다. Cusic(1981)은 국
면(phase), 사건(event), 상황(occasion)의 계층9)으로 나누어 사건의 복수성을 설명

8) Xrakovskij(1997a:7)에서 재인용.
9) 최상위 층위로 역사(history)를 상정할 수 있다(Cusic 198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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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면은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건은 적어도 하나의 국면으로 구성된다. 이
는 달리 말해 하위 사건(sub-event)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사건은 상황을 구성
하는 요소가 된다.

    (33) Cusic(1981: 67)의 사건 내적 복수성 및 사건 외적 복수성
ㄱ. 사건 내적 복수성(event-internal plurality)
    : 내부에 여러 국면을 가진 단일 사건이 단일 상황을 구성하는 경우.
ㄴ. 사건 외적 복수성(event-external plurality)
    (i) 사건 내부의 복수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된 단일 사건이 단일 상황에서

반복되는 경우.
    (ii) 단일 사건이 여러 상황에서 반복되는 경우.

  Bertinetto & Lenci(2012)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34) ㄱ. 사건 내적 복수성: 여러 하위 사건으로 형성된 단일 사건이 한 상황에서 발생.
ㄴ. 사건 외적 복수성: 단일 사건이 다양한 다른 상황에서 반복.

Bertinetto & Lenci(2012: 852)에서는 사건 내적 복수성의 예로 “Yesterday at 5 
o’clock John knocked insistently at the door.”(어제 다섯 시에 존은 계속해서 문
을 두드렸다.)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제 다섯 시, 문 앞’이라는 단일 상황이 주
어져 있으며, 문을 두드리는 사건은 짧은 시간에 벽면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
함으로써 구성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사건 외적 복수행위성이 의미하는 바를 가늠할
수 있다. 사건 외적 복수행위성은 복수의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이 반복되는 경우를 가
리킨다. Bertinetto & Lenci(2012:852)에서는 사건 외적 복수성의 예로 “John 
swam daily in the lake.”(존은 매일 호수에서 수 했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복수행위성은 Newman(1980)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첩, 접사 등을 통한
파생어 형성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두드리다’의 예에서처럼 자립 형
태소를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빈도, 습관, 반복 등을 표현하는 부사어, 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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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상관 구성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Bertinetto & 
Lenci(2012:853)에서는 그 예로 어의 ‘when(ever)/each time/if X, (then) Y’ 등
을 들고 있다.
  복수행위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구성을 Xrakovskij(1997a)에서는 반복 상관 구성
(iterative correlative constructions; ICCs)라 명명하며 여기에 조건 구성과 같은
비실재 서법(unreal mood) 형식이 속한다고 주장하 다. Shluinsky(2009:177-178)
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표현함으로써 관습성(usitative)을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 다. 아래 네네츠어(Nenets)와 아르메니아어(Armenian)의 예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35) 네네츠어(Shluinsky 2009:178)
njeka-w              tur-pʔ,       xada-w            
elder_brother-1sɢ    come-ᴄᴏɴᴠ   grandmother-1sɢ
ja-mj          pjirje-mba-sjti.
soup-ᴀᴄᴄ.sɢ    cook-ᴅᴜʀ-ʜᴀʙ
‘우리 오빠가/형이 오면 할머니는 스프를 만드셨다.’

    (36) 아르메니아어(Xrakovskij 1997a:54)
<...> et’e Ilya Ilyičə moṙanar manrə pahanǰel Zaxaric, ayd manrə aylevs 
erbek’ čer veradaṙna nran...
‘Ilya Ilyich가 Zakhar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는 분명 그것을 얻
지 못할 것이다.’

  조건문과 같은 비실재 서법(unreal moods) 표현10)이 복수행위성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이유에 하여 Xrakovskij(1997a: 55)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제시되는

10) Foley and van Valin(1984:213)은 사건의 실현성(actuality)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인 위상
(status)를 설명하는데, 라틴어 문법에서는 이를 서실법과 서상법의 이항대립이 아닌 다섯 단계
의 정도성을 가진 연속체로 파악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라틴어 문법에서 실재적인 것은 직설
법(indicative)으로 표현되며 비실재적인 것은 접속법(subjunctive)으로 표현된다. Foley and 
van Valin(1984)에서 정리한 연속체는 아래와 같다.

실재적(real) ← 필연적(necessary) ― 개연적(probable) ― 가능적(possible) → 비실재적(un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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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비실현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번 이상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슬라브어파에서 과거 상황에서의 복수행위성이

조건 서법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Knjazev 1997:267) 과거에 수차례 같

은 사건이 벌어졌음을 아는 상태를 표현할 때에 조건문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라는 사실 역시 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비단 슬라브어파에서만 조건 표현이 복수행위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위에

서 Bertinetto & Lenci(2012:853)에서 어의 ‘when(ever)/each time/if X, (then) 

Y’ 등을 통해 복수행위성을 담아낼 수 있다고 예시하 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복수행위성을 사건 내적 복수성과 사건 외적 복수성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

았다. 어를 상으로 연구한 Akimova(1997)의 분류는 시간 제한(time limits)을

기준으로 반복 행위(iterative actions)를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반복 행위와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반복 행위로 나누는데, 이는 위에서 다룬 사건 외적 복수성과 사건 내

적 복수성과 동일하다.

  Akimova(1997)는 each time, whenever, wherever, when, if 등의 접속사를

사용한 어의 시간절, 공간절, 조건절이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반복 행위, 다시 말해

사건 외적 복수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복합문을 통해 연결된 두 행위

중 귀결절의 행위에 반복성이 부여되는데, Newton(1979:139)은 이와 같은 표현을 시

나리오 표현(scenario expression)이라고 명명한다. 시나리오 표현은 별개의 상황 사

이의 결합을 고정하는데, 명령 수행과 이에 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John, 

always carry an umbrella on a rainy day.’(존, 비가 오는 날에는 항상 우산을 챙

겨.)의 예를 생각해 보자. 명령 수행의 전제 조건이 실현되는 상황, 즉 비가 오는 상황

들과 조치가 실현되는, 달리 말해 존이 우산을 챙기는 상황을 명시하는 표현을 가리켜

시나리오 표현이라고 한다.

  일본어의 경우에 ‘-たら’, ‘-なら’, ‘-ば’, 동사 기본형 ‘-る/う’과 ‘と’의 통합 등을 통

해 조건절을 형성하며, 귀결절 사건에 복수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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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일본어(Xrakovskij 1997a:55)
彼は{頼まれれば/頼まれると}、いつでも手伝いをする。
‘그는 부탁을 받으면 언제든지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더불어 선행절에 ‘만 –면’이 사용되는 문장을 통
해서도 복수행위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박진호(2015:403)는 조건절에
‘만’이 사용될 때, 그 작용역이 동사구 전체에 붙을 때에 충분조건 의미가 생긴다는 점
을 지적하 다. 박진호(2015:403)의 예(63)을 빌려 보자면 ‘혜성이는 카레만 먹으면 체
한다’(63b)의 해석이 ‘혜성이는 카레를 먹기만 하면 체한다’(63a)와 같이 해석될 때, 즉
‘만’이 ‘카레를 먹다’를 작용역을 가질 때에 그 해석이 ‘카레를 먹는 족족, 카레를 먹을
때마다’와 같이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하는 족족, 할 때마다’의 의미는 ‘만 -
면’ 구성이 획득한 의미로서, 황화상(2012)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보조사 ‘만’이 가진
의미로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만 –면’의 의미를 충분조건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어 조건문의 진리함수적 의미를 밝힌 윤지원(2004)에서는 ‘-면’ 조건문을 충분조
건 구문으로 명명하고 있다. ‘-면’ 조건문의 조건절은 논리적 차원에서 귀결절에 해
충분조건이 된다. 때문에 ‘-면’이 쓰인 조건절에 ‘만’이 결합할 때 다음과 같이 동사구
전체(38ㄱ), 혹은 나아가 절 전체(38ㄴ)를 작용역으로 가질 때에 ‘-면’ 조건절에 충분조
건 의미가 생긴다고 기술하기는 어렵다.

    (38) ㄱ. 혜성이는 카레만 먹으면 체한다.
ㄴ. 혜성이가 카레만 먹으면 나는 냄새를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간다.

  예시한 ‘혜성이는 카레만 먹으면 체한다’, 혹은 ‘혜성이는 카레를 먹기만 하면 체한
다’에서 ‘만 –면’이 논리학적인 조건관계를 더해준다고 볼 수는 없다. 신 축적된 과
거 경험에 의거한 추론의 결과로써의 [반복 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 –면’은
복수행위성, 그중에서 사건 외적인 복수행위성을 가리킨다.



42

    (39) ㄱ. 그때부턴 오히려 전봇 앞에만 가면 거수경례를 했지.〈저무는 왕국의 별 밝
은 언덕(KBS)〉

 ㄴ. 요즘 도서관만 가면 공부삘이 빡! 미치겠어.〈소문난 칠공주(KBS)〉
 ㄷ. 남자들 앞에만 가면 그 경숙이 언니를 씹는 거예요.〈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MBC)〉
 ㄹ. 양순 (조심스럽게) 너.. 아직도 그때 꿈 꾸니?

은     ...가끔.

양순 (한숨 푹)

은 이상해. 괜찮다가도 청산도에만 가면 그 꿈 꾼다.
〈내가 사는 이유(MBC)〉

  예(39ㄱ)을 확인해 보자. 화자는 전봇 앞에 가는 경우에 반드시 거수경례를 했음
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조건절 사건이 귀결절 사건의 충분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조건이 된다는 점만으로는 ‘만 -면’이 가진 행위의 복수성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구성의 쓰임에서는 화자인 ‘운배’가 전봇 앞에 갈 때마다 거수경례를
했다는 점,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 차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 왔음을 표현한다는
점이 주요하다.

    (40) ㄱ. 화만 가라앉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거침없이 하이킥(MBC)〉
ㄴ. 다래끼만 가라앉으면 이삼 일 내루 집에 데려올 거니까 그렇게 알어.

〈보고 또 보고(MBC)〉

  (40)은 앞서 살핀 [최소 조건]의 예로, (39)에서의 ‘만 –면’의 쓰임과 (40)에서의 쓰
임을 비교하면 둘 사이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39)에서 ‘만 -면’ 은 조
건절의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하게 귀결절의 사건이 뒤따라 발생해 왔다는 반복된 사건
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40)에서는 선행절 사건과 모두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표현한다. 여기에서 화자는 현 상황에서 다른 일은 제쳐두고 ‘화가
가라앉다.’, ‘다래끼가 가라앉다.’의 사건이 실현되면 귀결절 사건이 실현될 것을 예측
한다. 물론 이때의 경우를 단순한 [예측]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건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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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사건 실현의 최저점임을 나타내는 ‘만’을 사용함으로써 사건이 실현되기를 [희
망]한다.

    (41) 전에 한 사람이 인자 아로 하나 낳아 가이고 까불고 있은기, 중이 하나 오디마는
동냥 도라 쿤게, “아이고! 동냥이사 주지마는 우리 애를 얻다 놓고 주겄노?” 이란
께, 저, 저 “여보소. 그 아를 그래 쌓아도 열닷 살만 무으몬 그 아가 죽을 꺼라.” 
쿠더란다.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재덕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저 조건]을 나타내는 ‘-만 면’이 항상 [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1)의 화자인 시주승은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되면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
으나 아이가 죽기를 희망하고 있지는 않다.

    (42) 비만 안 오면 소풍을 간다.

  예문 (42)는 중의적이다. (42)에서는 ‘비가 온다’와 관련해 ‘{날씨가 덥다, 날씨가 춥
다, 바람이 심하다}’와 같이 척도적 안 집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때 (42)는 비가 오
는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즉 화자가 가정하는 소풍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최악
의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소풍을 간다는 [예측 조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조건
절의 사태가 주어질 때, 즉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는 언제나 소풍을 가는 [반복 조건]
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때의 ‘만 -면’은 사건 외적인 복수행위성을 표현하는 구성으
로, 이는 과거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건절의 사태가 실현될 때마다 귀결
절 사태가 당연하게 뒤따른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때 ‘만 -면’은 조건
절과 귀결절 사건 사이의 조건 관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
했다는 경험적 축적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반복 조건]의 ‘만 -면’은 ‘-을 때마다’, 
‘-는 족족’ 등으로 치될 수 있다.
  이러한 중의성은 귀결절의 시제 형식 ‘-느-’에 의해서 발생한다. ‘-느-’는 현재와 미래
를 모두 가리킬 수 있는 비과거 시제이다(문숙 2009). 때문에 (42)의 ‘-느-’는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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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42)의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건은 발
화 시점 이후에 벌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미정성을 띠는 [예측 조건]으로 해석
된다. 중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귀결절을 수정하여 나타내면 ‘비만 안 오면 소풍을
갈 것이다.’로 갈음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가 오지만 않으면 소풍을 갈 것이다.’와 같
이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만 -면’의 작용역이 동사구일 때도 사건 시점이 발화
시점에 후행할 때, 즉 [예측 조건]으로 사용될 때에는 [반복 조건]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선어말어미 ‘-느-’가 현재시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데로 돌아가, 현재시제는
상황의 시작이나 끝을 함축하지 않으므로 초시간적인 [현재 습관]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할 경우에 (42)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반복적 사건 연쇄, 즉 습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복수행위성을 나타내는 [반복 조건]은 개별 사
건과 발화 시점의 선후관계를 상정할 수 없기에 기정성을 따지기는 어려우나 과거 경
험에 한 해석,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서 나아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반복성], [습
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다발, 복수행위가 발화 시점 이전 혹은 발화 시점을
포함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친연성을 보인다.
  이러한 초시간적 현재 습관을 의미할 수 있기에 반복 조건을 나타내는 ‘만 –면’은
공기할 수 있는 부사어가 제한적이다. ‘만 -면’은 ‘늘, 언제나, 항상’ 등과 같이 빈도가
높고 당연함을 표현하는 부사어와는 공기하여 현재 습관을 나타내는 반복 조건 의미가
더욱 또렷해진다. 또한 귀결절에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 ‘-더-’ 등이 통합되어 반복
이 일어난 시간 범위를 과거에 한정할 경우에는 과거를 지시하는 부사어와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가끔, 드문드문’ 등과 같은 부사어와는 공기할 수 없다. 

    (43) 눈만 뜨면 내게 네 남자친구 얘기〈내 얘길 들어봐〉

  예시한 (43)은 이용민 작사, 황세준 작곡의 〈내 얘길 들어봐〉 노랫말 중 일부이

다. 이를 이용하여 부사어 공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너는 눈만 뜨면 {매일같이, 항

상, 늘...} 내게 네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와 같이 문장을 갈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일같이, 항상, 늘, 예전에, 한때, 처음에} 너는 눈만 뜨면 내게 네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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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했다, 하곤 했다}’  그러나 이를 ‘너는 눈만 뜨면 {가끔, 드문드문, 오다가다, 

때때로...} 내게 네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과 같이 표현할 때에는 어색하다. 이는 ‘만 -

면’이 가진 반복 조건의 의미가 적어도 일정 정도 이상의 높은 빈도, 즉 빈번한 발생

을 표현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44)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그때 그 사람〉 

  앞서 살펴본 바 있는 〈그때 그 사람〉의 예를 다시 확인해 보자. 위 (43)과 동일하

게 (44)을 ‘나는 비가 오면 {매일같이, 항상, 늘, 으레...} 그 사람 생각이 난다.’와 같이

갈음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43)과 달리 (44)는 ‘나는 비가 오면 {가끔, 드문드문, 

오다가다, 때때로...} 그 사람 생각이 난다.’ 등과 같이 발화할 때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여기에서 ‘만 -면’이 가진 반복 조건 의미가 일정 정도 이상의 고빈도 발생을 가

리킨다는 점이 확인된다.

  요컨 ‘만 –면’은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과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면’의 통합이다.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정적 사건일 때, 즉

[예측 조건]에서 ‘만 –면’은 최소한의 조건을 한정한다. 귀결절 사건 실현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곧 귀결절 사건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을 나타내기 쉽다. 그러나 ‘만 –면’ 구성이 발화 시점까지의 사건 연쇄를 나타내

는 [반복 조건]을 의미할 때에는 조건절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매우 높은 빈도로 후행

절 사건이 발생해 왔다는 화자의 해석을 나타낸다.

3.2 ‘-면야’

  3.2.1 보조사 ‘야’

  조사 ‘야’의 선 형으로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를 찾아볼 수 있다.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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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2)는 중세 한국어에서 ‘’의 통합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현희(1995)에
서는 ‘’를 현 한국어 ‘야’로 해석해 문맥이 통하지 않는 예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乃’에 응하여 사용된 점을 들어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서 밝힌 ‘’의 문맥 의미는 ‘오직 –만’과 같은 [한정], [-해서야 (비로소)]와 같은 [계
기], ‘{의외로, 오히려, 마침내} -하여’와 같은 [결과] 등이 있다.

    (45) ㄱ. 부텻 德이 至極샤 이 사미 보 뎌리도록 아니 앗기놋다.〈1447 釋詳 
6:25-26〉

ㄴ. 먼 셔 외로오 貪야 보노라.〈1481 杜詩 16:43〉

  이현희(1995)에서 제시한 ‘’의 의미 중 첫 번째 [한정] 의미는 현 한국어 ‘야’에
한 연구의 [ 조], [배제함] 등의 분석과 맥이 닿는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 ‘’의 의

미 중 위 (45)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외로’, ‘오히려’(이현희 1995:532-533)와 같
은 의미는 현 한국어의 ‘야’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박진호(2015: 422-424)에서는 현 한국어의 ‘야’, ‘(이)라야’, ‘(이)야말로’의 의미를
중세 한국어의 ‘’가 두루 나타내었다고 분석하 다. 그와 더불어 ‘’에 바탕을 둔 현

한국어 ‘야’는 선택된 요소를 [평가 절하]하는 해석을 유발하기 쉽고, 이와는 조
적으로 같은 ‘’에 바탕을 둔 ‘(이)야말로’는 선택 요소를 초점화/강조하여 [중요시]하
는 해석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하 다(박진호 2015: 421). 현 한국어 이전의 ‘’의
의미 기능을 다룬 두 연구를 통하여 중세 한국어의 ‘’를 몇 가지 쓰임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중세 한국어의 연결 어미와 보조사 통합에서의 형태·통사 의미를 밝힌 박용찬(2008)
에서는 보조사 ‘’는 기본적으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문맥
에 따라 [계기] 혹은 [결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 다. ‘-면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박용찬(2008)에서 중세 한국어에서 연결 어미에 ‘’가 통합한 여러
형식 중 통합하는 두 요소의 의미 기능을 고려할 때 ‘-면야’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
이는 ‘-거든’에 한 분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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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내 病이 다 몯 됴리로소니 고마 나혼 子息을 네 이 길어 라거든 
네 다 남진 어르라〈1481 三綱런던 烈:26〉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거든’는 단 한 차례 발견되는데 (46)이 그 예다. 이때의
‘-거든’의 의미는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된 연후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때문
에 박용찬(2008)은 ‘-거든’가 [조건]·[한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현 한국어 보조사 ‘야’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최현배
(1937/2004)에서는 [특별함], 허웅(1983)에서는 [강조]로 ‘야’의 의미를 파악하 다. 채
완(1977)에서는 ‘은’과의 비교를 통해 [ 조+당위성]으로 분석하 고, 이춘숙(1988)에서
는 [확정]으로 보았다. 함병호(2011)는 ‘야’의 의미를 [추론된 확실성], [의지], [의무]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임동훈(2015)에서는 보조사 ‘야’의 의미를 [배제함]으로 분석하는데, ‘은’과 같이 소극
적 배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 배제를 나타내기도 함을 지적하 다.

    (47) ㄱ. 이 기계는 하에서만 작동한다.
ㄴ. 이 기계는 하에서야 작동한다.

위 (47)은 임동훈(2015: 365)의 예문으로, ‘야’가 적극적 배제의 보조사 ‘만’과 비슷한
용법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만’과 달리 ‘야’는 척도적 용법만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조건 맥락에서만 쓰여 충분조건 맥락에서는 쓰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로 인해 ‘야’가 의무를 가리키는 구성에 쓰인다는 것이다.

  3.2.2 주관성과 상호주관성

    (48)  뉘 내 가 훤케 려뇨. 눌려 다 니고 주그려뇨. 다시 각여도 부쳐 사
이 듕커니 믿던 일 거 이리라 여도 나 고디 아니 듣다니  나히나 져머
시면야 뎌도록 셜오랴.〈순천김씨묘 출토언간 73〉

    (49) ㄱ. 나 한 몸만 같으면야 무슨 걱정이 있으랴, 어디를 가면 못 얻어먹고 어디를 가
면 못 숨으랴.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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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 집이 넉넉하면야 나도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세종〉
ㄷ. 물론 내가 돈이 많다면야 삼사십만 원 껌이지만. 〈세종〉
ㄹ. 37' 13"    일제 말이야.

37' 14"    일제 말 일정 때에 그러니까 아마 일본으로 건너 가져갔는지 그렇
죠.

37' 22"    여기 있 면야 알게 되지요.
〈용궁사 유래(2)(경기도 옹진군 종면)〉

  (48)은 16세기 한국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인 순천김씨묘에서 출토된 간찰
중 일부로 화자는 순천김씨의 어머니인 신천강씨이다. 화자는 남편의 외도, 타지 생활
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젊어서 중병이라도 없었더라면 이렇게 서럽지 않았
으리라고 흉중을 풀어내고 있다. (48)과 (49)에서 예시한 문장은 ‘-면, -다면’에 ‘야’가
통합한 형식의 용례이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거짓인 내용을 가진 [반사실 조건]에 ‘-
면야’, ‘-다면야’가 실현된 경우이다. (48)의 화자는 지금의 젊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면
서 현시점에 이미 거짓일 수밖에 없는 ‘지금보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반사실적 상황
을 가정한다.

    (50) ㄱ. 1' 01"    “아니 그 산이 그 먼데,
1' 02"    내가 이 무거분 거 지고 가겠나.
1' 04"    이 아무 데나 구부러 내뜨리면야 떨어지겠지.”
1' 08"    거기다 이래
1' 11"    쪽지게를 좀 벳겨서 고꾸려 내뜨렸지.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쪽지게)(시온고 마을 황 블라디미르 )〉
ㄴ. 52' 39"    그때 오성이는 열두 살이여.

52' 41"    아픈 사람보다 한 살 더 많어.
52' 43"    거 가서 얘기하니까,
52' 45"    “아 제가 끌어안고 하룻밤 자서 사람만 산다면야 그 짓은 못하겠습

니까?” 말여.
52' 50"    그래 쾌히 허락을 하거든.

〈원귀로 죽을 사람 살린 오성(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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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ㄱ. 천구 니가 내키지 않으면야 등떠 어 보낼 순 없지.. 됐다! 내 말 안 들은

걸로 해다우..

천구 돌아서서 가려는데..

채연 가겠습니다.

놀라서 채연을 보는 천구.

〈상도(MBC)〉

ㄴ. 정인 뭐 어때? 추운데 동생이 오빠 팔짱두 못 껴?

현수 (할 말 없고) ......

정인 (더 바짝) 으 추워~(붙으면)

현수 (콩닥콩닥! 경직)

정인 (보면)

현수 (괜히 들킬까? 큰소리로) 하하하. 그래그래, 추우면야 뭐..오빠하고 동

생 사인데! (정인 어깨를 팍 감싸고) 됐냐? 오빠가 안아주니까 안 춥

지? 하하. 하하.

〈그 웃어요(SBS)〉
    (52) 10203    야, 그문 그거 한번 치르쟈문 그 돈을 다 어디메서 감당을 함두?

10203    새애기 한나 스집 보내쟈문사 준비 거, 오래: 준빌 해애 딤.

 〈2007년 국외 집단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중국 길림성 훈춘〉

    (53) 억울한 걸로 티면야, 들도 억울허기는 허겠디만,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억울한 것

아닙네까.〈세종〉

  다음으로 (50)에서의 ‘-면야’는 발화 시점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가정하는

[예측 조건]을 표현한다. (51)은 [인식 조건], (52)는 [반복 조건], (53)은 [사실 조건]에

서 ‘-면야’가 사용된 예이다. (48)에서 (53)의 예문을 살펴볼 때, 조건문이 기정적인지

미정적인지, 또는 기정성을 따질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과 상관없이 ‘-면’이 실현될 수

있는 곳에 ‘-면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면야’는 ‘-면’과 동일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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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손민숙(1986:33-34) 예 수정11)

ㄱ. 비가 그치면야, 학교에 간다.
ㄴ. 쌀이 있으면야, 밥을 짓는다.
ㄷ. 가을이 깊어지면야, 낙엽이 떨어진다.
ㄹ. 장난감이 많으면야, 어린이는 혼자 잘 논다.

  위 (54)은 손민숙(1986)에 제시된 ‘-면’과 보조사 ‘야’의 통합 예문을 수정한 것이다. 
손민숙(1986:34)에서는 이때 ‘야’가 ‘-면’의 조건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하여, ‘-면’의 의
미를 [한정]·[강조]한다고 보았다.

    (55) ㄱ. 최 부자로 찾은께네 밑에 하인이 나와서,
“저, 아이, 저, 우로 올라 가이라.” 
고, 이러 쿠고, 이기 한 칸 들어오고 맘사 하지마는 밑에 한 채 지내먼 또 들
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는 기라.

〈개무덤의 최 부자(경상남도 진양군 금곡면)〉
ㄴ. 동냥을 안 주몬 그냥 놔 둠사 하지마는 뭐 얻어가 갈 끼라고 뭐, 소똥을 갖다

가 한 소쿠리 퍼다 주었다 쿠더나? 뭐석을 해 삔 게 그런 뭐석이 있나 말이라.
그래 논께 그래, 중이 돌아 가는 기라.
“응, 그 눔의 집구석은 인자 조짔다.”하고.〈장자못(경상남도 진양군 금곡면)〉

ㄷ. “전라도 순천서 구례 온, 장개온 놈 오늘 저녁 목을 베로 간다.”
이런 애기 하거던. 그런께 새신랑이 들어몬 기가 찰 거 아이가? 기가 찬다 말
이다. 기가 차는데, 한 분만 그러쿠모함사지만 수차례를 이리 말이지, 연방 딴
사람은 여럿이 있어몬, 자네들하고 이, 뭐, 딴 사람 있어몬 이야기하고 할 거
아이가?〈신부 원혼 달래 준 신랑(경상남도 진양군 명석면)〉

  본 연구에서는 ‘-면야’의 의미 기능에 해 실현 가능성에 한 모종의 태도를 나타

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이 후행절에 어말어미 ‘-지’, 또는 ‘-지만’ 등을 출현시키는

11) 손민숙(1986)에서는 각 예문이 ‘-면야(말로)’로 제시하였으나 괄호 안에 표시된 ‘(말로)’를 본
연구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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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면야 –지만’에서부터 기인하여 ‘-면 좋지만’과 같

은 의미를 표현하는 ‘-음사 하지마는’의 형성 원인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관성(subjectivity), 그리고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하여

알아볼 것이다. 상호주관화(intersubjectification)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토

삼아 명시하는 것으로, 화자만의 입장을 명시하는 주관화(subjectification)와 구분된

다. 주관화는 명제나 상황에 한 화자의 믿음, 혹은 불신 등의 평가가 투 되는 현상

을 일컫는다. 주관성은 담화 내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관점이나 견해를

밝히는 표현에 관한 것으로 화시(deixis), 양태(modality), 담화 책략 표시 등을 통해

외현적으로 기호화된다(Traugott 2002:21-22).

  주관성이 화자의 관점을 밝히는 데 관련된다면 상호주관성은 화자와 더불어 청자의

관점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화자와 청자는 어떻게 관점을 공유할 수 있을

까. Benveniste(1973:22)는 현실을 재생산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에서의 화자의 현

실 재현과 청자에 의한 재창조 과정이 언어에 내재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으

로 의사소통 참여자가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감정적·개념적 공간이 장면(scene)이다. 

달리 말하여 장면이란 화자의 주관성과 화·청자의 상호주관성이 맞닿는 공간을 가리킨

다(Maynard 1993:40-41).

  Langacker(1987:487-488)는 화자 혹은 청자, 그리고 초점 조절이나 형상화 등을

비롯해 그가 개념화하고 묘사하는 상황 사이의 관계를 해석 관계(construal 

relationship)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해석 관계는 개념화의 주체, 즉 개념화 수행자

(conceptualizer)인 화자와 청자, 그리고 개념화 상으로 구성된다(Langacker 

1987:128). Langacker(1987)은 이를 관찰 배열(optimal viewing arrangement) 구

조로 설명한다. Langacker(1987)의 관찰 배열을 Verhagen(2005)은 다음 도식과 같

이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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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관찰 배열(Verhagen 2005: 5)

  Verhagen(2005)는 여기에서 나아가 개념화 수행자를 발화하는 역할과 해석하는 역

할로 나누어 도식화한다. 다음은 Verhagen(2005: 17-18)에서 제시한 도식으로, 각각

은 가장 객관적, 주관적으로 치달은 표현에서의 해석 배열을 설명한다. 도식에서 점선

으로 표시된 개체는 어떤 언어 요소로도 기호화되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림 5〉가장 객관적 표현
     

〈그림 6〉가장 주관적 표현

  이 양 극성 사이에서의 화자와 청자간 인지 체계의 조정을 상호주관성으로 볼 수

있다. 상호주관성은 발화 상에서 청자에 한 화자의 관심을 수반하며 화자 또는 청자

의 체면이나 이미지에 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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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상호주관적인 표현의 특징(Traugott 2002:23)
         (ㄱ) 명시된 사회적 화시
         (ㄴ) 완화표현, 공손성 표지, 존 어 등 청자에 한 화자의 주의를 드러내는 표지.
         (ㄷ) 말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함의한다는 것을 의미함.

  요컨 상호주관성은 화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화자 중심의
주관성이 청자 쪽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여 상호주관성은 화자와
청자라는 복수의 화 참여자의 공통된 관점, 인식 태도 등을 표현한다고 하겠다.
  ‘-면야’는 일차적으로 주관성을 나타내는데, 선행절이 가리키는 사건과 후행절이 가
리키는 사건 사이의 향 관계에 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 태도를 표현한다. 이는 선
행 연구에서 확인된 ‘야’의 [당위] 등 의미와 관련된다. 이러한 예는 아래의 예(57)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예(57)에서 화자인 아버지는 장사인 아들이 내세우는 주장인
‘우리가 가서 싸움을 이기고 오면 좋을 것이다’ 하는 내용의 타당성에 해 충분히 알
고 있고, 조건 관계에 해 공감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로써 아버지의 견해를 확인
한 아들은 싸움을 하러 나설 것을 다짐한다.

    (57) 30' 39"    “아버지, 아버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부 장사 아닙니까?” “그렇다”
30' 46"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싸움을 하고 와서, 이기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30' 53"    “아, 물론 성공을 허고 온다면야 좋구말구.”
30' 57"    직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장수끼리 싸움을 하는 게 흔히 아주 많

았습니다.
31' 02"    그래 인제
31' 06"    “아무날, 아무날은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31' 10"    “그래, 가서 성공하고 와라.”

〈제일 힘 센 막내동이 장사(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면야’는 (57)과 같이 청자가 가진 정보에 공감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에 사
용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증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쓰임은 이후인(2015)에서 밝힌 상호주관화 된 ‘물론’의 기능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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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A씨는 억 에 달하는 금액으로 게임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카지노에 4번이나 출입한 A씨가 기자회견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특정 언론
의 협박만 강조하는 행동을 보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위는 이후인(2015)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물론’을 사용한 문장을 통하여 화자는 A
의 주장, 즉, 자신이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액수는 아
니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화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현재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보성 관점에서 상 측 주장이나 입장을 화
자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음을 드러냄에 따라, 그것이 자신의 주장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화자의 논증이 더욱 강화된다. 본 연구에
서 다루고 있는 ‘-면야’ 역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58) ㄱ. 배여 ..여잔 결혼하는 순간부터 오라를 지는 날이야..한 평생 가족 먹을 거
입을 거 수발들어야 하구..혹시 다시 태어나면 나 결혼 안 해.

송자 그러면서 금주 은준 왜 결혼 못 시켜서 아둥바둥 했어?
배여 은주야 직장 있으니까 신경 안 썼구, 금준 저 혼자 살 능력 되니? 작

가루 성공만 보장된다면야 굳이 안 시키지만 지금으로선 감감 아냐.
송자 그렇지..

〈보고 또 보고(MBC)〉
ㄴ. 송자 ..결혼은 무엇보다 집안끼리 엇비슷해야 돼, 너 하나만 보면야 나무랄

데 없이 똑똑하지, 그렇지만 형편이 처지는 건 사실 아니니, 그 집안
뿌리있겠다, 아들 나라에서 자격 인정한 엘리트겠다, 이렇다 하는 집
에, 이렇다 하는 며느리감 맘 루 고를 수 있는데, 설사 어떻게 결혼
까지 간다구 쳐, 그래봤자 너 두구두구 눈총이구 원망 듣구, 그게 무
슨 행복야. 고통이구 불행이지, 사람이 맘 편히 사는 게 최고 아니니.

            은주 (...)
〈보고 또 보고(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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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ㄴ)에서 은주는 연인인 기정의 집안 어른들 반 에도 결혼을 진행시키려 한다. 여기에
서 은주 모친인 배 여사의 친구 송자는 그러한 은주를 설득한다. 여기에서는 ‘-면야’를 통해
으레 따져볼 것도 없이 당연히 은주가 나무랄 데 없이 똑똑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에 다
음 문장이 ‘그렇지만’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송자의 본심, 즉 은주가 기정과의 결혼을 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송자의 실제 주장이 펼쳐진다. ‘-면야’를 통해 청자인 은주의 장점에

해서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이에 상반되는 주장을 강화한다. 
즉, 송자는 은주에게 ‘네가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도 나 역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고려하

으나 그 점이 내가 이 결혼을 반 하는 데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하는 점을 전달한
다.

    (59) 최 부자로 찾은께네 밑에 하인이 나와서,
“저, 아이, 저, 우로 올라 가이라.” 
고, 이러 쿠고, 이기 한 칸 들어오고 맘사 하지마는 밑에 한 채 지내먼 또 들어가
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는 기라.

〈개무덤의 최 부자(경상남도 진양군 금곡면)〉

  조건절에 토 를 두고 들여다 보면 귀결절이 지시하는 사건 혹은 상황의 발생에 하여
동의한다는 주관성을 표하는 데에 ‘-면야’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조건절이 가리키
는 바를 제외하고도 이에 조될 만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들어 보이며 자신의 논지를
굳히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59)의 예문을 포함한 (55)에서 잠깐 언급하 던 ‘-면야 하지마
는’은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긍정적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
다거나 벌어질 것임을 지시한다. Traugott(2003)은 한 형식의 주관성 의미의 발달 과정에

해 비주관적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로, 다시 주관적 의미에서 상호주관적 의미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주관적 의미를 가진 ‘-면야’가 상호주관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
은 Traugott(2003)의 주관성 의미의 발달 경로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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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과 어미 통합 구성

4.1 ‘-었으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과 ‘-면’이 통합하는 경우는 [반사실 조건], [인식 조
건],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점에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를 희구하는 [예측 조건]
의 ‘-었으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었으면’은 [가정 조건] 의미만을 가지며
[반복 조건] 또는 [사실 조건]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우선 [반사실 조건]의 경우는 아래
의 예에서 확인된다.

    (60) ㄱ. 문 혹시 말이야...제부 말 로 우리 가족 중에 범인이 있다고 치자고...그
리고 제부와 김순옥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지?...혹시 언닌
알고 있었어? 제부랑 그 여자 사이?

고운 내가 그걸 알았으면 가만있었겠어? 당장이라도 두 연놈을 찾 아가서
끝장을 봤지.

〈가족의 탄생(KBS)〉
ㄴ. 나 저희 과는 교수님들도 연세가 쉰이 넘었고 강사들도 죄다 남자들이잖

아요. 미모의 여강사가 온다고 하니 과가 발칵 뒤집혔던 거죠.
선 흠...이거 씁쓸한데. 내 연구의 결과가 겨우 외모와 성별로 좌우되다

니...
나 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강의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마 재미없었으

면 전 한 학기 내내 도서관에서 소설이나 읽다가 얼 뚱땅 시험 치
러갔을 거예요.

〈하트브레이크 호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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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ㄴ)의 ‘나’는 ‘선 ’의 강의가 재밌었다는 자신의 발화가 참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었으면’을 사용하여 반사실, 즉 사실과 를 이뤄 거짓임이 명백한 과거 시점의 사태
를 상정하여, 역시 발생한 적 없는 귀결절 사태를 꾸며 내어 발화한다. 가정된 거짓
귀결절의 지시 내용과 화자와 청자가 두루 인지하고 있는 실제 사실을 조하는 과정
을 통하여 청자는 조건절에 상정된 과거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
  Palmer(1986/2001), Iatridou(2000)는 여러 언어에서 과거 시제 형태소가 반사실성
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한국어도 이에 해당한다.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와 ‘-면’의 통합으로 과거에 이미 벌어진 사건과 조되는 가정된 일을 조건
으로 삼게 된다. ‘-었으면’뿐만 아니라 ‘-었더라면’, ‘-었다면’ 등이 그 예이다. 과거 시제
표지와 [반사실 조건] 표현 사이의 관련성은 ‘-었더라면’의 형성에서 두드러진다. 근
한국어 이후의 반사실적 가정 표현의 발달을 다룬 이지 (2002)은 ‘-더면’에서 ‘-엇더
면’을 거쳐 ‘-었더라면’을 형성하게 된 요인으로 ‘-더-’의 시제 선어말어미로서의 기능
상실을 꼽는다.

    (61) 유란 우리도...사랑받고 컸더라면...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없었더라면...온 몸이
가시투성이가 아니었더라면...남의 심장을 찌르진 않았을 거야...그지?

〈그린로즈(SBS)〉
    (62) ㄱ. 필두 니 말 로 죽었다면 몰라도 살아있는 한, 무시할 인물은 아니지.

〈내 인생의 스페셜(MBC)〉
ㄴ. 상민 사직서를 받을 명분이 없지않냐고 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됐다면 출

근하겠어... 나 때문에 회사에 지장이 있었다면 미안해...
〈노란 손수건(KBS)〉

  (61)은 ‘-었더라면’을 통해 [반사실 조건]이 드러난 예이다. (62ㄱ)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었다면’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었다면’은 [반사실 조건]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문 (62ㄴ)에서 볼 수 있듯이 ‘-었다면’은 [인식 조건]을 표현할 수 있다. (62
ㄴ)에서 상민은 발화 시점 이전의 사건에 하여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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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여 조건문을 형성한다.
  [반사실 조건]만을 나타내는 ‘-었더라면’과 달리 ‘-었으면’의 [가정 조건] 의미는 [반사
실 조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었다면’과 마찬가지로 다른 [가정 조건] 의미 역시 나
타낼 수 있다. 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4.1.1 정보 관할권

    (63) ㄱ. 복만 (위실장 머리치며) 이 자식이! UCC 하나 모른다고 사람을 아예 매
장을 시켜버리네!  너 개피는 아냐?

위실장 (바로 90도 허리숙이며 아부톤) 아 네! 저기.. 개피는 보고 싶지 않
습니다.

복만 알았으면 UCC가 뭔지 얘기나 해봐!
〈코끼리(MBC)〉

ㄴ. 민재 찾을 거 찾았으면 가. 방해하지 말구. 
경진 방해라... 방해... 그 참 쓸쓸한 말이구만.

〈카이스트(SBS)〉
ㄷ. 해진(E)    그 뭐냐, 애가 이거 일부러 숨기구 장난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모

른 척 하구 있 요? 무슨 목적으루다? 이거 땜에 여적 여기 있었던
거니까, 돌려받았으면 갈 길루 가시면 되겠네.

강숙 갈 길 가구 싶은데, 그럴 수가 없겠네 효선이 삼촌?
〈신데렐라 언니(KBS)〉

  각 예문에서 ‘-었으면’ 조건문을 발화하는 화자는 엄 하게 따질 때, 조건절 사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각 예문에서 조건절 사태의 행위자는 화자 자신이 아닌 타인
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3ㄷ)에서 해진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반지를 보고 있는
강숙의 모습을 통해 강숙이 반지를 돌려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강숙
이 반지를 돌려받은 사태가 참인지는 여부는 강숙만이 알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강숙이 반지를 돌려받았다’는 정보에 한 관할권은 오롯하게 강숙의 인식 역에 속
하게 된다. 따라서 ‘갈 길루 가시면 되겠네.’를 통해 표현된 명령 행위를 받아들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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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강숙의 진위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다.
  Kamio(1979)가 처음 도입한 정보 관할권(territories of information) 개념에
하여 神尾(1990)의 정리를 빌려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64) 정보 관할권(神尾 1990: 16-17)
a. 화자 혹은 청자와 문장에 표현된 정보 사이에는 일차원적인 심리적 거리가 존

재한다. 이 거리는 멀거나 혹은 가깝거나, 원근으로 양분된다.
b. 화자 혹은 청자와 가까운 정보는 그의 정보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와 동떨어진 정보는 그의 정보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정보 관할권은 화자와 청자 각각의 심리적인 척도로 주어
진 정보와 화자와의 거리, 주어진 정보와 청자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7〉정보 관할권

  〈그림 7〉에서 척도 위의 눈금 1은 해당 참여자와 정보의 거리가 가까움을 의미하
고 눈금 0은 참여자와 정보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그 중위값인
n을 기준으로 n보다 1에 가까운 정보는 참여자의 정보 관할권, 즉 화자 혹은 청자의
정보 관할권에 속한다. 그리고 n보다 0에 가까운 정보는 해당 참여자의 정보 관할권
밖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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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보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두 개념화 수행자인 청
자와 화자를 양극에 놓고 정보의 권한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다투는 줄다리기가 아
니다. 어떤 정보는 화자의 정보 관할권에 속하면서 동시에 청자의 정보 관할권에 속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정보는 화자와 청자 둘 중 누구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
다.

    (65) ㄱ. 찾을 거 찾았으면 가.
         ㄴ. 찾을 거 찾았으니 가.

  위의 (65ㄱ)과 (65ㄴ)을 비교하여 볼 때, (65ㄱ)은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
격한 의미에서 조건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찾는 행위의 행위자인
청자가 된다. 때문에 화자가 아무리 진위를 판단하더라도 자기 경험에 한 권한을 가
지고 있는 청자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65)의 화자는 청자가 찾
고자 하던 물건을 찾아냈다는 정보를 시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지각하 을 때, 그
정보를 자신의 관할권 안에 놓게 된다. 그럼에도 화자와 해당 정보와의 거리는 실제
경험 주체인 청자와 정보와의 거리에 비해서는 멀다.
  이의종(2012:18)에서는 Mushin(2001)의 인식론적 입장과 주관성 정도에 한 연속
체 도식을 수정하여 도입하 다. 개념화 수행자의 발동 및 미발동, 즉 주관성과 객관
성 사이에는 여러 인식론적 입장에 관한 언어 표현들이 놓인다. 그 중 개인적 경험이
가장 주관성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추측, 인용, 가상, 객관적 사실 순으로 객관성을
띤다.
  (65ㄱ)의 화자는 (65ㄴ)과 달리 청자 경험에 한 정보를 자신의 관할권 안에 놓고
서 직설적으로 단언하지 않는다. (65ㄱ)의 화자는 ‘-었으면’ 조건문을 통하여 발화함으
로써 귀결절 사건을 수행할지 수행하지 않을지에 해 청자에게 권한을 넘긴다. 이는
[인식 조건]을 이용한 일종의 완화 표현이다. (65ㄱ)의 화자는 가정 내용에 한 ‘청자
의 진위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명령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상의 쓰임을 달리 말하면 [인식 조건]의 ‘-었으면’은 조건절 내용에 하여 화자가
그 관할권이 화자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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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었으면’의 쓰임에 하여 가늠해 볼 수 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는 노랫말은 정근 작사·작
곡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발화시 이후의 시점
에 텔레비전 화면에 자신이 비춰지는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었으면’ 조건
절을 통하여 발화한다. 이때의 조건문은 미실현 사태에 한 [희망]을 나타내는 [예측
조건]의 성격을 가진다.

    (66) ㄱ. 초희 (꿈결처럼) 죽음은 달콤한 것이야. 달콤하고 달콤해서 꿀맛보다도 더
달콤하지. 아, 이 로 눈을 뜨지 말았으면.... 원히 이 로 눈을 뜨지
말았으면....〈난설헌, 나는 시인이다(KBS)〉

ㄴ. 경신 그러면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그려. 그 안에 또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무 탑(KBS)〉

ㄷ. 아사달 급하기야 오늘밤으로라도 끝을 내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무 탑(KBS)〉

  (66ㄱ)은 ‘이 로 눈을 뜨지 말았으면’이라는, 말하자면 조건절만으로 문장을 맺음으
로써 마치 ‘-면’이 종결어미처럼 쓰이고 있다. 《연세》의 ‘-면’ 뜻풀이에서도 이러한
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66ㄴ)과 (66ㄷ)을 통하여 이때 생략된 후행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미정적인 조건 내용에 ‘-었으면’을 통합하여, 화자는 그
사태 실현 가능성을 자신의 역 밖에 둔다. 예를 들어 (66ㄱ)에서 ‘눈을 뜨’는 행위주
는 화자인 초희 자신이다. 그러나 화자는 ‘-었으면’을 사용함으로써 조건 내용의 실현
이 자신의 의지나 의도와 떨어뜨려, 마치 자신이 ‘눈을 뜨지’ 않는 사태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사태인 것처럼 표현한다. 다시 말해 화자 자신이 눈을 뜨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권한 밖의 일로 인하여 자신이 눈을 뜨지 않는 결과가 주어지길 [희망]
한다.

    (67) ㄱ. 교장2(E)    인터넷으로 보니까 새벽 수련 모임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
겠더군. 우리 화산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싶은데..우리 화
산고 강당을 사용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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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이황이 된 고교 일진 라이언(KBS)〉
기명언 으응...오늘 저녁에 내가 노잣돈을 풀어서 계당 선비들헌티 술도 한

잔 접함시롱 시회를 열라고 허는디, 니도 참석했으면 싶어서 불
네. 안적 니 실력으론 시를 짓기는 건 힘들 테지만, 공부허는 데

많은 자극이 될게야~〈퇴계 이황이 된 고교 일진 라이언(KBS)〉
ㄴ. 장우 그럼 선운사로 갔으면 싶은데〈모순(KBS)〉
ㄷ. 진진부 (화 참으며)당신, 그 말은 진심이 아냐.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지

혜를 터득했을 리가 없어. 귀찮으니까, 집을 나가 줬으면 싶
으니까, 그런 말로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야.〈모순(KBS)〉

    (68) ㄱ. 부용 네, 아침 아홉시부터 두 시간씩이라 오후에는 시간 낼 수 있을 거
예요. 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사랑을 묻다(KBS)〉

ㄴ. 모우리 항안 비슷한 처지의 좋은 자리로 갔으면 해요〈정인(KBS)〉
ㄷ. 선주 양반들하고 직통거래로 물건을 좀 계약했으면 해서 말입니더.

〈아리랑 난장(KBS)〉

  ‘-었으면’ 뒤에 [인용]을 나타내는 ‘싶-’을 통합하여 ‘-었으면 싶-’이 하나의 형식처럼
사용되는 예(67)를 확인할 수 있다. ‘-었으면 싶-’에서 ‘싶-’은 외부에서 주어진 상황 등
에 한 화자의 추론에 따른 해석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불이 켜져 있는 것
을 보니 그가 집에 도착했지 싶다.’ 등에서의 ‘싶-’의 기능이 이와 유사하다. 또한 (66
ㄱ)의 예와 같이 [인용]의 기능을 하는 ‘하-’가 통합함으로써 (68)과 같이 ‘-었으면 하-’
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의 기능동사 ‘하-’는 ‘네가 오려나 하고 기다렸다.’ 등에
서의 쓰임과 유사하다.
  예문에서 ‘-었으면’에 통합하는 용언은 [인용]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 ‘싶-’과 ‘하-’로
국한될 뿐, [희망]을 의미하는 동사로 치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즉 (67ㄴ)을 ‘그럼 선
운사로 갔으면 {희망하는데, 바라는데, 원하는데, 기 하는데}’ 등과 같이 표현할 수는
없다. 화자는 ‘싶-’, ‘하-’ 등의 [인용] 의미를 통해 자신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하여
해석하여 다시금 진술하는데 [희망]을 나타내는 ‘-었으면’이 희망하는 사건의 성립에

한 정보관할권이 화자 자신에게 없다고 말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점과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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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 하면’

  ‘-다면’, ‘-려면’을 비롯해 ‘-면’ 통합 연결 어미에는 ‘-자면’, ‘-냐면’, ‘-라면’ 등이 있다. 
이들은 각기 어말어미인 ‘-다, -자, -냐, -라’ 또는 연결 어미 ‘-려’와 인용동사 ‘하-(<
-)’, 그리고 ‘-면’이 통합하여 형성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는 탈락한 ‘하-’를 회
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법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종결어미 ‘-다’, 그리고 인용의 ‘(-고) 하-’,‘-면’이 통합하여 형성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는 ‘하-’를 복원할 수 없는 [가정 조건]으로서의 ‘-다면’이 표
적이다. 이때의 ‘-다면’은 [가정 조건] 전반에 두루 사용된다.

    (69) ㄱ. 자 만약.. 준씨가 다시 찾아온다면...저 다시 어디론가 갈 거예요.
〈노란 손수건(KBS)〉

ㄴ. 선배 니가 진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웃는 연습부터 해... 지금 니 얼굴
은 봉사를 할 사람 얼굴이 아니야...〈노란 손수건(KBS)〉

  앞서 ‘-다면’에 ‘-았/었-’이 통합하여 [반사실 조건]에 쓰일 수 있는 예는 확인하 다. 
(69)에서 ‘-다면’은 각기 [예측 조건]과 [인식 조건]을 나타낸다.

    (70) ㄱ. 제일 그래... 미안하다...
장석 다 날려버렸는데... 미안하다면 다야? 당신 해고야! 해고! 에이전트 계

약 다 때려쳐!〈드림(SBS)〉
ㄴ. 빨 글나? 어릴 때부터 봐가, 내 한다면 하는 놈인거 알제?

(핸드폰에 고) 갈치야 아제 쫓아다니기도 지겹다. 돈 떼있다 치고
고마 던지라.〈드림(SBS)〉

  (70)은 탈락한 ‘하-’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즉 환원가능한 융합형 ‘-다면’의 쓰임이
다. (70ㄱ)은 인용 구성으로서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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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장석은 미안하다고 말하면 벌어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다. 여기
에서 ‘-다면’을 ‘-다고 하면’, ‘-다고 말하면’으로 갈음해도 의미가 유지된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환원가능성에 따라 나뉘는 ‘-다면’이 아닌, 애초에 ‘하-’의 탈락
이 수반되지 않은 ‘-다 하면’ 구성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 예를 살펴볼 것이다.

  4.2.1 ‘-다 하면’의 복수행위성

  ‘하-’가 탈락하지 않는 다음의 ‘-다 하면’은 직접 인용의 의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71) ㄱ. 학생 얼굴만 좀 된다 하면 개나소나 다 탤런트 한다고 설치는데...
〈올드미스 다이어리(KBS)〉

ㄴ. 상만 심뽀하군. 재시험 본 얘긴 예서 왜 나와?
식 고미니 놀리는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요렇게 말하면 약오를 거다 하면 

락없잖아요. 〈메디컬 센터(SBS)〉

  (71)에 표현된 ‘-은다 하면’은 ‘-다 싶으면’으로도 치할 수 있다. (71ㄱ)의 조건절
내용은 타인의 판단에 한 추론이며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와 직접 통합한다. ‘배가
좀 고프다 하면 냉장고를 헤집어 놓는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71ㄴ)은
화자 자신의 판단을 인용 구성을 통하여 전달한다. 이들 예는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이
가리키는 사건 사이의 연쇄, 즉 [조건] 관계에 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 즉, 조건
절 사건이 발생할 때에 높은 빈도로 후행절 사건이 발생해 왔다는 화자의 해석을 표
현한다.
  다시 말해 ‘-은다 하면’, 특히 아래에서 확인할 ‘-었다 하면’은 [반복 조건] 의미를 가
지며 앞에서 다룬 ‘만 –으면’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72) ㄱ. 현진 큰 올케도 참.. 요샌 어떻게 움직 다 하면 형 사고네.
지훈 (인숙을 탐색하는 듯 보는)...〈로열 패 리(MBC)〉

ㄴ. 사장1    (돈을 걷어들이며 신이 나서) 오늘 속이 안 좋으신가 봐. 먹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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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싸시게.〈오아시스〉

ㄷ. 동철 아저씨도 아시잖습니까? 겉으로야 단한 인격자처럼 보여도 결
정적일 때 자기 이익은 악착같이 챙기는 거. 언제든 손해가 된
다 하면 가차없이 끊고 바로 돌아서시는 거.〈꼭지(KBS)〉

  ‘-었다 하면’의 [반복 조건] 의미는 (72)와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화자는 몇 차례 발
생한 별개의 사건을 취합하여 일정한 사건 연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었다 하면’을
통하여 제시한다.
  (72)의 예문들은 모두 ‘-었다 하면’ 부분을 ‘만 –으면’으로 갈음하여도 동일한 [반복
조건]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또한 ‘-었다 하면’ 역시 ‘만’과 함께 출현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조사 ‘만’이 없이 ‘-었다 하면’만으로 사건 외적 복수행위성을 표현할 수 있다.

    (73) 경찰1    아, 이 아저씨. 술만 먹었다 하면 오는구만.
국진 내가 열 안 받게 생겼어? 돈 들고 튄 놈 잡아준단 지가 벌써 몇년째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당신들이 알기나 해? 〈코끼리(MBC)〉
    (74) ㄱ. 요샌 다들 입원만 했다 하면 간병인 쓰기 바쁜데 어쩜 이렇게들 효심이 깊을까?

〈코끼리(MBC)〉
ㄴ. 요샌 다들 입원을 했다 하면 간병인 쓰기 바쁜데 어쩜 이렇게들 효심이 깊을까?
ㄷ. 요샌 다들 입원만 하면 간병인 쓰기 바쁜데 어쩜 이렇게들 효심이 깊을까?

  (73), (74ㄱ)은 ‘만 -면’과 ‘-었다 하면’이 한 문장에 동시에 실현되어 [반복 조건]을
나타내는데, (74ㄴ), (74ㄷ)에서처럼 개별 구성으로도 충분히 동일한 복수행위성을 표
현할 수 있다. (75)에서는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까지 들어 반복적으로 일
어나는 사건에 하여 이야기한다.

    (75) 복만 맞습니다. 맞아요. 바른 소리 좀 해서 눈밖에 났다 하면 감봉에 인사 불
이익에 한두 번 당하는 것두 아니구.

신선생 (담담하게) 그래두 좀 지나쳤어요.
〈학교2(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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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ㄱ. 꽃동산에 올라도 정신줄 놨다 하면 그 앞이 황천이다.〈우리집 여자들(KBS)〉
ㄴ. 한 번 더 내 손에 걸렸다 하면 그때는 니 약혼자 집으루 직접 처들어 갈 테니까. 

〈불꽃(SBS)〉
ㄹ. 개발 발표만 났다 하면 곧 수백 배루 뛰게 돼 있다 말야.

〈신데렐라 언니(KBS)〉
ㅁ. 내, 고래 배만 탔다 하면 그깟 돈! 얼마든지 갚아 준 두!

〈2009 외인구단(MBC)〉

  (76)의 예들은 ‘-었다 하면’, ‘만 –었다 하면’ 등의 구성이 ‘만’의 [최소 조건] 의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예측하
는 [예측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조건절의 내용은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 이
들 문장에 사용된 ‘-었다 하면’ 역시도 ‘만 -면’으로 치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최소 조건]과 [반복 조건] 사이의 관계에 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것
과 같이 반복 조건은 발화 시점까지의 경험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발화 시점 현재
까지 벌어진 복수의 사태 실현을 이해하여 표현하는 진술이다. 이는 화자가 인식한 경
험에 의거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예측력을 가질 수는 있으되 조건걸 사태의 실현이
후행절 사태 실현을 담보하지는 못하며 인과관계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반면 [최소 조
건]은 아주 높은 예측력을 가지며 선행절이 가리키는 사태의 실현이 곧장 후행절이 지
시하는 사태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드러낸다. 둘은 조건절과 귀결결의 사태 연쇄
에 한 예측 정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다.

4.3 ‘-은가 하면’

   4.3.1 [설명]의 ‘-은가 하면’

  ‘-은가 하면’은 ‘-은/는-+-가 하-+-면’의 통합으로 이루어졌다. 의문 어말어미 ‘-가’가
통합되어 있으며 인용 구성이라는 점이 [설명]을 나타내는 ‘-은가 하면’을 해석하는 데
에 유효하다. [설명]의 ‘-은가 하면’은 ‘-냐 하면’, ‘-냐면’으로 치할 수 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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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조건절로 삼음으로써 [사실 조건]을 형성한다. 여기에
서는 조건절 사건과 귀결절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정할 수 없다.

    (77) ㄱ. 어딘가 하면 노천극장 뒤에 있는 창곤데요.〈카이스트(SBS)〉
ㄱ′. 어디냐면 노천극장 뒤에 있는 창곤데요.
ㄴ. 과연 쥐어짜기만 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신과 함께(KBS)〉
ㄴ′. 과연 쥐어짜기만 했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ㄷ. 마이클 저 분은 내 싸부님이셔. 그러니까 너한테는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 싸

부할아버지.〈카이스트(SBS)〉
ㄷ′. 마이클 저 분은 내 싸부님이셔. 그러니까 너한테는 어떻게 되시냐면 싸부할

아버지.

  예컨 위의 (77ㄱ)을 ‘어딘가 하기 때문에 노천극장 뒤에 있는 창고에 있다.’와 같
은 문장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조건절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귀결절 내용
에 효과적으로 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토 공간이 된다.

   4.3.2 [사태 전환]의 ‘-은가 하면’

  여기에는 분명한 시간의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양상이 매우 특이하다. 이 용
법에서는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된 조건절 사건의 시간 범위가 짧게 느껴진다는 화자의
느낌을 전달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건에 해 완전한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그 실체 파악을 위해 추측을 하던 중에 갑자기 귀결
절이 가리키는 사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태의 전환을 생각하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며, ‘-은가
싶더니’로 치해도 의미는 상통한다. ‘-면’은 ‘-거든’에 비해 지시하는 시간 간격이 좁
다고 분석한 전혜 (1989)의 분석이 [사태 전환]의 ‘-은가 하면’의 의미와 맞닿는다. 
즉, ‘-은가 하면’에서는 알아채기 힘든 사이에 국면 전환이 이뤄진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로써 화자는 [사태 전환]에 한 자신의 태도를 청자와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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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ㄱ. 봄인가 하면 금방 가을 오고, 겨울 오고... 우리네 사는 것두 그런 거잖아요.
〈인순이는 예쁘다(KBS)〉

ㄴ. 좀 특별하거든. 이게 한곈가 하면 더 뛰어 오르고 이제 정상에 올랐나 하면 더
올라가 버리고〈스타의 연인(SBS)〉

ㄷ. 없는가 하면 있고, 있는가 하면 엷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경계선이 없다.
〈도망자 이치도(KBS)〉

  

   4.3.3 [ 조]의 ‘-은가 하면’

    (79) ㄱ. 새것이나 다름없는 옷이 쏟아져 나오는 의류수거함이 있는가 하면 걸레 조각
하나 나오지 않는 의류수거함이 있다는 게 〈오즈의 의류수거함(KBS)〉

ㄴ. 그런가 하면 광희문 밖 질펀한 들에서 채소를 가꾸는...〈논개(KBS)〉
ㄷ. 만두색이 석류처럼 붉은가 하면 노랗기도 한데〈식객(SBS)〉
ㄹ. 세상에는 잡을 수 있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놓아야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궁(MBC)〉

  (79)에 표현된 이러한 쓰임에 하여 동북3성《조선어문법》편찬소조 편(1983:243)
에서는 서로 교체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구성으로 파악하 다. 그 예는 아래에 제시하
는 바와 같다.

    (80) 우리는 조선어와 한어를 배우는가 하면 일어와 어도 배운다.

  이러한 사용은 담화표지 ‘그런가 하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면 전환, 
혹은 다른 상, 상황 등으로 시선이 옮겨감을 표현한다고 하겠다. 4.3.2의 [사태 전
환]의 ‘-은가 하면’과 4.3.3의 [ 조]의 ‘-은가 하면’의 차이는 앞서 본 [사태 전환]의 경
우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일어나는 잇단 사태에 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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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조]의 경우는 고정된 시간축 위에서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는 복수의 상 사이
에서 시야가 옮겨감을 보여줄 수 있다. 혹은 초시간적으로 두 상을 조하여 설명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80)에서 시선은 ‘조선어와 한어’와 ‘교과목’이라는 속성을 공유
하는 ‘일어와 어’로 그 서술 상이 서로 [ 조]를 이루고 있다.

4.4 ‘-면’+어미

  4.4.1 ‘–면 –을수록’

  장광군(1999:268)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면 –을수록’ 구성을 제시한다.

    (81) 장광군(1999:268)의 예(8)-예(10)
ㄱ. 주면 줄수록 더 달라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ㄴ.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학문의 길이다.
ㄷ.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적이 더 좋아진다.
ㄹ. 노력하면 할수록 성적이 더 좋아진다.

  (81ㄷ)과 (81ㄹ)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동사성 명사+하다’로 형성된 용언의 경우
에 (81ㄹ)과 같이 어근이 되는 명사를 생략하고 ‘하다’만을 사용하여 ‘할수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 지다’의 ‘지다’만을 반복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예뻐지면 질수록, 짙어 지면 질수록’과 같은 예가 그것이다.
  ‘-면 –을수록’은 행위의 반복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맥락과 용언의 성격에 따라서 사
건 내적 복수행위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건 외적 복수행위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수록’ 자체에 이미 행위의 복수성과 더불어 강화의 의미가 드러난
다는 점에서 충분히 복수행위성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Newman(1980)에서 복수행
위성 파생동사의 의미를 파악한 이래, Dressler(196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복수행위
성의 한 유형에 강화적 행위 유형이 있으며, ‘-면 -을수록’은 행위의 반복을 표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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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강화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을수록’만으로도 충분히 [강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면’을 이용하여 동사구를 중첩하는 강화를 수행한다는 점, 그리
고 다른 어미가 아닌 ‘-면’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면 -을수록’을 [강화]를 나타내는 복
수행위성 구성의 하나로 파악한다
  이상태(1986)는 ‘-을수록’의 의미를 [‘-면’+α]로 제시한다. ‘-면’ 구성에서 어미 ‘-면’을
‘-을수록’으로 치할 수는 없으나 ‘-을수록’ 구성에서 어미를 ‘-면’으로 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면 –을수록’과 같은 구성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제
기한다. ‘-면 –을수록’과 같이 복수행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형식의 중첩을 행할 때, 
‘-면’이 선택된 이유를 ‘-을수록’과 ‘-면’의 의미적 관련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더해 이상태(1986)은 ‘-을수록’이 가진 독자적인 의미를 [비례]라고 보았다. 이은경
(2015) 역시도 ‘-을수록’의 기본 의미를 [조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심해짐], 또는 [더
해감]과 같은 의미는 다른 [조건] 연결 어미와의 차별점임을 지적한다. 이상의 주장을
달리 말하면 아래와 같다.

    (82) ‘-을수록’ = [‘-면’+비례] 또는 [더해감], [심해짐]
    (83) ‘-을수록’ = ‘-면’+강화

  (81)의 예문을 바탕으로 ‘-을수록’의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노력할수록 성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는 조건절의 ‘노력하’는 사태가
반복해서 벌어질 때마다 그 횟수에 비례하여 성적이 좋아지는 일이 점점 더 쌓인다는
의미를 가진다. ‘-을수록’, 그리고 중첩형 ‘-면 –을수록’은 행위의 [반복]이 조건이 되어
후행절이 가리키는 사태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짐]을 나타낸다.

    (84) 2' 11"    최진사네 토지 부치는 사람은 그래 인제 저 집에는 논이 만 두락 겉으
믄은 한 마지기에 한 섬석 받아두 만석이 되지 않습니까?

2' 23"    이만 두락 겉으믄 반섬석 받아도 또 만섬 된다 말입니다. 그래 인제 토
지가 많으믄 많을수록 인제 경작하는 사람이 곡슥 갖다주는 게 적다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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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부자집의 네 가지 교훈(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85) 1' 03"    이 시아버니가 어린 며느리를 보고 뭐이라고 하는고 하니까, “야, 고건

가만 놔둬라.

1' 10"    가만 놔둬야지, 고추는 건들리면 건드릴수록 자꾸 커진다.”

1' 15"    아, 그래더래요.

〈고추는 건드릴수록 커진다(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84)는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가 사용되어 조건절을 형성하고 있으며 (85)는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가 사용되었다. (84)에서는 정도가 중첩하여 심해지는 [강화]로서의 복수
행위성이 드러나며 (85)에서는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건의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귀결
절 사건도 중첩되어 심해지는 [강화]로서의 복수행위성이 드러난다.

  4.4.2 ‘–면 –지’

  동북3성《조선어문법》편찬소조 편(1983:243)에서는 ‘-면 –아지/-어지/-여지’를 통해
단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래는 동북3성《조선어문법》편찬소조
편(1983:243)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86) 앞서면 앞섰지 뒤떨어지지는 않겠다.

  이는 ‘-면 –았/었-+-지, ...[부정]’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부정은 ‘-지 않았다, -
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부정 형식을 비롯하여 반의 의문문 등이 쓰이는데, 이를 통해
귀결절이 가리키는 사태의 실현성에 한 부정적 의지가 드러난다.
  2.2에서 [반사실 조건]의 경우를 통해 어느 한쪽에 명백한 거짓 명제를 포함시켜 다
른 한 쪽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예를 확인하 다. 아래는 그 중
한 예이다.

    (10)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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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나는 네 아들이다.
         (ii) 그러나 나는 너의 아들이 아니며, 이는 실현될 수 없다.
         (iii) 따라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한다.

  (10)과 같은 반사실 조건의 쓰임을 통해서는 명백한 거짓을 조건문의 절에 포함시켜
화자의 단언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면 –었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연세》
는 ‘-면 –었지’는 단호한 거부를 나타낸다고 풀이하며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굴복은
않겠다.’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위 구성을 ‘X-면 X-었지, Y 하지 않다.’처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화자는
Y에 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X와 Y 모두 미실현 사태이다. 따라서 화자는
미실현 상태인 Y의 실현에 한 부정적 태도, 즉 [거부]를 나타낸다. 이는 다음의 ‘-을
것 같으면’ 구성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87) ㄱ. 우현 부 집에서 나가라. 네 맘 로 살 거 같으면 나가 살아.
우현 네. 나가겠습니다.
우현 모 얘, 미쳤어. 잘못했다고 말씀드려.〈공부해서 너 가져(KBS)〉

ㄴ. 건강 면 지. 애 하나 못 씻길까 봐?
청난 그냥 강 비누칠만 할 거 같으면 델꾸 가지 말고, 괜히 돈만 아깝

게. 푸욱 뿔려서 싹싹 고 와야지.〈수상한 삼형제(KBS)〉
ㄷ. 일한 ( 답 못하고) 

팀장 지멋 로 나갔다 들왔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같으면 사표 내. 
사표 내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해.〈소문난 칠공주(KBS)〉

  위 (87ㄴ)의 청난은 미덥지 않은 건강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그냥 강 비누칠만 할
거 같으면 데리고 가지 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을 것 같으면’의 의미는 추정, 추량
과는 다르다. 일종의 격하가 드러나는데, 이때 격하되는 상은 조건절이 가리키는 사
태이다. 달리 말해 ‘씻긴다고 데리고 가서 비누칠만 할 것이라면 차라리 데리고 가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화자는 조건절 실현에
한 자신의 부정적 판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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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었지’와 ‘-을 것 같으면’은 모두 특정 사태 실현에 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가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비실현 사태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예측 조건]적 측면이 강한 데에 반하여 ‘-을 것 같으면’은 [예측 조건]뿐만 아니라 청
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이를 조건절 사건으로 삼을 수 있어, [인식 조건]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87ㄴ)의 예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같으면’ 외에도 이 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구성의 한 면을 확인하게 된다. 바로 ‘ 면 지. 애 하나 못 씻
길까 봐?’에서의 ‘-면 –지’이다. 여기에서 ‘-면 –지’는 앞에서 살펴본 ‘-면 –었지’와는 그
의미 기능이 다르다. 아래 (88)의 예를 보자.

    (88) ㄱ. 태 (혼잣말로) 야, 강태 .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 
좋으 면 좋은 거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 〈파리의 연인(SBS)〉

ㄴ. 삼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고, 힘들

어. 힘들어 죽겠어 정말. 〈내 이름은 김삼순(MBC)〉

  (88)은 (87ㄴ)에서 건강의 발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서술어를 가져 ‘X면 X지’
와 같은 구성을 보인다. 각 예문에서 ‘-면 –지’에 후행하는 문장을 모아 보면 ‘애 하나
못 씻길까 봐?’,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고.’ 정도가 된다. 
이들 문장의 의미는 ‘애 하나 씻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것은 원래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다.’ 정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사용된 ‘X면 X지’는
달리 해석해 ‘X는 단순히 X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로의 해석은
조건과 귀결이 같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조건절이 지시하는 사건 혹은 상황에서
별도의 귀결점으로 향하기 위하여 위해서 별도의 인위적인 조작이나 노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절 사태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단순]한 단위임을 ‘X면 X지’가 표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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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조건] 연결 어미 ‘-면’이 포함된 구성을 찾고, 그 의미를 기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연구 상 중 핵심이 되는 [조건] 연결 어미 ‘-면’의
형성과 의미에 하여 살펴보았다. ‘-면’의 형성과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사항은 ‘-면’의
형성에 보조사 ‘은’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조건과 주제 사이의 유
사성을 논의하는 Haiman(1978) 등의 논의와도 맥이 닿는다.
  ‘-면’의 [가정 조건] 쓰임을 Kaufmann(2001)이 제시한 기정성 개념에 따라 미정적
인 [예측 조건]과 기정적인 [반사실 조건], [인식 조건]으로 양분하 다. 여기에서 [반
사실 조건]과 [인식 조건]은 기정된 사실에 하여 화자가 가진 정보의 질을 바탕으로
기정적인 조건절 사건에 하여 명확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사실 조건]과 그럴 수
없는 [인식 조건]을 구분하 다. 이 밖에 조건절 내용과 귀결절 내용의 연쇄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아가 일반적으로, 더 나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따지는 [반복 조
건]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마련한 기정성이라는 기준은 [반복 조
건]을 판단하는 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사실 조건]은 기정성을 논의
하는 데에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 조건]의 경우 조건절과 귀결절의 각
사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기할 점다.
  ‘-면’ 구성은 그 통합하는 요소에 따라 통합되는 요소에 분류하 다. 따라서 조사가
포함되는 구성과 어미가 포함되는 구성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보조사 ‘만’이 참여하
는 ‘만 –면’의 경우, ‘-었다 하면’과 함께 발화 시점까지 반복된 사건 연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복수행위성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두 구성은 [예측
조건]으로 사용될 때에 [최소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어 [희망]을 표현할 수 있다. 복수
행위성과 관련한 구성이 예의 ‘-만 –면’과 ‘-었다 하면’의 두 가지뿐이라면 구태여 복수
행위성이라는 개념어를 사용하지 않고 [습관 조건] 개념으로도 충분하다 하겠다. 그러
나 복수행위성 개념을 통하여 조건절 사태의 반복에 비례해 귀결절 사태가 정도를 더
해가는 ‘-면 –을수록’을 아우를 수 있으며, 또한 ‘-면 –을수록’에서 드러나는 형식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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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을 복수행위성 형식의 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사 ‘야’가 ‘-면’에 후행해 직접 통합하는 ‘-면야’는 조건 관계에 한 화자의 주관
성, 그리고 논증에서 청자를 고려하는 상호주관성이 드러난다. 조건절과 화자의 주관
성과 관련하여 ‘-었으면’ 또한 눈여겨 볼 구성이다. ‘-었으면’은 정보 관할을 피하는 조
건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진위 결정을 자신의 역 밖으로 어내어 일종의 완화표현으
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조건절 사건의 실현을 자신의 정보 관할권에 두지 않으면서
도 자신에게 그 향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희망] 의미를 나타내는 면을 분석하는 데
에도 주관성과 관련한 제 연구는 유의미하다.
  ‘-은가 하면’은 이미 진위의 판가름이 확실한, 즉 [사실 조건]에서 [설명], [전환], [
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면 –었지’는 ‘-을 것 같으면’의 일부 용법과 더불어 특정
사태 실현에 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를 보 다. 이와 더불어 같은 술어가 반복되는
‘-면 –지’는 다루는 사건 혹은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은, 단순한 것임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면’과 관련한 구성을 연구 상으로 삼았으나 이를 모두 총망라하고 있
지는 못하다. 연구에서 다룬 구성 외에도 ‘그러려면 왜 먼저 간다고 했지?’, ‘잠들려면
꼭 몸을 흔들어 깨웠다.’ 등에서 사용되는 ‘-으려면’을 비롯하여 기존 통합어미 사용에
서 비문법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용법, 조사로 문법화하는 ‘하면’, 
‘이면’, ‘같으면’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정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면’의 의미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채 논의로 끌어들이지 못한 ‘-면’의 의미 기
능은 없는지, [사실 조건] 의미를 재차 나눌 필요가 있는지 등 좁은 시야 탓에 관찰하
고 기록하지 못한 제 문제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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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본 연구에서 다루는 ‘-면’과 ‘-면’ 관련 구성들의 관계에 한 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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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면[-myeon]’ Constructions in Korean

Shin, Hyeon Gy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aim of this thesis is to identify several aspects of the 
conditionality of the natural language, different from the logical 
conditionality. The specific objects of this study are conditional connective 
ending ‘-면[-myeon]’ and ‘-면[-myeon]’ constructions in Korean. I am 
interested in classifying the meaning of each construction into several 
properties, without wishing to derive a general and unified concept of the 
conditionality of natural language,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and 
analyzing each construction through this study. I'm trying to find examples 
in actual language usage, and I am concentrated on the spoken language 
data as a way to find this “actual language usage.” For this purpose, 
examples are extracted from a collection of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Korean Folklore, reports of the regional language research by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ejong Spoken Corpus, the radio drama 
script, and the TV drama script.
  To classify the various meanings of ‘-면[-myeon]’, I use the settledness 
presented by Kaufmann(2001). I expect that, in order to classify the 
meanings of conditionals, the settledness will act on a valid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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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order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conditional that have 
repeatability, it is judged that the discussion on the settledness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t time and speech time is not applicable. 
The other analysis of the meaning of ‘-면[-myeon]’ will be analyzed based 
on a study that clarifies the similarity between conditionals and topic.
  The constructions of ‘-면[-myeon]’ what I investigated is classified based 
on the part-of-speech of elements other than the ‘-면[-myeon]’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rather than by classifying and presenting the meaning 
based on the difference of meaning. If I categorize ‘-면[-myeon]’ 
constructions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meanings, they are divided into 
a pluractionality,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bjectivity such as the 
territories of information and intersubjectivity. However, since there are 
small classes not belonging to these meanings in each of the 
constructions, the constructions are arranged on the basis of the parts of 
speech even if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not complete.
  The positions of the respective ‘-면[-myeon]’ constructions overlap with 
the areas included in the connective endings ‘-면[-myeon]’. However, if 
construction is replaced with the ending, there must be the syntactic or 
semantic difference is will be marked. Each construction is derived from 
various meanings of ‘-면[-myeon]’ and secures its own area with a special 
meaning. I want to contribute a little bit to draw such a ‘-면[-myeon]’ 
family tree.

Keywords: condition, ‘-myeon’, ‘-umyeon’, connective ending, construction, 
settledness, pluractionality, su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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