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間’의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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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모두 한자를 사용하는 언어들이다. 하지만 같은
한자를 쓴다 하더라도 언어에 따라서 다른 용법을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자어 ‘別’은 원래 어근으로 쓰이던 것이 접미사로서 명사와 결합하여 ‘팀별
검사’처럼 피수식 명사를 요구하면서 관형명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특별하다’라는 의미에서 ‘특이한/이상한’라는 의미 변화가 일어나서 중국어
나 일본어에서 볼 수 없는 ‘별 사람 다 있네!’ 혹은 ‘별 사이 아니야!’처럼 한
국어에서만 특이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에서 볼 수 없
는 ‘別’의 용법도 있다. 즉 ‘別’이 ‘別生气! (bié shēng qì)(화내지 마라!)’와 같
이 명령문인 ‘-지 말라’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 이처럼 같은 한자라 하더라
도 언어에 따라 다른 용법으로 쓰인다.
한자어 ‘別’과 같이 한국어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용법을 가진 한자어
로는 ‘중(中), 내(內), 외(外), 상(上), 하(下), 간(間), 식(式), 차(次)’ 등의 1음절
한자어들을 들 수 있다. 1음절 한자어들은 원래는 어근으로 쓰이지만 최근에
는 접사로 쓰이고, 접사적인 용법이 생산적으로 쓰이면서 ‘중(中), 상(上), 하
(下), 간(間), 식(式)’처럼 다양한 구에 결합하여 쓰이는 용법도 보인다.
본고는 한자어 ‘간(間)’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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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한자어 ‘간(間)’의 예들은 국립국어원 편《표준국어대사
전》(1999)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편《연세대 한국어사전》(1998),
그리고《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7,364,815어절)을 통해 검색하였다.1)
한자어 ‘간(間)’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
(1) ㄱ. 간식(間食), 간접(間接), 간첩(間諜); 공간(空間), 기간(期間), 순간(瞬間)
ㄴ. 남매간(男妹間), 다국간(多國間), 당분간(當分間), 좌우간(左右間), 하여
간(何如間)
ㄷ.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남한과 북한 간; 싫든 말든 간

(1ㄱ)에서의 ‘간(間)’은 2음절 한자어를 구성하는 어근으로 쓰인 것이고,
(1ㄴ)에서의 ‘간(間)’은 접미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1ㄷ)에서의 ‘간(間)’은 ‘사
업자와 근로소득자’와 같은 명사구와 쓰이거나 ‘~든 ~든’ 명사구와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때의 ‘간(間)’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의존명사로
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김창섭(2007/2011)에서의 논의를 따라 부접명사로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한자어 ‘간(間)’은 후기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자립명사이었던 것이
현대한국어에서 의존명사로 전성된 것이다(이주행, 2009: 298). 이주행(2009:
117-8)에서는 ‘좋든지 싫든지 간’, ‘지위 고하간’의 ‘간(間)’을 보조사로 보고,
‘홍성과 대천 간’, ‘부모와 자식 간’ 등의 ‘간(間)’을 의존명사로 보고 있다. 고
영근(1972=1989)에서는 한자어 접미사로 ‘間(형제-)’, ‘式(한국-)’, ‘中(출장-)’
등을 들고 이들이 의존명사로도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노명희(2005: 111)의 접미한자어의 분류에서는 ‘간(間)’이 어기에 대해 의존
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 어기의 범주 변화가 없다는 것, 의미가 변하지 않
다는 것, 첫 음절에 출현할 수 없다는 것, 조사와의 결합 제약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의존명사로 보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1) 이하에서 이 사전들을《표준》,《연세》라고 하고,《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들은 표시를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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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間

의존성

어기 범주
변화

의미 변화

-

-

-

첫 음절 구에 결합
출현 불가
가능
-

+

조사 결합
제약

판정

-

의존명사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어 사전에서 한자어 ‘間’은 접사와 의존명사로 분류
되어 있다.2)
한편, 김창섭(1999)에서는 ‘間’을 의존명사와는 다른 특수한 의존명사로 보
고 있다. 즉, 김창섭(1999: 32, 76-7)에서는 ‘早晩間, 兄弟間’의 ‘간(間)’은 그 접
미어근이 합성에 참여한 것이고, ‘음운론과 통사론 간, 친구들 간, 가든지 말
든지 간’와 같이 ‘명사구’, ‘명사구+들’, ‘~든지/~고 명사구’ 뒤에 쓰이는 ‘간
(間)’은 그 접미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적 용법 즉 접미명사인 것으로 보고 있
다.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2) 1) 따지지 않음.
- 가부간, 다소간, 좌우간, 유무간, 하여간, 지위 고하간[접미명사]
2) 사이.
- 여러 형제간[접미명사], 남매간, 피차간, 서울과 부산 간[접미명사]
3) 동안.
- 다년간, 일순간, 한 달간[접미명사], 당분간, 순식간, 창졸간, 조만간
4) 칸.
- 대문간, 아랫간, 웃간, 윗간, 화통간
5) 장소.
- 구류간, 담뱃간, 대장간, 외양간, 푸줏간, 목욕간, 방앗간, 보일러간

김창섭(2007/2011)에서는 ‘間’을 다루지 않았지만 ‘間’과 비슷한 성격을 가
진 한자어 ‘上’과 ‘然’을 다루고 있으며 이 ‘上’과 ‘然’을 부접명사라고 부르고
있다. 본고는 이 논의를 따라 다양한 명사구를 보충어로 하는 ‘間’을 의존명
사가 아닌 부접명사로 보고자 한다.

2) 3장, 4장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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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어근으로 기능하는 ‘間’
1. [間+X] 구조
[間+X] 구조에서 ‘間’은 다음과 같이 ‘X’ 앞에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X+間] 구조에서의 ‘間’보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3) 사이: 간격(間隔), 간급(間級), 간식(間食), 간방(間方), 간인(間印)
틈: 간극(間隙)
거름: 간년(間年), 간일(間日)
동안: 간간(間間), 간단(間斷), 간헐(間歇), 간혹(間或)
섞임: 간색(間色)
중간: 간접(間接)
염탄꾼: 간자(間者), 간첩(間諜)
이간함: 간언(間言), 간혼(間婚)

2. [X+間] 구조
[X+間] 구조로 쓰이는 2음절 한자어는 다음 (4)와 같이 [間+X] 구조보다
많다.
(4) 사이: 가간(家間), 거간(居間), 격간(格間), 격간(隔間), 구간(區間), 단간(段
間), 민간(民間), 벽간(壁間), 식간(食間), 어간(於間), 운간(雲間), 이
간(離間), 자간(字間), 행간(行間)
장소: 곡간(穀間), 곳간(庫間), 찬간(饌間)
동안: 근간(近間), 기간(其間), 기간(期間), 나간(那間), 망간(望間), 순간(瞬
間), 시간(時間), 야간(夜間), 연간(年間), 오간(午間), 잠간(暫間), 주
간(週間), 차간(此間), 하간(何間)

[X+間] 구조에서 ‘間’은 주로 ‘사이’, ‘장소’, ‘동안’의 의미로 쓰인다. ‘사이’
의 의미로 쓰일 때는 ‘夫婦間’처럼 ‘서로 관계있는 사람들끼리의 사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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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이지 못하고 공간이나 간격으로서의 ‘間’으로 쓰인다.

III. 접미사로 기능하는 ‘-間’
한자어 ‘間’은 2음절 한자어의 어기로 쓰이는 용법 외에 ‘국제간(國際間)’,
‘모녀간(母女間)’처럼 명사와 결합하여 접미사로 쓰이는 용법도 있다. 명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접미사 ‘-간(間)’에 대해서《표준》과《연세》에서는 <표 2>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접미사로 쓰이는 ‘-간(間)’은《표준》에서는 ‘동안’과 ‘장소’의 두 가지 의미
로 기술되어 있고, ‘한 달간([한 달] 간)’, ‘삼십일간([삼십 일] 간)’처럼 명사구
와 결합하여 쓰이는 예들도 제시되어 있다. 반면《연세》에서는 ‘사이’, ‘사이
나 간격’, ‘동안’, ‘곳’의 네 가지 의미로 기술되어 있다.
김창섭(1999: 29)에서는 ‘[早晩]間’, ‘[兄弟]間’의 ‘間’을 접미어근으로 보고,
명사구([음운론과 통사론] 間), 명사구+‘들’([친구들] 間), ‘~든지/-고’ 명사구
([가든지 말든지] 間에) 뒤에 결합하여 쓰이는 ‘間’을 접미명사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만간(早晩間)’, ‘형제간(兄弟間)’, ‘피차간(彼此間)’, ‘외양간(-間)’과

<표 2>
사전

품사

《표준》 접사

의미

예

①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이틀간/한 달간/삼십일간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②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장소’의 뜻을
대장간/외양간
더하는 접미사.
① (서로 관계가 있는 것들끼리의) ‘사 부부간/부자간/사제간/서로간
이’를 나타냄.
/피차간

《연세》 접미

② (장소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에 붙
지척간/대륙간/지역간
어) ‘사이나 간격’을 나타냄.
③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동안’
가부간/다소간
을 나타냄.
④ [일부 명사에 붙어](무엇이 있거나,
마굿간/방앗간
무엇으로 쓰이는) ‘곳’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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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명사와 결합하는 ‘間’을 접미사로 보고자 한다.
《표준》과《연세》에서 2음절 어기와 결합하여 쓰이는 예들을 살펴보면
‘하여간(何如間)’, ‘가부간(可否間)’처럼 ‘상관없음’, ‘따지지 아니함’의 의미로
쓰이는 ‘-間’도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접미사로 쓰이는 ‘-간(間)’을 ‘사이’, ‘동
안’, ‘장소’, ‘상관없음’과 같이 네 가지 의미로 나누고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이’의 의미로 쓰이는 ‘-間’
‘-間’은 2음절 어기와 결합하여 ‘사이’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주로 ‘서로 관
계있는 사람들끼리의 사이’와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는 사이’ 혹은 ‘나라와 나
라 사이’의 의미로 쓰인다.
(5) 고부간(姑婦間), 남매간(男妹間), 노소간(老少間), 노주간(奴主間), 다자간
(多者間), 동기간(同氣間), 동배간(同輩間), 모녀간(母女間), 모자간(母子
間), 부녀간(父女間), 부부간(夫婦間), 부자간(夫子間), 연사간(連査間), 자
매간(姉妹間), 재종간(再從間), 종항간(從行間), 지구간(知舊間), 친사간(親
査間), 피아간(彼我間), 피차간(彼此間), 형제간(兄弟間)

(5)에서 보듯이 ‘간(間)’은 ‘서로 관계있는 사람들까리의 사이’라는 의미로
모두 한자어와 결합되어 있다. ‘서로 관계있는 사람들끼리의 사이’의 의미로
쓰이는 ‘-간(間)’은 중국어에서는 ‘之’와 결합하여 ‘之間’처럼 합성명사로 쓰인
다. 예를 들면 ‘형매지간(兄妹之間)3), 부부지간(夫婦之間), 피차지간(彼此之間),
형제지간(兄弟之間), 아문지간(我們之間)4)’과 같이 쓰인다.5) 그러나 다음 (6)에
서의 ‘간(間)’은 ‘서로 관계있는 사람들끼리의 사이’가 아닌 ‘추상적인 의미로
3) 중국어의 ‘형매지간(兄妹之間)’은 한국어의 ‘남매간(男妹間)’에 해당한다.
4) ‘아문지간(我們之間)’은 ‘우리 사이’에 해당한다.
5) 중국어에서의 방위사(方位詞)는 다음과 같이 ‘以 , 之’와 결합하여 합성명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간(間)’은 2음절 이상의 한자어와 쓰일 때는 ‘之’와 결합하여 쓰
인다.
上 以上 之상
下 以下 之下
間 - 之間

內 以內 之內
外 以外 之外

前 以前 之前
後 以後 之後

한자어 ‘間’의 의미와 용법 191

쓰이는 사이’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의미로 쓰인 예들이다.
(6) ㄱ. 불호간(不好間), 상신간(相信間), 상친간(相親間), 의사간(擬似間), 의신
간(疑信間), 인정간(人情間), 존시간(尊侍間), 졸창간(卒倉間)
ㄴ. 국제간(國際間), 남북간(南北間), 다국간(多國間), 양국간(兩國間), 한미
간(韓美間)

‘사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間)’과 결합하여 쓰이는 명사들은 자립명사로
쓰이지 못하고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명사로 쓰이거나 조사 ‘의’,
혹은 ‘에’와 어울려 쓰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ㄱ. 다자간 협정; 국제간 협력
ㄴ. 고부간의 갈등; 국제간의 경쟁; 상호간의 갈등; 서로간의 신뢰관계
ㄷ. 부부간에 금실이 좋다. / 상호간에 어떤 연계성을 찾을 수 없었다. /
국제간에 경제적인 균등한 분배 없이는 그 어떠한 평화도 없다.
ㄹ. 그 두 사람은 남매간이다.
ㅁ. 모녀간이 어쩜 그렇게 다를까.

(7ㄱ)에서 보듯이 ‘-간(間)’과 결합된 명사들은 자립명사로 쓰이지 못하고
‘다자간 협정’, ‘국제간 협력’과 같이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관형명사로 쓰인다.
그리고 (7ㄴ)에서 보듯이 ‘고부간의 갈등’, ‘국제간의 경쟁’처럼 조사 ‘의’와 결
합하여 쓰이거나 (7ㄷ)처럼 조사 ‘에’와 결합하여 쓰인다. 그밖에 (7ㄹ)과 같이
계사 ‘이다’와 쓰이거나 (7ㅁ)과 같이 주격조가 ‘이’와 쓰이는 예도 보인다.

2. ‘동안’의 의미로 쓰이는 ‘-間’
‘동안’의 의미로 쓰이는 ‘-간(間)’은 다음과 같다.
(8) ㄱ. 금명간(今明間), 다년간(多年間), 순식간(瞬息間), 일순간(一瞬間)
ㄴ. 당분간(當分間), 별안간(瞥眼間), 조만간(早晩間)

《연세》에서 (8ㄱ)은 명사로 제시되어 있고, (8ㄴ)은 부사로 제시되어 있으

192 冠嶽語文硏究 第43輯

며 이와 같은 예들은 소수에 불과해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각
각 명사, 부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이 ‘금명간(今明間)’, ‘당분간(當分
間)’처럼 명사적으로도 쓰이거나 부사적으로도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9) ㄱ. 서울 근교에 당분간 지낼 만한 곳은 없겠습니까?
ㄴ. 별안간 그게 무슨 말씀이오?
ㄷ.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조만간 내각이 바뀔 테지요.
ㄹ. 금명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10) ㄱ. 국가 재정은 변방의 유목 민족과의 다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피폐해
졌다.
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ㄷ. 그 여자가 어쩌면 금명간에 여길 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ㄹ. 당분간의 용돈은 내일 보내 드릴게요.
이상《연세》

(9ㄱ ~ ㄷ)에서의 ‘당분간(當分間)’, ‘별안간(瞥眼間)’, ‘조만간(早晩間)’은 모두
부사이면서 부사어로 쓰인 것들이다. 반면에 ‘금명간(今明間)’은 명사이지만
(9ㄹ)에서 보듯이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10ㄱ ~ ㄷ)에서의 ‘다년간(多年間)’,
‘순식간(瞬息間)’, ‘금명간(今明間)’은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고 있
다. ‘당분간(當分間)’은 부사이지만 (10ㄹ)과 같은 예문에서 명사적으로 쓰이어
조사 ‘의’와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간(間)’은 ‘동안’의 의미로 쓰일
때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3. ‘장소’의 의미로 쓰이는 ‘-間’
다음은 ‘간(間)’이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11) ㄱ. 과방간(果房間), 구류간(拘留間), 기계간(機械間),
목욕간(沐浴間), 세수간(洗手間)
ㄴ. 나뭇간(-間), 대장간(-間), 마굿간(-間), 방앗간(-間),
외양간(-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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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ㄱ)은 한자어와 결합된 것이고, (11ㄴ)은 고유어와 결합된 것이다. 김창
섭(1999: 76-77)에서는 ‘대문간, 아랫간’의 ‘간(間)’을 ‘칸’의 의미로 나누고 있
고, ‘구류간, 외양간’의 ‘간(間)’을 ‘집이나 장소’의 의미로 나누고 있다. 본고에
서는 ‘칸’, ‘장소’를 따로 나누지 않고 ‘장소’에 묶기로 한다. 위의 예들은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어에서는 ‘방’, ‘실’의 의미로 ‘간(間)’이 쓰일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위생
간(衛生間), 세수간(洗手間), 단인간(單人間), 쌍인간(双人間)’ 등이 있다. ‘위생
간(衛生間)’과 ‘세수간(洗手間)’은 ‘화장실’이고, ‘단인간(單人間)’은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고 ‘쌍인간(双人間)’은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다.

4.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이는 ‘-間’
접미사로 쓰이는 ‘간(間)’은 ‘사이’, ‘동안’, ‘장소’의 의미 외에 다음과 같이
일부 명사와 결합하여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12) ㄱ. 가부간(可否間), 좌우간(左右間), 하여간(何如間)/여하간(如何間)
ㄴ. 고하간(高下間), 고헐간(高歇間)
ㄷ. 다소간(多少間), 이해간(利害間), 친소간(親疎間)

(12ㄱ)은 모두 ‘어쨌든’, ‘어찌하든지 간에’의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고,
(12ㄴ)에서의 ‘고하간(高下間)’에 대해서《표준》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따
지지 아니함’, ‘신분이나 지위가 높든 낮든 따지지 아니함’, ‘물건 따위의 값이
비싸든 싸든 따지지 아니함’, ‘품질이나 내용이 좋든 나쁘든 따지지 아니함’과
같이 네 가지 의미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 오는 명사에 따른
풀이이다. 해당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3) ㄱ. 사장님하고 같이 오신 손님이면 연령이야 고하간에 당연히 대접을
해 드려야지.《표준》
ㄴ. 지위의 고하간에 아무도 출입시키지 마십시오.《표준》
ㄷ. 값은 고하간에 가장 좋은 물건을 주시오.《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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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ㄱ)은 ‘나이가 많든 적든 따지지 아니함’에 해당하는 예문인데 ‘고하간
에’ 앞의 ‘연령’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된 것이고, (13ㄴ)은 ‘신분
이나 지위가 높든 낮든 따지지 아니함’에 해당하는 예문인데 ‘고하간에’ 앞에
오는 ‘지위’ 때문에 그렇게 풀이된 것이다. (13ㄷ)도 마찬가지이다. ‘고하간(高
下間)’은 앞에 오는 명사에 때라서 ‘~든 ~든 따지지 아니함’의 의미로 쓰인
다.6) 다시 앞의 (12)로 돌아가면 (12ㄴ)의 ‘고헐간(高歇間)’은 ‘물건 따위의 값
이 비싸든 싸든 따지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다. (12ㄷ)의 ‘다소간(多少間)’, ‘이
해간(利害間)’, ‘친소간(親疏間)’에서 ‘간(間)’은 대립되는 ‘多少’, ‘利害’, ‘親疏’와
같이 쓰인 것들이고 ‘많든 적든 얼마간’, ‘이가 되든 해가 되든’, ‘친하든 친하
지 아니하든 가리지 아니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위에서 ‘-간(間)’이 ‘상관없음’, ‘가리지 아니함’, ‘따지지 아니함’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ㄱ. 가부간 의논해서 결정합시다.《표준》
ㄴ. 삼촌은 이렇다 저렇다 가부간에 말이 없었다.《표준》
(15) ㄱ. 하여간 내 결심은 요지부동이니, 그리 알고 돌아가게.《연세》
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소문에는 그렇답디다.
《연세》
(16) ㄱ. 어떤 녀석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좌우간 담 너머로 수상한 휘파람
을 부는 녀석이 있었다.《표준》
ㄴ. 좌우간에 수고들 많았어.《연세》

6) 하지만《연세》에서는 ‘고하(高下)’만이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주로 ‘~의 고하를 막론하고’의 꼴로 쓰이어]
① (사회적인 지위나 계급 따위의) 높은 것과 낮은 것.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 사원은 제복을 착용한다.
② (나이의) 많은 것과 적은 것.
¶면역 항체가 없는 개체는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감염된다.
③ (값이) 비싸거나 싼 것.
¶사람들 사이에서 찬조금 액수의 고하와 부과 대상자의 선별
을 두고 말이 많았다.

한자어 ‘間’의 의미와 용법 195

(14 ~ 16ㄱ)은 모두 조사 없이 쓰인 예들이고, (14 ~ 16ㄴ)은 모두 조사
‘에’와 결합하여 쓰인 예들이다. ‘가부간(可否間), 하여간(何如間), 좌우간(左右
間)’은《표준》과《연세》에서 부사로 분류되어 있다.7)
《표준》에서는 다음 (17)과 같이 ‘간(間)’이 4음절 한자어에서 쓰인 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간(間)’도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들의 뜻
풀이는 ‘~든 ~든’, ‘~든 ~든 간’, 혹은 ‘관계없음’, ‘관계하지 아니함’으로 되
어 있다.
(17) ㄱ. 위불위간(爲不爲間), 이불리간(利不利間)
ㄴ. 유무죄간(有無罪間), 족부족간(足不足間)

(17ㄱ)에서의 ‘위불위간(爲不爲間)’과 ‘이불리간(利不利間)’은 부사로 제시되
고, (17ㄴ)에서의 ‘유무죄간(有無罪間)’과 ‘족부족간(足不足間)’은 명사로 제시
되어 있다. 또한 명사로 분류된 ‘유무죄간(有無罪間), 족부족간(足不足間)’에
대한 뜻풀이에서는 주로 ‘유무죄간에’/‘족부족간에’ 꼴로 쓰인다는 정보를 제
공해주고 있다. ‘위불위간(爲不爲間)’은 ‘되든 되지 아니하든. 하든 하지 아니
하든’으로 풀이되어 있고, ‘이불리간(利不利間)’은 ‘이가 되든지 해가 되든지
간에’의 의미로 풀이되어 있다. ‘유무죄간(有無罪間)’은 ‘[주로 ‘유무죄간에’ 꼴
로 쓰이어] 죄가 있고 없음에 관계하지 아니함’으로 풀이되어 있으며 ‘족부족
간(足不足間)’는 ‘[주로 ‘족부족간에’ 꼴로 쓰이어] 어떤 것이 자라든지 모자라
든지 관계없음’으로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何如間)’, ‘가부간(可否間)’
의 ‘-간(間)’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 ㄱ. 위불위간 통지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표준》
ㄴ. 이불리간 반드시 해야 할 일.《표준》
ㄷ. 족부족간에 일단 셈이나 하자.《표준》

7) ‘아무튼, 어떻든, 어쨌든, 어쨌든지,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상관없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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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접명사로 기능하는 ‘間’
한자어 ‘간(間)’은 접미사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접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간(間)’은 명사 어기 뒤에 결합되어 접미사처럼 쓰
이던 것이 약간의 자립성을 얻어 의존명사의 용법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
아 왔다(노명희, 1997: 334). 고영근(1972=1989), 노명희(2005: 111)에서도 의
존명사로 보고 있다.
사전에서 의존명사로 제시된 ‘간(間)’의 뜻풀이와 예를 보이면 <표 3>과 같
다.8)

<표 3>
사전

품사

의미

예

①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의 사이.
② (일부 명사 뒤에 쓰이어) ‘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
한다.
《표준》

의

③ (‘~고 ~고 간에’, ‘~거나 ~
거나 간에’, ‘~든지 ~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구성으로 쓰이어) 앞에 나열된
열심히만 해라.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
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
① (서로 관계가 있는 것들끼리 와 자식들 간에도 항상 대화로 문
의) 사이를 나타냄.
제를 풀어야 한다. / 아내와 남편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연세》

의

북한에서 포장도로는 외국인이 자
주 다니는 개성과 평양, 원산과 평
② (장소나 거리의) 사이나 간격
양 간이나 비행장 주변에만 국한되
을 나타냄.
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비포장도로
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든
③ [주로 ‘~거나, 고’, ‘~든가, ~
악하게 태어났든 간에 그 사회를
든지’ 다음에, ‘~간에’의 꼴로 쓰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시 개
이어] 상관없음을 나타냄.
인의 품성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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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볼 수 있듯이《표준》과《연세》에서 ‘간(間)’은 의존명사로 제
시되어 있고, 그 의미는 모두 ‘사이/사이나 간격’, ‘관계/사이’, ‘가리지 않음/
상관없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 세 가지 의미 외에 ‘4박 5일 간’
과 같이 ‘동안’의 의미로 쓰이는 ‘간(間)’도 있다.
노명희(2003: 83-91)에서는 다양한 구 구성을 어기로 취하는 접미한자어
‘상(上)’, ‘하(下)’, ‘론(論)’, ‘설(說)’ 등을 들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의 건강이 이
상하다는 설이 있다’에서의 ‘설’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의존명사로
보고 있다. 또한 접미한자어는 일반적으로 구에 결합하여 통사적 과정에 활
발히 참여하며, 접사와 자립형식의 중간 범주라는 점에서 접어(clitic)적인 성
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김창섭(2007/2011)에 따르면 ‘[[국문과]NP [출신]N]NP’에서의 ‘출신’은 앞에
보충어를 요구하고, 직접 결합하여 쓰이는 보충어는 격표지를 가질 수 없고,
보충어와 ‘출신’ 사이에 ‘출신’을 수식하는 어떤 요소도 올 수 없다. 김창섭
(2007)에서는 부접명사의 예로 한자어 ‘상(上)’과 ‘연(然)’을 들고 있다.
(19) ㄱ. [[뜨거워진 해수면]NP [상]N]NP
ㄴ. [[대단한 애국자]NP [연]N]NP
(20) ㄱ. [[부모와 자식]NP [간]N]NP
ㄴ. [[서울과 부산]NP [간]N]NP
ㄷ. [[4박 5일]NP [간]N]NP
ㄹ. [[크든 작든]NP [간]N]NP

(19)는 김창섭(2007)에서 제시된 예들인데 한자어 ‘간(間)’도 ‘상(上)’, ‘연
(然)’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보충어를 가진다. 즉 (20)에서 보듯이 ‘간(間)’ 앞의
보충어는 각각 ‘부모와 자식’, ‘서울과 부산’, ‘4박 5일’, ‘크든 작든’과 같은 명
사구들이다. 그리고 보충어와 ‘간(間)’ 사이에 다음과 같이 어떤 요소도 올 수
없다.
(21) ㄱ. *부모와 자식은 간
8)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間)’은 부접명사로 쓰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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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서울과 부산의 간
ㄷ. *4박 5일에 간

본고는 김창섭(2007/2011)의 논의를 따라 보충어와 결합하여 쓰이는 ‘간
(間)’을 부접명사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이’와 ‘간격’이나 ‘거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間)’을 하나로 묶어서 ‘사이’
로 한다. 그리고 ‘동안’의 의미, ‘상관없음’의 의미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9)

1. ‘사이’의 의미로 쓰이는 ‘間’
‘사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間)’은 ‘부부간(夫婦間), 남매간(男妹間), 국제
간(國際間)’처럼 명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이 구와 결합하여
쓰이는 예들을 볼 수 있다.
(22) ㄱ. 이번 사건을 ‘정부와 특정 재벌 간의 힘겨루기’ 차원으로 떨어뜨려
문제의 본질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ㄴ. 이 항목은 사실상 6, 8, 9항에서 확인된 남성과 여성 간 비형평성 발
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ㄷ. 다음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비문이다.
ㄹ. 합성어 요소 간의 관계 (→ 한국어학 논문에서 많이 쓰이는 구임)
9) 이주행(2009: 116-8)에서는 ‘간(間)’을 ‘간1(間)’과 ‘간2(間)’로 나누고 있는데 ‘간2
(間)’는 연결어미 ‘~든지’나 ‘~거나’ 뒤에 오거나 체언 뒤에(高下) 오는 ‘간(間)’이
고, ‘간1(間)’은 ‘사이’, ‘동안’ 등의 의미로 쓰이는 ‘간(間)’이다. ‘~든지’ 뒤에 오거
나 ‘~거나’ 뒤에 올 때의 ‘간2(間)’을 보조사로 간주하고, 나머지 경우에 쓰이는
‘간1(間)’을 의존명사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주행(2009:
298-9)에서는 ‘간1(間)’의 원형 적인 의미는 ‘어떠한 사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
은 예들을 들고 있다.
ㄱ.
ㄴ.
ㄷ.
ㄹ.
ㅁ.

노동자와 사용자 간1의 갈등은 상호 신뢰를 잃은 데서 온다.
부모와 자식 간1에도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사자와 호랑이 간1의 싸움은 볼 만 한다.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구간은 광천과 목포 간1이다.
이 책상과 저 책상 간1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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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미국과 프랑스 간 단독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간(間)’은 명사와 결합할 뿐만 아니라 (22)와 같이 ‘정부와 특정 재벌’, ‘남
성과 여성’, ‘주어와 서술어’, ‘합성어 요소’, ‘미국과 프랑스’ 등과 같은 명사구
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간(間)’은 이와 같이 ‘사이’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
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사와의 결합 양상을 보인다.
(23) ㄱ.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므로 폐지돼야 한다.
ㄴ.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량, 불량 작품 간의 차별화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ㄷ.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 간에는 신당지지 여부를 둘러싼 릴레이 성명
전이 벌어졌다.
ㄹ.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ㅁ.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구간은 광천과 목포 간이다. (이주행, 2009: 299)

(23ㄱ ~ ㄹ)에서 보듯이《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간(間)’은 ‘NP 간
NP’, ‘NP 간의 NP’, ‘NP 간에’처럼 세 가지 용법을 보인다. 그 밖에 이주행
(2009: 299)에서 제시된 (23ㅁ)과 같이 ‘이다’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사이’의
의미로 쓰이는 ‘간(間)’은 다음 (24)에서 보듯이 부접명사이다. 그 구조는 (25)
와 같다.
(24) ㄱ.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에)
ㄴ.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간(의/에)
ㄷ. *사업자와 근로소득자로 간(의/에)
(25) [[사업자와 근로소득자]NP [간]N]NP

2. ‘동안’의 의미로 쓰이는 ‘間’
‘동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間)’은 ‘금명간(今明間), 다년간(多年間), 일순
간(一瞬間)’ 외에 다음 (26)과 같이 시간과 관련된 명사구를 보충어로 하여 쓰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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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ㄱ. 김 대통령에게 남은 8개월간의 임기는 결코 긴 것이 아니지만 여전
히 기회는 있다.
ㄴ. 4박 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온 그는 휴가비 정산을
해 보다 깜짝 …
ㄷ. 1달여간 이어진 시위에서 74명이 사망했다.
ㄹ. 크라이슬러는 지난 6주간 할인 혜택을 대당 800달러나 늘려주는 공
격적인 판촉을 했지만.
ㅁ. 그동안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에서 시작, 1백 59일간에 걸친 수사,
공판과정에서도 남다른 감회가 없지 않았다.

(26)에서 보듯이 ‘간(間)’은 ‘남은 8개월’, ‘4박 5일’, ‘1달여’, ‘지난 6주’, ‘1백
59일’와 같은 시간과 관련된 명사구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는데 ‘간(間)’은 (26
ㄱ ~ ㄴ)과 같이 ‘남은 8개월간의 임기’, ‘4박5일간의 휴가’처럼 조사 ‘의’와 결
합하여 ‘NP 간의 NP’로 쓰이고, (26ㄷ~ㄹ)과 같이 ‘1달여간 이어진 시위’,
‘지난 6주간 할인 혜택’처럼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NP 간 NP’로 쓰인다. 그
리고 (26ㅁ)과 같이 ‘1백 59일간에 걸친 수사’처럼 ‘NP 간에’와 같은 용법을
보인다. ‘동안’의 의미로 쓰이는 부접명사 ‘간(間)’의 조사와의 결합 양상과 구
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7) ㄱ. 4박 5일 간(의/에)
ㄴ. *4박 5일의 간(의/에)
ㄷ. *4박 5일 긴 간(의/에)
(28) [[4박 5일]NP [간]N]NP

3.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이는 ‘間’
1) ‘~든지 ~든지 간에’류
3장에서는 접미사로 쓰이는 ‘-間’의 용법 중에서 ‘상관없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가부간(可否間)’, ‘좌우간(左右間)’, ‘하여간(何如間)’ 등을 언급하였고,
그리고 4음절 한자어에서도 ‘間’이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논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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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ㄱ. 가부간(可否間), 좌우간(左右間), 하여간(何如間), 이해간(利害間), 친
소간(親疏間)
ㄴ. 위불위간(爲不爲間), 유무죄간(有無罪間), 이불리간(利不利間), 족부족
간(足不足間)

(29)와 같이 ‘간(間)’은 대부분 대립되는 사실 뒤에 쓰이거나 부정소가 쓰인
‘X不X’ 뒤에 쓰이기도 한다. 이 ‘간(間)’은 일부 명사와만 결합되어 쓰이는데
아래에서 살펴볼 ‘믿든지 말든지 간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이는 부접명사 ‘간(間)’은 ‘믿든지 말든지 간에’와 같
이 ‘~든지 ~든지’와 같은 명사구를 보충어로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이
나 ‘4박 5일 간’의 ‘간(間)’과 다른 용법을 보여준다. ‘간(間)’이 ‘상관없음’의 의
미로 쓰이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0) ㄱ. 뒤돌아보면 크든 작든 간에 우린 늘 후회에 시달려왔다.
ㄴ.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표준》
ㄷ. 영어로는 애인이건 하숙집 주인이건 누구건 간에 당신은 그저 you
이다.
ㄹ. 종교야 믿든 안 믿든 간에 확실히 야만스러운 일인데 …

(30)에서 보듯이 ‘간(間)’ 앞에 오는 보충어들은 ‘크든 작든’,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애인이건 하숙집 주인이건 누구건’, ‘믿든 안 믿든’과 같이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사실 혹은 부정소가 쓰인 명사구들이다. 또한 이 ‘간
(間)’은 조사 ‘에’와만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간(間)’이 요구하는 보충어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쓰인다.
(31) ~든 ~든 간에

~든 간에

~든 ~든 ~든 간에
~든지 ~든지 간에

~든지 간에

~던 ~던 간에
~건 ~건 간에
~건 ~건 ~건 간에

~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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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거나 간에

~거나 간에

~고 ~고 간에

‘간에’ 앞에 쓰이는 어미들은 주로 ‘~든 ~든/~든지 ~든지’ 등과 같이 중
첩되어 쓰이는 것들이 많고, ‘~든/~든지/~건/~거나 간에’처럼 중첩되지 않
은 형태로 쓰이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32)와 같이 부정소가 쓰인
예들도 발견된다.
(32) ~든지 아니면 ~든지 간에
~든 안 ~든 간에
~든 ~지 않든 간에
~던 아니던 간에
~거나 아니면 ~거나 간에
~건 아니면 ~건 간에

중첩된 어미 사이에 ‘또한, 또는, 혹은’이 쓰이는 예들도 보인다.
(33) ~든 또한 ~든 간에
~든지 또는 ~든지 간에
~거나 또는 ~거나 간에
~건 또는 ~건 간에
~건 혹은 ~건 간에

또한, (34)와 같이 ‘누구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와 같이 쓰이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아무렇거나 간에’와 같이 쓰이기도 한다.
(34) 누구이든 간에 ~
무엇이든 간에 ~
어떻든 간에 ~
아무렇거나 간에 ~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이는 부접명사 ‘간(間)’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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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NP [간]N]NP

일상 발화에서 다음 (36)과 같이 ‘이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누구한
테 치이든 간에’만으로 한 문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36) ㄱ. 이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ㄴ. 누구한테 치이든 간에.

2) 연결어미와 ‘간에’와의 호응
1)에서 보듯이 ‘간(間)’이 ‘상관없음’의 뜻으로 ‘~든 간에’, ‘~든지 ~든지 간
에’, ‘~거나 간에’처럼 쓰인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경우의 ‘~든’, ‘~든
지’, ‘~거나’는 ‘상관없음’, ‘가리지 아니함’의 의미로도 쓰인다. ‘-든/-든지/-든
가’ 등의 대한 품사 분류는《연세》에서는 주로 연결어미와 보조사로 분류되
어 있다. 제시된 예들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간에’ 없이 쓰이는 것도 보
<표 4>
종류

품사

예

-든

연결어미

싫든 좋든 문학사는 사회사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이든

조

송아지든 어미소든 간에 소는 다 몰라 오너라.

-든지

연결어미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어김없는 나의 모습일 수
밖에 없다.

든지

조

커피든지 홍차든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라.

이든지

조

무슨 말이든지 좀 하세요.

든가

조

사과든가 배든가 아무거나 가지고 오너라.
누구든가 한 사람은 가야 한다.

이든가

조

언제든가 그를 찾아보아야 한다.
누구든가 한 사람은 가야 한다.

건

연결어미

그나마도 어느 끼니에 나온 밥이 흰밥이건 잡곡밥이건 간에 서로
따져 본 적도 없다.
내 병이 남에게 전염되어 아프건 말건 결석 안 해서 앞서가야겠다
는 낡은 이기심을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

거나

연결어미

남이야 무슨 일을 하거나 자네나 잘 하게.
생명이 끊긴다는 것은 인간이나 식물이거나 간에 너무나 처절한
아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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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간에’와 같이 쓰인 것도 보인다.
<표 4>에서 보듯이 ‘든/든지/든가/건/거나’ 뒤에 ‘간에’가 반드시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희자 · 이종희(1998: 53-54, 248-250)
에서도 다음과 같이 ‘~든지 ~든지 간에’의 꼴이나 ‘~든지 ~든지’의 꼴로 쓰
인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37) 이든
1. (‘누구, 무엇, 아무’ 등의 말에 붙어) ‘~이라도 가리지 않고’의 뜻을 나
타냄.
2. (‘~든 ~든 간에’의 꼴이나 ‘~든 ~든’의 꼴로 쓰이어) ‘~이나 ~이나
가리지/구별하지 말고’의 뜻을 나타냄.
누구든 간에 자신을 없애 버리고 싶을 지경으로 미워하는 사실을 하
루종일 온몸으로 느낀다는 건 이겨내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3자 회담이든 4자 회담이든 간에 빨리 열어 남북한 6천만 민중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돈이 없으면 돈
을,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빌려다 자기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 아
닌가?
이든가
1. (‘누구, 무엇, 아무’ 등의 말에 붙어) ‘~라도 가리지 않고/상관없이’의
뜻을 나타냄.
2. (‘~든가 ~든가 간에’의 꼴이나 ‘~든가 ~든가’의 꼴로 쓰이어) ‘~이나
~이나 가리지 않고/상관없이’의 뜻을 나타냄.
술기가 활활 달아오름에 따라서 인젠 뭐든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든가 저 사람이든가 한 사람은 떠나야 한다.
이리하여 일반 세속의 상식이든가 철학사의 상식이든가 간에 제임즈
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 정신의 발전에 있어서 위대한 평균 상태를 뜻
한다.
이든지
1. (‘누구, 무엇, 아무’ 등의 말에 붙어) ‘~라도 가리지 않고 모두’의 뜻을
나타냄.
2. (‘~든지 ~든지 간에’의 꼴이나 ‘~든지 ~든지’의 꼴로 쓰이어)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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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가리지 않고’의 뜻을 나타냄.
나는 인턴을 마친 뒤 레지던트 진입을 유보한 채 1년이든지 2년이든
지 쉴 수 있었다.
우선 오는 토요일쯤 가게든지 주택이든지 저와 함께 좀 보러 다녀 주
세요.

1)에서 살펴본 ‘~든 ~든 간에’, ‘~든지 ~든지 간에’ 등과 같이 ‘든/든지/
든가/건/거나’와 ‘간에’가 호응하여 쓰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든지 ~든지’, ‘~거나 ~거나’ 등과 같이 쓰이는 ‘간에’를 의미 중첩으로 보
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한 문장에서
중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8) ㄱ. 안 무당의 춤은 매 동작마다 끊겼다.《연세》
ㄴ. 오직 그대만. (영화 제목)
ㄷ. 학원 입시 지원자 및 합격자 분석표를 각 단과 대학별로 제시했다.
《연세》
ㄹ. 단지 그들은 그들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연세》

(38)에서 보듯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매(每)’와 ‘마다’, ‘오직’과 ‘만’, ‘각
(各)’과 ‘별(別)’, ‘단지(但只)’와 ‘뿐이다’가 어울려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용법
들은 어떤 의미를 더하기보다는 강조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어울려 쓰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에’가 쓰인 예들과 ‘간에’가 생략된 예들을 살펴보자.
(39) ㄱ. 그나마도 어느 끼니에 나온 밥이 흰밥이건 잡곡밥이건 간에 서로 따
져 본 적도 없다.
ㄴ. 그나마도 어느 끼니에 나온 밥이 흰밥이건 잡곡밥이건 서로 따져 본
적도 없다.
(40) ㄱ.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ㄴ.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열심히만 해라.
(41) ㄱ. 송아지든 어미소든 간에 소는 다 몰라 오너라.
ㄴ. 송아지든 어미소든 소는 다 몰라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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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1ㄱ)은 모두 ‘간에’가 쓰인 예들이고, (39 ~ 41ㄴ)은 모두 ‘간에’가
생략된 예들이다. 하지만 ‘간에’가 쓰여도 쓰이지 않아도 의미상 차이가 없어
‘상관없음’, ‘가리지 아니함’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든
지 ~든지 간에’ 구성으로 쓰이는 ‘간에’를 강조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중첩
되어 쓰이는 것으로 본다. 한편 ‘간에’가 생략된 예문 (39 ~ 41ㄴ)에서는 제시
된 두 가지 선택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는 듯하다.
‘간에’ 대신 다음의 (42ㄱ), (42ㄴ)처럼 ‘하여간’이 쓰이는 예문들도 발견되
고, (42ㄷ)에서 보듯이 ‘~든 ~든 간에 좌우간’처럼 같은 의미를 가진 ‘~든’,
‘간에’, ‘좌우간’이 쓰인 예문도 보인다.
(42) ㄱ. 선의의 경쟁이든 무슨 경쟁이든 하여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
선 용납이 안 되고…
ㄴ. 싫든 좋든 하여간 근 육칠 년간이나, 소위 부부란 이름을 띠고 지내
왔는데 …
ㄷ. 여기 박혀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죽든 살든 간에 좌우간 뛰
쳐나가 보려고 결심을 한 것이었다.《표준》

Ⅴ. 결론
본고는 한자어 ‘間’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어근, 접미사, 부접명사와 같이
세 가지 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間’은 2음절 한자어의 어근으로 쓰일 때는 ‘X’의 앞과 뒤에 모두 쓰일 수
있다. [間+X] 구조로 쓰일 때는 ‘사이’, ‘틈’, ‘거름’, ‘동안’, ‘섞임’, ‘중간’, ‘염탄
꾼’, ‘이간함’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그 용례는 [X+間] 구조보다
적다. [X+間] 구조에서는 주로 ‘사이’, ‘동안’, ‘장소’의 의미로 쓰인다.
접미사로 쓰이는 ‘-間’은 ‘사이’, ‘동안’, ‘장소’, ‘상관없음’ 네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사와의 결합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43) ‘사아’의 의미로 쓰이는 ‘-間’

→

다자간(의/에/이다/이)

‘동안’의 의미로 쓰이는 ‘-間’

→

당분간(의); 금명간(에)

‘장소’의 의미로 쓰이는 ‘-間’

→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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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間’의 의미

조사와의 결합 양상

구조

사이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에)

[[사업자와 근로소득자]NP [간]N]NP

동안

4박 5일 간(의/에)

[[4박 5일]NP [간]N]NP

상관없음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NP
[간]N]NP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이는 ‘-間’

→

가부간(에)

부접명사로 쓰이는 ‘間’은 ‘사이’, ‘동안’, ‘상관없음’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이’와 ‘동안’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모와 자식’, ‘4박 5
일’과 같은 명사구를 보충어로 요구하는 반면에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일 때
는 ‘~든 ~든 간에’, ‘~든지 ~든지 간에’처럼 ‘간에’ 앞에 ‘~든 ~든’, ‘~든지
~든지’ 등과 같은 명사구를 요구한다. 조사와의 결합 양상과 구조를 보이면
<표 5>와 같다.
‘상관없음’의 의미로 쓰이는 ‘間’은 앞에 오는 ‘든/든지/든가/거나/건’과 동
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든 ~든 간에’처럼 쓰이는 것을
의미 중첩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한 문장에서 중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든 ~든’ 뒤에 ‘간에’
가 쓰이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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