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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형절 사용의 장르적 특징과 대조 분석적 특징을 구체화하고 관형절의 
사용에 작용하는 지식 요소와 구성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
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형절을 한국인만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문법적 어려움
으로 인한 회피, 모어에서의 습관 등 여러 가지로 규명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관
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한국어 교
재의 관계절 교육 내용은 대개 관형사형 어미와 관련된 형태론적인 것이다. 그리고 보
문절은 중급부터 일부 표제 명사와 함께 덩어리로 제시하고 있다. 즉 관형절과 관련된 
현재의 교육 내용은 주요하게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각 어미가 가지고 있는 시제
나 상적인 의미,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절의 서술어나 표제 명사와의 결합 제약 
및 오류 방지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문법적 정확
성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실제 사용과 관련된 유창성의 발달은 기대하기 어렵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형절 교육의 실태를 보완하고자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정리하여 체계화하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의 장르적 특징과 언어 유형론적 특징, 학습
자의 사용에 나타난 특징을 포착하여 관형절의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도출하였는데 이들은 다시 지시적 측면과 맥락적 측면, 그리고 텍스트 구성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각각 지시 기능, 맥락적 의미 기
능, 그리고 텍스트 구성적 기능이라고 칭한다. 
  먼저 지시 기능은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으로
서 담화상의 지시 대상을 의미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기능으로 분화
한다. 첫 번째는 표제 명사로 표시되는 대상의 범주를 한정하여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
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으로 보문절은 표제 명사에 대하여 의미론적 보충
을 하는바 지시 측면에서는 모두 이 기능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한적 용법의 관계절이 
이 기능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하여 정보를 부가하거나 해설하는 기능으
로 관계절의 비제한적 용법이 이에 해당하며 역시 대상을 지시하는 데 일조하지만 의
미론적으로 필수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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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맥락적 의미 기능은 지시 기능보다 확장된 차원 즉 맥락 층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상황 맥락 요소 중 지시 대상이나 담화 배경, 담화 생산자와 관련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형절의 명제에 지시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거나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거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자와 공유할 맥락을 형성
한다. 
  끝으로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주로 응집성이나 일관성으로 표현되는 텍스트의 결속 
구조를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지시 대상을 도입하고 앞에 
있었던 내용을 조응하고 지시 대상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과 체계적 관련성을 나타낸
다. 또한 연속적 사태나 부차적 사건을 설명하여 서사를 구성하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제를 요약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아 Ⅲ장에서는 
관형절 사용의 장르적 특징과 대조 분석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관형절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르적 요소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어 기성 텍스트를 분석하여 도출한 
것으로 텍스트의 서사성, 묘사성, 응집성, 화제의 추상성과 구체성,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화의 차이, 그리고 화자의 의도성으로 정리된다. 서사성, 묘사성, 응집성은 각각 
그 정도가 높을수록 텍스트 내 관형절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화제의 추상성과 구
체성에 따라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가 달라지고 글의 전개가 치 하고 조직적인 
장르의 텍스트일수록 관형절의 사용률은 높아진다. 또한 장르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도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관형절에 나타나는 맥락적 정보 또한 달라진다.
  관형절 사용의 대조 분석적 특징은 한국어 소설과 그것의 영․중․일 번역본, 한국 신
문의 논설 기사와 그것의 외국어판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으로 대
상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재배치, 대상에 대한 맥락적 정보 점착, 화자의 맥락적 의도 
표현, 간접 표현에 의한 객관화로 정리된다. 이들은 모두 외국어 텍스트에서와 비교하
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어 관형절의 기능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앞의 두 가지
는 연속적인 사태를 표현할 때 대등절이나 종속절을 사용하여 서술 관계로 풀어서 나
열하기보다는 사건의 주체나 객체인 표제 명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관련성을 찾아 재배
치하고 관형절을 사용하여 수식 관계로 표제 명사에 점착하여 표현하기를 선호하는 특
징을 말한다. 화자의 맥락적 의도 표현은 관형절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맥락적 의미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한국어 텍스트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말
한다. 간접 표현에 의한 객관화는 보문절 사용의 특징을 말하는데 영어나 중국어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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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보문절의 명제를 직접 주절에 실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보문절
의 내용을 추상 명사에 귀속시켜 개념화하고 객관화하는 양상이 종종 나타난다. 
  실제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성한 텍스트에서는 내용 구성의 특징에 따라 서사성, 묘
사성, 총칭성과 개별성, 체계적 관련성, 친숙성이 관형절 사용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 앞의 네 가지 요소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화제의 친
숙성은 외국인 화자가 한국인을 청자로 상정하고 글을 쓸 때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
은 화제를 다룰 경우 관형절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부가하는 경향을 포착한 것으
로 화자는 화제에 대한 청자의 지식수준을 가늠하여 정보 제공량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관형절의 구성 및 사용에 작
용하는 특징들을 교육 내용 요소로 삼으면 먼저 지시 차원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화제
의 총칭성, 개별성, 추상성, 구체성에 따라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가 바뀌고 화
제의 친숙성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과 양이 결정된다. 맥락 차원에서는 가능한 맥
락적 정보를 이해하고 맥락화하고자 하는 요소를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하여 표현한
다. 텍스트 차원에서는 관형절을 사용하여 텍스트의 구조에 맞추어 화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응집성 실현의 기제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마무리에서 주제를 강조하거
나 요약한다.
  본고는 그간 관형사형 어미라는 형태적 특징과 그에 따른 의미 기능과 제약, 내포문
의 하나로서 표제 명사의 의미나 시제·상 등에 의한 통사적 특징과 그에 따른 제약 등
에 치중된 한국어 관형절의 연구를 담화 화용적 차원의 논의로 확장하고, 관형절의 담
화 화용적 기능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형태·통사론적 오류 교정 및 제약의 인식 등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어 관형절의 교육 내용을 언어 사용의 보다 실제적인 차
원으로 옮겨서 이론화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관형절, 관계절, 보문절, 담화, 화용론, 기능, 한국어 문법 교육, 지시, 맥락, 
텍스트, 응집성, 장르, 대조 분석, 언어 유형론

  학  번: 2014-3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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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나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1)을 체계화하여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 한국어 관형절의 장르적 특징과 대조 
분석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분
석하여 실제 담화에서 한국어 관형절을 보다 생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에 의해 형태적으로 먼저 인식되는 한
국어의 관형절은 내부적으로는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하는 절의 구성을 이루며 후
행하는 표제 명사를 수식하여 모문에 대한 내포문으로 기능한다. 관형절은 복합문
을 구성하는 문장 확대의 한 방법으로서 언어 능력이 발달해 감에 따라 사용 빈도
도 높아지며 이 때문에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초급부터 고급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
수되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 문법 항목이다. 관형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가.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대 한국어 1B, 156쪽)
      나. ‘웃는 게 취미라서 직업으로 하고 싶다’는 행정 고시 출신 개그맨의 예는 [사회적 

위세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연세 한국어 5-1, 54쪽)

      다. [유학을 포기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이화 한국어 

1) 본 연구는 관형절이라는 언어 형식에 반영된 언어 사용의 특정 측면을 연구와 교육의 대
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람브리치트(Lambrecht, 1994)의 논의를 빌려 관
형절의 사용, 즉 의미와 해석의 기능을 담화 화용적 기능이라고 명명한다. 

     문장의 어떤 형식적 특성은 그 특성을 가진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적 맥락과 비언
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담화는 문장의 사용을 의사소통의 
상황과 관계시키기 때문에 화용론의 일반적인 영역과 관련된다. 따라서 문법과 담화의 관
련성에 대한 연구의 일반적인 영역은 종종 “담화 화용론”이라고 불린다(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15). 담화 화용론은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왜 둘 이상의 문장 형식
으로 표현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어진 문장 형식과 담화에서의 문장
의 기능 사이의 관련성은 문법적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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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35쪽)

  여기에서 (1가)는 관계절, (1나)는 보문절, (1다)는 연계절이다. 관계절은 수식
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 내부에 상정될 수 있는 통사적 공백2)과 동일한 것을 지시
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관형절이다.3) 즉 (1가)에서는 수식을 받고 있는 ‘사
람들’이 관계절인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의 생략된 주어이다. 보문절은 동격절 또
는 내용절이라고도 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은 관계절과 같으나 관형절의 내
부에서 통사적 공백을 찾을 수 없다. 즉 (1나)에서 ‘사례’는 관형절의 내용을 동격
의 형식으로 간추린 역할만 한다. (1다)의 연계절은 보문절 중에서 표제 명사4)의 
성격에 따라 관형절과 주절 사이에 원인, 이유, 조건, 목적, 기준 등의 관계가 형
성되는 것을 연계절로 구분한 김지은(2002)의 논의 이후로 관형절의 체계를 구성
하는 한 부류로서 위상을 굳혔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관형절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관형사
형 어미 ‘-은’, ‘-는’, ‘-을’, ‘-던’의 형태와 결합 제약,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
는 점, 관형절의 시제나 상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선택, 그리고 관형절을 이루는 
서술어의 성격이나 후행하는 표제 명사의 성격에 따라 문장 내에서 표제 명사와 
결합하여 명사절처럼 기능하거나 조사, 연결 어미, 양태의 기능을 하는 우언적 구
성5) 등에 한정되어 있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해 
보면 관형절 교육 내용의 대부분은 관형절이 포함된 우언적 구성이다. 우언적 구
성에는 ‘에 대한’, ‘을 비롯한’ 등과 같이 조사 역할을 하는 표현과 ‘-을 겸’, ‘-는 
바람에’ 등과 같이 연결어미 역할을 하는 표현, ‘-을 따름이다’, ‘-는 법이다’ 등과 

2) 키넨(Keenan, 1985: 146-155) 등에 따르면, 표제 명사에 상응하는 요소가 관계절 내부
에서 표시되는 방식에는 인칭 대명사, 관계 대명사, 명사구, 공백의 4가지가 있다. 한국어
의 관계절은 이 중 공백을 활용하는 방식에 속한다. 즉, 표제 명사는 관계절 외부에 있고 
관계절 내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백이 있다.

3) 관계절에 대하여 벤들러(Vendler, 1968: 11)는 공지시적인 명사를 공유하고 있는 두 절 
중에, 어떤 한 절이 공지시적인 명사를 매개로 다른 절의 내포절이 된 것을 관계절이라 
한다고 정의한다. 

4) 표제 명사(head noun)는 학자에 따라 머리 명사, 핵어 명사, 핵심 명사, 관계 명사, 보문 
명사, 핵 명사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표제 명사라고 하기로 한다.

5) 우언적 구성(迂言的 構成, periphrastic construction)은 단일 형식 대신 사용되는, 보다 
긴 다단어 표현을 말한다(도재학, 2014: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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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양태의 기능을 하는 표현이 있다.
  문제는 관형절 교육이 대체로 관형사형 어미로 의미되는 관형절의 시제와 상적
인 특징, 서술어와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제약, 표제 명사와 관형절의 결합 제약 
등이 주를 이루어 형태·통사적 오류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제약과 오류 방지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보다 생성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그로 인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는 관형절이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것에 비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서는 그에 준하는 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다. 
  이는 그간 한국어 관형절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
다. 이를테면 국어학 쪽에서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시제와 상적인 특징 및 
제약을 분석하거나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론적 성격에 따른 관계화 제약, 관형절
과 주절 사이의 시제 관계, 관계절과 보문절로 대표되는 관형절의 체계, 관형절에 
후행하는 의존 명사, 완형 보문과 불구 보문, 영어나 일본어의 관계절과 대비한 대
조적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학 쪽에서는 주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거나 대조, 습득, 심리, 오류, 유형론 등의 이론에 기
반하여 교육 내용과 방안을 구안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즉 이들 연구는 대개 
전통 문법이나 생성 문법에 근거한 형태·통사·의미론적인 차원의 것으로 언어의 
본질적 차원인 ‘왜, 언제 사용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왜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능 차원에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형절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따라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기
능이나 통사론적인 수식 기능, 의미론적인 접속 기능 등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 언
어생활에서 왜, 언제 관형절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할 수 있는 담화 화
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생성한 다양한 장르의 실제 언어 자료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하여 체계화하고, 한국어 관형절의 대조 분석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생성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결과로부터 관형절의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형절은 한국어교육
의 초급에서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문법 항목인바 
그에 따라 담화 화용적 기능도 위계화하여 수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 내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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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관형절은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문법 항
목 중 하나이다. 그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의 담화에서는 그에 준하는 출력을 기대
하기 어렵다. 그들은 종종 관형절을 포함하는 내포문을 구성하기보다는 단문으로 
잘라서 말하곤 한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내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언어화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주요하게는 학습자들이 관형절을 언제 어
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관형절이 언
제, 왜 쓰이는지를 교육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관형절의 교육 내용은 대체로 관형사형 
어미로 대표되는 형태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도 후
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통사론적인 기능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학습
자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관형절을 생성적으로 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관형절
을 비교적 잘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더러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교육 실태를 감안
하면 이는 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한국인의 언어생활을 관찰하여 
우연적으로 학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보
다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가르치려면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
나 현재 한국어교육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관
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안의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및 교육적 설계가 촉구된다.
  앞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의 내용과 유용성
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서 관형절 교육에 대한 기능 문법적 접근의 필요
성을 규명한다.
  둘째, 한국인의 관형절 사용에 나타나는 장르적 특징과 대조 분석적 특징 및 학
습자들의 관형절 사용에 나타나는 특징의 분석을 통해 관형절의 구성과 사용에 작
용하는 요인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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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 내용을 고안한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
고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체계화하여 한국어 학습자
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성이 있
는 연구는 한국어 관형절의 교육에 관한 논의와 관형절의 기능에 관한 논의의 두 
방향으로 수렴된다. 

2.1. 한국어 관형절의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관형절 교육에 대한 논의는 신규석(1999)이 그 필요성을 제기
하며 시작되었고 오그레이디 외(O’Grady et al., 2001)에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한국계(heritage) 학습자와 비한국계(non-heritage) 학습자의 관계절 이해
에 대하여 비교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 본격적인 연구는 성지연(2002)을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
구의 대부분은 관형절의 시간 표현과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
며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오류 분석 가설과 대조 분석 가설에 기대어 있다. 또한 
관계절의 습득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명사구 접근성 위계(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NPAH)를 포함한 다양한 가설이 검토되고 있다.6)

6) 관계절의 습득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설이 수립되고 검증되어 온바 이들에 대하여 간략하
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명사구 접근성 위계 가설(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키넨과 콤리(Keenan 
& Comrie, 1977)가 유형적 유표성을 근거로 50여 개 언어에 대하여 관계절의 통사론적 
형태 연구를 통해 명사구 접근성 위계를 제시한 것으로, 모든 언어에 적용하는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절의 형성에서 표제 명사가 될 수 있는 관계절 내의 문장 
성분을 격에 따라 구분하면, 대체로 SU>DO>IO>OBL>GEN>OCOMP(주어>직목>간목>
사격>소유격>비교급의 목적어)의 순서를 따른다. 이는 관계절의 형성에서 표제 명사가 
될 수 있는 관계절 내의 문장 성분을 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무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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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표적임을 의미한다. 즉 왼쪽으로 갈수록 관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계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NPAH는 습득에 있어서 유표성 
일반화 가설(Marked Generalization Hypothesis)과 연결되는데, 즉 특정 문법 범주 내의 
유표적인 구조를 가르치면 가르치지 않은 상대적으로 덜 유표적인 구조로까지 학습의 일
반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격의 관계화를 습득한 학습자는 주격을 관
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유사 기능 가설(Parallel Function Hypothesis): 이는 영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의 관계절 
습득과 관련된 연구(Sheldon, 1974)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관계절 습득 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문법적인 기능이 같은 경우 서로 다른 경우보다 습득이 쉽다는 가설이다. 
즉 SS나 OO가 OS나 SO보다 쉽게 습득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옥 외(1982)에서
는 한국 아동들이 유사 기능 관계절을 더 많이 사용하는 현상은 어떤 문법적 요소가 처음
에 하던 기능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일관성을 지키려는 인간 본래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
는 언어 보편성을 지닌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다. 구조적 거리 가설(Structure Distance Hypothesis): Hamilton(1994)은 문장의 구적 불연
속성(phrasal discontinuity)의 정도로 관계절의 어려움을 설명한다. 관계화된 요소에 해당
하는 공백의 깊이에 의해 관계절의 난이도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목적어는 주어보다 문장 
구조적으로 관계절의 서술부 내에 더 깊이 내포되어 있어 목적격 관계절이 주격 관계절에 
비하여 습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거리는 언어별 차이가 없으므로 이 
가설이 대부분의 언어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라. 선형적 거리 가설(Linear Distance Hypothesis): 언어 처리 이론 중 통합 자원
(integration resources)을 바탕으로 한 문장의 복잡성 처리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관
계절 처리에 있어서 표제 명사와 관계절 내의 생략된 항목 사이의 의존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통합 처리 비용은 그 사이의 선형적 거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Tarallo & 
Myhill, 1983; Hawkins, 1989). 선형적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표제 명사와 관계절 내
의 생략된 항목 사이에 놓인 단어의 수를 세는 것이다. 주절의 표제 명사와 관계절 내 공
백 사이를 방해하는 단어의 수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 습득이 더 잘된다. 

마. 지각 난이 가설(Perceptual Difficulty Hypothesis): 인간의 기억 체계에 따른 지각력에 
근거한 가설로, 주절에서 관계절이 수식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관계절 습득 순서를 예측할 
수 있다(Kuno, 1974). 이 가설을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 관계절이 문장의 중간에 내포되
는 구조(표제 명사가 모문에서 목적어인 경우)보다 문장의 시작 부분에 내포되는 구조(표
제 명사가 모문에서 주어인 경우)에서 잘 습득된다. 즉 ‘[혜원이가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
이다.’(관계절이 문장 앞에 위치함)가 ‘혜원이는 [좋아하는] 수박을 매일 먹는다.’보다 잘 
습득된다고 본다.

바. 기본 어순 가설(Canonical Word Order Hypothesis): 관계절 처리 시 관계절 구문을 언
어의 일반적인 단문 구조로 문장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설명하는 가설이다. 따라서 목표 
언어의 기본 어순에 맞는 관계절 구조가 기본 어순과 맞지 않는 관계절 구조보다 더 쉽게 
처리된다고 가정한다. 한국어의 경우 기본 어순이 SOV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모든 관계절 유형을 ‘주어-목적어-동사’ 순서로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즉 관
계절에서 처음 나오는 명사를 주어로 인식하여 문장을 이해하려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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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신규석(1999)은 그간의 한국어교육에서 관계절이 교재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딕슨(Dixon, 1977)과 톰슨(Thompson, 1988)의 논의에 기대
어 한국어의 형용사와 관계절과의 관계를 살피고 관계절이 형용사와 어떻게 다른
지 그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문법 교육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딕슨
(Dixon, 1977)에 의하면 모든 언어는 명사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떤 언어는 형용사가 아주 부족한데 한국어가 바로 그 예로, 극히 소수의 형용사
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형용사가 관형사로 바뀌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톰슨(Thompson, 1988)이 제시한 사물의 속
성, 예를 들어 크기, 속성, 색, 인간의 성정, 나이, 가치나 속도 같은 것들이 한국
어와 일본어에서는 모두 용언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신규석
(1999)은 명사 앞에 놓인 형용사의 관형사형을 모두 관계절로 해석하기보다는 ‘-
어지다’ 등과 결합하여 동작동사화한 경우만을 관계절로 인정하고 관계절의 교육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본고는 관계절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신규석(1999)의 견해와 같은 입장에 있다.
  오그레이디 외(2001)는 한국어를 습득함에 있어 한국계 학습자들이 비한국계 
학습자들보다 우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관계절을 포함한 문장을 들려주고 맞는 
그림을 선택하는 관계절 이해 실험을 통해 두 그룹의 한국어 관형절의 습득 양상
을 비교하였으나 두 학습자들 간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두 그룹 모
두 목적격 관계절보다 주격 관계절에 강한 선호도를 보여 관계절 습득의 보편성7)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지연(2002)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이어지는 관형절 교육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서 오류 분석 가설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 것이 가장 많다(성지
연, 2002; 이은기, 2005; 이진경, 2006; 김서형, 2008; 최서원, 2009; 한청, 
2009; 성지연, 2010; 김서형·홍종선, 2010; 임시현, 2011; 장춘뢰, 2012; 조용준, 

격 관계절보다 목적격 관계절을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현준이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이다.’라는 문장에서 학습자들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동물은’임에도 불구하고 ‘현준이가’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격 관계화가 일
어난 앞 문장보다는 ‘현준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한다.’는 목적격 
관계화 문장을 더 쉽게 이해하고 습득한다고 설명한다.

7)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앞의 각주 6)에서 설명한 NPAH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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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esmanee, 2013; 궁뢰, 2013; 유혜경, 2013; 이빙청, 2013; 임선영, 2013; 
이준호, 2013; 박소영·임선영, 2013; 장천, 2014; 다시 울찌우타스, 2014; 김형주, 
2014; 전욱기, 2014; 소문경, 2015; 유호, 2015; 장미, 2015; 한송화, 2015; 허서
린, 2015; 서은로, 2016; 허메이핑·홍종선, 2016; 팜홍프엉, 2016; 이정식, 2017; 
김민아, 2017; 서영석, 2017; 허메이핑, 2017; 서희정, 2018; 유경옥·박덕유, 
2018; 최보선, 2018 등). 이는 관형절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가 많고 각 어미의 상대적인 시제와 상적인 특징이 다르게 해석되는 데에 따
른 관형절 학습과 사용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관형사
형 어미의 오류를 주요하게 다루는데 오류 유형은 관형사형 어미의 누락, 대치, 첨
가 및 형태적 오류, 표제 명사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에 따른 결합 제약을 이해하
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 오류 등으로 분류하고 오류 원인은 학습자의 모어와의 관
계에 따라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로 분류하거나 학습자의 인식에 따라 관형
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통사 기능을 잘못 파악한 경우 및 관형절의 시제를 잘못 
파악한 경우, 선어말 어미의 의미 제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한다. 
또한 많은 논의에서 오류 분석의 결과를 관형사형 어미별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류 분석이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관형절 생성의 오류 원인을 학습자 모어의 
영향, 즉 언어 간 전이로 파악한다. 그에 따라 대조 분석 가설이 이론적 바탕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들 연구는 한국어의 관형절과 다른 언어의 관형절에 준하는 구
성을 대조함으로써 해당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절 습득에서 나
타날 어려움을 예상하고 두 언어 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처치를 제안한다. 이들 연구에는 중국어와 대조한 연구가 가장 많고(한청, 
2009; 서만, 2012; 궁뢰, 2013; 이빙청, 2013; 박소영·임선영, 2013; 장천, 2014; 
황선희, 2014; 전욱기, 2014; 소문경, 2015; 허메이핑·홍종선, 2016; 유경옥·박덕
유, 2018), 다음으로 일본어와 대조한 연구(이은기, 2005; 위햇님, 2009), 영어와 
대조한 연구(이길섭, 2012; 김옥란, 2013), 태국어(Kesmanee, 2013), 몽골어(다
시 울찌우타스, 2014), 베트남어(팜홍프엉, 2016)와 대조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시제 및 상적 의미 그리고 통사적 
기능 등이 연구자의 모어에서 어떤 어휘, 형태, 구조와 대응하는지를 면 히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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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으로부터 한국어 관형절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오류
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에 따라 해당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관형절을 학습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이 세 하게 제시되어 있다.
  한편 학습자가 생성한 오류를 오류로 처리하지 않고 목표어로 이행하는 도중에 
있는 하나의 언어 체계를 이루는 변이로 이해하는 중간언어 이론에 기대어 학습자
의 관형절 사용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위햇님, 2009; 서만, 2012). 오류 분석과 
비교해서 보면 중간언어 이론에 근거한 연구에서도 여전히 학습자가 생성한 변이
를 찾아내고 오류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그 유형을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변이를 
대하는 연구자의 시선이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달상의 언어 
체계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하는 점이 다르며 또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습자의 
모어와 대조하지 않고 그러한 변이를 만들어 내는 학습자의 의식, 즉 나름의 논리
적인 근거와 내적 적용 규칙 등에 관심을 둔다는 점도 다르다. 
  관형절의 교육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은 유형적 보편성 측면에서 
보는 관계절 습득의 어려움과 위계를 다룬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오그레이디 
외(2001)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성수(2010)와 김창구(2010)에서 본격적으로 다루
어지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귀옥 외, 2005; 민명숙, 2010; 한
병수, 2010; 전영미, 2012; 고은정, 2013; 허서린, 2015; 김신영․김영주, 2016; 김
진후, 2016; 김신영, 2017; 최보선, 2018). 이들 연구는 대체로 명사구 접근 가능
성 위계(NPAH)를 습득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계절이 포함된 
문장에서 표제 명사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 비율을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비교언어학적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한국어의 관형
절 중에서도 관계절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며, 언어 일반적인 차원
에서 접근하기 위해 다른 언어에서와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한국어 관형절의 
보문절이나 연계절은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다만 연구 결과는 다소 상충하는
데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격 관계절을 가장 쉽게 습득한 것으로 분석하여 NPAH와 
잘 맞는다는 논의와 목적격 관계절이 가장 잘 습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NPAH
가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두루 관찰된다.
  선행 연구를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따
라 나누어 보면, 그림을 여러 개 보여 주고 관계절이 포함된 문장을 들려 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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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해도 측정(오그레이디 외, 2001; 이귀옥 외, 
2005; 김서형, 2008; 김서형·홍종선, 2010; 연재훈, 2012), 문법성 판단 테스트나 
번역 테스트, 문장 변환 과제 등을 포함하는 설문 조사(이은기, 2005; 한청, 
2009; 서만, 2012; 조용준, 2012; Kesmanee, 2013; 임선영, 2013; 이빙청, 2013; 
궁뢰, 2013; 장천, 2014; 장미, 2015; 소문경, 2015; 허메이핑·홍종선, 2016; 서은
로, 2016; 서영석, 2017; 김민아, 2017; 서희정, 2018), 학습자의 작문이나 쓰기 
결과물 분석(성지연, 2002; 김서형, 2008; 최서원, 2009; 한청, 2009; 한병수, 
2010; 김서형·홍종선, 2010; 함미령, 2012; 이준호, 2013; 홍윤기·유호, 2015; 유
호, 2015; 김신영․김영주, 2016; 팜홍프엉, 2016; 유경옥·박덕유, 2018; 최보선, 
2018)이나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분석(허서린, 2015; 한송화, 2015), 구어 자료 
분석(김형주, 20148); 김신영, 20179)) 및 학습자의 인식 조사(이은기, 2005; 서
만, 2012)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 관형절을 대조점으로 하여 한국어 텍
스트와 그것의 외국어 번역본을 대조 분석한 연구(송정혜, 2003; 이길섭, 2012)도 
있다.
  관형절 교육 연구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의미, 관형절 
내부의 통사 구조, 관계화 제약, 표제 명사의 어휘·의미론적 특성 분류와 그에 따
른 결합 제약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교육 방법을 주요하게 다루는 연구의 대부
분은 형태 초점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정소희, 2007; 정대현, 2008; 최보선, 
2010; 성지연, 2012), 이는 관형절을 생성할 때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 부분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한국어 관형절 교육 연구는 대개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표제 명사의 특성에 따른 관계화 제약, 관형절의 서술어와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제약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
8) 김형주(2014)는 구어 자료를 얻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

의 하나로 5~10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인터뷰하는 방법, 대화의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인터뷰 참여자들의 긴장도가 낮아져 일반적인 상황에 가까운 
발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를 녹화하고 전사하여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유
형을 분석하였다.

9) 김신영(2017)은 연구 참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마임으로 표현된 비디오를 10분간 보여 
주고 10분 동안 줄거리를 말하도록 하여 구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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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오류를 방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
이 나타나는 교육 방안이 형태 초점 교수법을 통해 관형사형 어미를 정확하게 선
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문법적인, 특히 형태론적인 정확성을 중시한 
것으로 학습자들의 오류를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관형절 사용의 유
창성을 기르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관형절을 보다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
해서는 관형절을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관형절 
사용의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어서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다룬 연
구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2.2. 한국어 관형절의 기능에 관한 연구
  

관형절의 기능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는 형식 문법을 비판하고 기능 문법적으로 
접근하여 영어 문법을 해설한 기본(Givón, 1979, 1993, 2001)을 위시하여 서사 
담화로서 설화에 나타난 관계절의 기능을 분석한 주신자(1990), 현대 중편 소설 
중 한 편을 분석한 김흥수(1994, 1996, 1997), 관형절의 화용 기능적 교수법을 
다룬 김혜영(2007) 외에 비문학 텍스트로서 영어 신문의 기사문을 분석한 김경열
(Kim, 2011) 등이 있다.

먼저 관계절의 기능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담고 있는 기본(Givón)의 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본(Givón, 1979)에서는 기능 문법에 대한 초기 구상을 볼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기본(Givón, 1993, 김은일 외 역, 
2002: 170-19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Givón)은 관계절의 기능을 
‘지시 대상의 추적, 바탕, 전제’로 정리한다. 즉 지시 대상인 표제 명사를 활성화시
켜 청자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 기반에 바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Givón)이 
사용한 예문 중 일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2) 가. That guy [standing next to the bar] is packing a gun.
          [술집 옆에 서 있는] 저 남자는 총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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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he man [who married my sister] is a crook.
          [내 여동생과 결혼한] 그 남자는 사기꾼이야.
      다. A woman [begging in the street] was arrested yesterday.
          어제 [거리에서 구걸하던] 여자가 잡혀 갔어.
      라. Women [who love too much] are often disappointed.
         [너무 많이 사랑하는] 여자들은 종종 실망한다.

기본은 마음속에 있는 지식 기반을 심적 텍스트 구조 혹은 심적 구조라고 말한
다. (2가)에서 지시 대상은 ‘저 남자’인데 그는 지금(발화 당시에) 술집 옆에 서 
있다. 이는 현재(발화 당시에)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표
제 명사는 현재 언어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다. (2나)와 (2다)의 지시 대상인 ‘그 
남자’와 ‘여자’는 각각 현재(발화 당시의) 상황이 아닌 화자의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화자의 삽화적 기억 속에 정신적으로 저장된 텍스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라)의 표제 명사인 ‘여자들’은 어떤 실제 상황이나 기억 속의 지시 대상
을 말한다기보다는 총칭적 부류를 가리킨다.10) 기본(Givón)은 이러한 경우에 표
제 명사가 총칭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화자는 지시 대상을 
추적하여 바탕화하고 지시 대상에 대한 화용적 전제11)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절
10) 한국어의 ‘관계절 + 표제 명사’ 구조가 총칭적 해석과 특칭적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것에 

대하여 이성범(1994)은 그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화 의미와 격 표지를 다
루고 의미 해석의 문제를 제안한다. 그는 이영현(1984)와 이정민(1989)이 제기한 논리적 
양화사(quantifier)가 붙지 않은 명사구의 특칭적 의미(existential meaning)는 조사 ‘이/
가’와 연결되고 전칭적(총칭적, universal meaning) 의미는 조사 ‘은/는’과 연결된다는 것
에 대하여 비판하며 지시 대상의 총칭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형절에 사용된 서술어와 표
제 명사의 의미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11) 전제는 한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함언(implication)을 
말한다. 기본(Givón, 1979, 이기동 역, 1985: 59)은 전제에 대하여 “키넨(Keenan, 1971)
의 논리적 및 화용적 전제의 구분을 따르지 않고 자연 언어의 모든 전제적인 현상은 화용
적이다. 즉 청자가 이의 없이, 거침없이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화자가 갖는 가정으로 정의
된다는 카르튀넨(Karttunen, 1974)의 의견을 따른다.” 문장 구조나 어휘에 의해 유발되는 
관습적인 전제는 논리적(의미론적) 전제이고 논리적 전제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맥락
적인 요인이나 대화 요인, 화자와 청자의 배경 지식에 연유되어 발생하는 의미로 해결하
면 화용론적 전제이다. 화용론적 전제는 다시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생성된 전제라면 후자는 대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전제이다. 광의
의 화용론적 전제는 언어 외적인 영역까지 생각한 것으로 화자나 청자 외의 대상이나 의
사 전달 상황 자체까지의 요건이 전제로 제시되는 것을 말하고(예: 화자와 청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친소관계 등), 협의의 화용론적 전제는 대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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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데 지시 대상은 경우에 따라 현재의 언어 상황에 바탕을 두거나 삽화
적 기억 속에 정신적으로 저장된 텍스트에 바탕을 두거나 총칭적 지식에 바탕을 
둔다.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된다. 

  (3) 관계절이 바탕화하는 심적 구조(Givón, 1993, 김은일 외 역, 2002: 179)
      가. 현재의 언어 상황의 심적 모형
      나. 삽화적 기억 속에 정신적으로 저장된 텍스트
      다. 총칭적 지식

(3)의 관계절이 바탕화하는 심적 구조는 관계절이 지시 기능을 갖는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지시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지시 대상이 담화 상황에 있는 경우
와 화자 및 청자의 관념 속에 있는 경우로 구분하는 것과 통한다. 즉 전자는 현장 
지시로, 후자는 관념 지시로 일컬어지는데 기본(Givón)의 논의에서 (3가)는 상황 
지시에 해당하고 (3나)와 (3다)는 관념 지시로 볼 수 있다. 다만 상황 지시나 관
념 지시는 지시 대상의 위치에 따른 구분이고 기본(Givón)이 제시하는 세 가지 심
적 구조는 관념에 해당하는 영역을 성격에 따라 한 번 더 세분함으로써 관계절이 
지시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위치를 보다 잘 설명한다고 보겠다. 

한편 기본(Givón)에 의하면 관계절은 지시적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데 담화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조응적, 역행대용적 또는 총칭적 바탕화를 이룬
다. 위의 예를 다시 보면 (2나)의 관계절은 이 문장 전에 언급했던 ‘그 남자’와 관
련된 더 많은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조응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2
다)의 ‘여자’는 처음으로 도입되고 있으므로 관계절은 역행대용적 일관성을 제공한
다.12) (2라)의 ‘여자들’은 청자의 총징적 지식에 바탕을 두며 화제가 되는 총칭 
명사이다. 이 역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는 정보, 선행 담화, 언어 자체가 갖는 선행 조건에 의해서 생긴 전제를 말한다(문금현, 
2004). 이에 따르면 관계절에 의한 전제는 협의의 화용론적 전제라고 볼 수 있겠다.

12) 이는 영어의 관사 사용과도 무관하지 않다. 영문법에 따르면 처음 지시되는 대상에는 부
정 관사 ‘a/an’이 사용되고 이전에 언급했던 대상을 다시 지시할 때에는 정관사 ‘the’가 사
용되므로 조응적인지 역행대용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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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계절의 사용에 의한 지시 대상의 바탕화 방향(Givón, 1993, 김은일 외 역, 2002: 
188)

      가. 조응적 바탕화
      나. 역행대용적 바탕화
      다. 총칭적 바탕화

요컨대 기본(Givón)이 말하는 관계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청자가 지시 대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언어 상황이나 과거의 기억 또는 총칭적 지식을 
동원하여 바탕화하는 것이고 담화 전체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응적, 
역행대용적 또는 총칭적으로 기능한다. 

한편 주신자(1990)는 영어의 관계절과 한국어의 관계절에 대하여 구조적 특징 
및 담화 기능을 대조하여 설명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설화13)를 대상으로 서사 담
화(narrative discourse)에 나타나는 한국어 관계절의 기능을 정리하였는데 다음은 
그가 든 예문의 일부이다. 

  (5) 가. [나를 구해 준] 스님
      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귀중한 목숨까지 버린] 엄마 아빠 까치
      다. [기다리다 지친] 심 봉사
      라. [용궁에서 보내온] 아름다운 처녀
      마. 그 여자는 [죽은 남편의 복수를 하려는] 뱀이었다.
      바. 선비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까치들을 안고 오랫동안 슬프게 울었다.

(5가)의 ‘나를 구해 준’은 대상인 ‘스님’의 특성을 묘사하거나 정체성을 밝히는 것
으로 관계절을 통해 대상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나)의 ‘은혜를 갚
기 위해서 귀중한 목숨까지 버린’은 ‘엄마 아빠 까치’에 대한 배경 정보도 제공하
고 있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교훈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야기의 주제나 교
훈을 관계절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한다.14) (5다)

13)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심청전’, ‘은혜 갚은 까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은혜 모르는 
호랑이’, ‘모자 장수’ 등을 분석하였다.

14) 주신자(1990)에 의하면 관계절의 이러한 기능적 특징은 카메룬 남동부에서 사용하는 쿠
즈메어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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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다리다 지친’은 심 봉사가 심청을 오랫동안 기다린 선행 사건을 나타내고 (5
라)의 ‘용궁에서 보내온’은 심청에게 일어난 사건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5마)의 
‘죽은 남편의 복수를 하려는’은 미래 사건을 암시하고 (5바)의 ‘자기를 위해 목숨
을 바친’은 본문에서 주요하게 설명되지 않은, 까치들이 선비를 구하기 위해 종을 
울리다가 죽은 사건을 나타낸다.

요컨대 주신자(1990)에서 분석한 한국어 관계절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주신자(1990)에서 분석한 한국어 관계절의 기능
      가. 대상에 대한 배경 정보          
      나. 이야기의 추상적인 주제나 교훈 요약          
      다. 조응, 응집
          ① 선행 사건을 지시하는 기능             
          ② 선행 사건을 요약하는 기능             
          ③ 미래 사건을 암시하는 기능             
      라. 부차적인 사건 또는 치환된 사건을 나타냄

         
한국어 관계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김흥수(1996, 1997)를 통해 점차 세분화

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된다. 그가 조세희의 중편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분석을 통해 밝힌 관계절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그의 예문 중 
일부를 살펴보자.

  (7) 가.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었다. [입주권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었다.

      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떼를 지어 동네를 돌았다. ~15) 그들은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 [그때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
은 개천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우리 동네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15) 김흥수(1996)의 예문에서 물결 표시(~)는 가까운 문맥 간의 생략, 겹물결 표시(~~)는 
먼 문맥 간의 생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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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
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 어머니는 [낮에 떼
어 놓았던] 알루미늄 표찰을 종이로 쌌다. ~~ [식칼 자국이 난] 표찰, ~

(7가)에서는 ‘입주권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정체성을 지시하며 대상을 도입하고 동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시켜 체계적 
관련성을 드러낸다. (7나)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역시 대상의 정체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대상을 도입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낯섦을 드러내 그들에 대한 화
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은 앞의 내용과 조응하고 
동시에 정치인인 그 사람의 위선적인 주요 속성을 드러낸다. (7다)에서는 ‘대문 기
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부터 시작하여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손바
닥에 놓인’, ‘낮에 떼어 놓았던’, ‘식칼 자국이 난’ 등의 관형절을 통해 ‘알루미늄 
표찰’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고 정보를 제공하고 화제성16)을 드러내며 정황의 세부
를 묘사한다. 또한 알루미늄 표찰에 무허가 건물 번호를 새기고 대문 기둥에 붙이
고 식칼로 떼어 내는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의미적 
응집을 이룬다. 이상에서 분석한 관형절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김흥수(1996, 1997)에서 분석한 한국어 관계절의 기능
       가. 대상의 동일성, 정체성 지시 
       나. 대상에 대한 정보 부가, 해설
       다. 조응, 의미적 응집
       라. 화제성, 전경과 배경
       마. 통합성
       바. 대상의 도입
       사. 정황의 세부 묘사
       아. 주요 속성이나 이미지 환기

16) ‘화제성’은 김흥수(1996)에서는 본래 ‘주제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연구자의 판단에 따
라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topicality’ 또는 ‘topic’에 대하여 각각 ‘주제성’ 또는 ‘화제성’, 
‘주제’ 또는 ‘화제’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혼재하지만 본고에서는 ‘주제’는 ‘theme’의 번역어
로 보아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며 ‘topic’은 ‘화제’, ‘theme’은 ‘주제’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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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자의 태도 반영
       차. 체계적 관련(관형절들 간의 의미 대립 등)

  
또한 김혜영(2007)은 한국어교육에서 관형절의 교육이 형태론적인 정확성을 습

득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통사적 구조와 의미·화용 기
능도 함께 교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때 허들스톤(Huddleston, 1984)과 맥컬리
(McCawley, 1988)의 영어 관계절 유형 분류에 기대어 한국어 관형절의 의미·화
용 기능으로 한정적, 비한정적, 계속적 기능을 제안한다. 다음은 그가 든 예문의 
일부이다.

  (9) 가. 누가 돈 한 푼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 올 수 있겠느냐?
      나. 아니, [방바닥 한 귀퉁이도 못 채우는] 양초를 사오다니!
      다. [집으로 돌아간] 콩쥐는 얼른 비단옷과 꽃신 한 짝을 벗어서 숨겼습니다.
      라. [신나게 헤엄치고 온] 개구리는 독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하나씩 살펴보면 (9가)의 관형절 ‘방 안을 가득 채우는’은 지시 대상인 ‘물건’을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기능으로 한정적 기능을 보여 주고, (9나)의 ‘방바닥 한 귀퉁
이도 못 채우는’은 ‘양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비한정적 기능을 보여 준다. (9
다)에서 관형절과 주절은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고, (9라)의 관형절은 주절의 
사건의 원인이 되어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 (9다)와 (9라)는 계속적 기능을 보여 
준다. 이때 (9다)는 계기(繼起)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 등으로, (14라)는 인
과 관계를 나타내는 ‘-어서’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들 기능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0) 김혜영(2007)에서 분석한 한국어 관형절의 기능
        가. 한정적 기능
        나. 비한정적 기능
        다. 계속적 기능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 김경열(2011)은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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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분석을 통해 영어 담화에서 관계절의 인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1) 가. 관계절은 화용적 전략을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나. 관계절은 담화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 관계절은 정보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

이 있다. 
       라. 어떤 관계절은 언어 처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마. 관계절은 인간의 기억력과 인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김흥수(1996, 1997)의 분석이 가장 세 하여 김흥수
(1996, 1997)를 중심으로 기타 논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게 
하면 기본(Givón, 1993)이 말하는 관계절의 기능은 ‘지시’와 ‘응집’으로 압축하여 
김흥수가 말하는 (8가)와 (8다)에 포함시킬 수 있다. 주신자(1990)의 ‘대상에 대
한 배경 정보’는 김흥수의 (8나)와 동일하고, ‘조응, 응집’은 역시 (8다)와 동일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혜영(2007)의 (10가)는 (8가)에, (10나)는 (8나)에, 
(10다)는 (8마)의 ‘통합성’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김경열(2011)의 (11나)는 
(8다)와 동일하고 (11다)는 (8가)나 (8나)와 동일하다. (11가, 라, 마)는 관계절
의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분석되는바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기로 한
다. 따라서 김흥수(1996, 1997)의 (8가~차) 및 주신자(1990)의 (6나)17)와 (6
라)가 배타적으로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하위 체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논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17) ‘이야기의 추상적인 주제나 교훈 요약’은 크게 보면 조응이나 의미적 응집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제나 교훈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한국어 관형절의 특징이라고 분석된바 
별도의 기능으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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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절에 대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어의 관
형절이라는 것이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에서 포착이 가능하고 그렇
게 했을 때 매우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논의를 위해 먼
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의 설정에 대하여 논하고 이어서 관형절의 체계에 대하
여 논한 후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겠다.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에 대하여는 국어 연구의 이른 시기부터 논의가 있어 왔
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와 통사적 기능을 어떻게 보느
냐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관형사형 어미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
        가. ‘-은’만을 인정: 김차균(1990), 김봉모(1992)
        나. ‘-은, -을’을 인정: 심재기(1979), 서태룡(1988), 이익섭·임홍빈(1983), 안명철

(1983), 신현숙(1986), 민현식(1993), 한동완(1996), 박재연(2006), 문숙영
(2008), 오충연(2012) 등

        다. ‘-은, -는, -을’을 인정: 최현배(1937, 1956), 박병수(1974), 양동휘(1978), 
권재일(1980), 허웅(1995), 서정수(1994), 유현경(2009) 등

        라. ‘-은, -는, -을, -던’을 인정: 남기심(1972), 남기심·고영근(1985, 1993), 남
기심(2001), 고영근·구본관(2008) 등

(12)에서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12
가)와 같이 ‘-은’만을 관형사형 어미로 설정하는 경우는 관형사절을 형성하는 표
지의 기능만 있는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12나)와 같이 ‘-은’과 ‘-을’을 
관형사형 어미로 설정하는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하여 관형사절의 표지뿐만이 
아니라 양태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은’은 현실(realis) 관
형형, ‘-을’은 비현실(irrealis) 관형형이 된다. (12다)는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현
재, 미래의 시제나(최현배, 1937) 시제, 상, 서법과 연결한(서정수, 1990) 분류 방
법이다. (12라) 역시 시제, 상, 서법과 관형절 형성 표지를 연결하여 설정하는 입
장이다. 이외에도 ‘다는’을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통합형 관형사형 어미로 보
는 입장도 있다(이관규, 200718); 이준호, 2013; 서희정, 2018). 
18) 특히 이관규(2007)는 관형사형 어미를 단일형인 ‘-는, -은, -을’과 통합형인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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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와 문법서 등에서 관형사형 어미로 ‘-은, -는, 
-을, -던’을 설정한다. 다만 한국어 교재에서는 교육상의 효율과 ‘-던’과의 비교
를 위하여 ‘-았/었던’을 문법 항목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았/었던’은 기본적인 관형사형 어미에 과거 시제 및 완료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
미 ‘-았/었-’이 결합된 형태로 보고, 관형사형 어미로 ‘-은, -는, -을, -던’만을 
설정한다.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로 먼저 인식되며 문장 내의 명사구 앞에 내포되
어 그 명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관형절을 포함하는 구성은 실제 문
장에서 매우 다양한 기능을 하여 분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형절의 체계와 관련
된 연구의 역사는 오래다. 전통적으로 관형절의 체계는 관형절 내부에 표제 명사
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되는 통사적 공백이 있는가에 따라 관계절과 보문절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양인석, 1972; 이익섭·임홍빈, 1986). 

  (13) 가.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나라는 항상 침범을 당했다. (양인석, 1972: 233)
       나. 나는 [그가 책을 산] 사실을 알았다. (이익섭·임홍빈, 1986: 78)

(13가)의 관계절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은 표제 명사인 모문의 주어 ‘나라’를 수
식하고 관계절 내부에는 주어의 역할을 해야 할, 표제 명사와 동일한 것을 의미하
는 ‘나라’가 생략되어 있다. 반면 (13나)의 ‘그가 책을 산’은 보문절로서 표제 명사
인 ‘사실’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보문절 중에서 표제 명사의 성격에 따라 관형절과 모문 사이에 원인, 이유, 
조건, 목적, 기준 등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연계절로 구분한 김지은(2002)의 논
의20) 이후로는 관형절을 관계절과 보문절 그리고 연계절로 체계화하기도 한다(고

-단, -달; -자는, -잔, -잘; -느냐는, -으냔, -으냘; -으라는, -으란, -으랄’로 설정
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실제 문장 혹은 말뭉치에서 관형절 분석을 하다 보면 수용하고 싶
어진다. 관형절을 이루는 내포절의 서술어에 보조 용언이 결합되고 거기에 다시 선어말어
미가 결합되고 거기에 다시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는 것을 분석하다 보면 관형사형 어미
의 통합형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분석을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용 
교재에 제시된 관형사형 어미를 살펴보면 고려대 교재에서는 ‘-은, -는, -을, -던’을 찾
을 수 있고, 그 외의 교재에서는 ‘-은, -는, -을, -던, -았/었던’을 확인할 수 있다.

20) 김지은(2002)에서는 다음의 명사에 대하여 관형절과 모문의 두 사태 사이에 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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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구본관, 2008). 연계절이 내포된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4) 가. [등산을 계속한] 결과는 약간의 체중 감소뿐이었다. (김지은, 2002: 164)
       나. [내가 안 가는] 대신 아들을 보내겠소. (고영근·구본관, 2008: 503)

(14가)의 관형절 ‘등산을 계속한’은 그 내부에 표제 명사인 ‘결과’와 같은 것을 의
미하는 통사적 공백이 없으므로 관계절이 아니다. 또한 표제 명사인 ‘결과’와 관형
절이 같은 것을 의미하지도 않으므로 보문절도 아니다. 그러나 관형절에서 나타내
는 사태 ‘등산을 계속한 것’과 모문의 사태 ‘약간의 체중 감소’가 원인과 결과의 관
계를 이루어 일정한 연계성이 있으므로 연계절로 볼 수 있다. (14나)의 관형절 역
시 ‘대신’과 같은 명사와 결합하여 모문의 사태와 연결되는 연계절이다.21)

조건, 목적, 기준 등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유형의 관형절을 취한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유
형의 관형절을 연계절이라 칭한다.

     
     가. 결과, 대가, 보람, 효과, 흔적, 후유증, 덤, 불똥, 여파, 징조, 기미, 조짐, 준비, 자격, 가치, ...
     나. 뒤, 다음, 가운데, 사이, 끝, 후, ...
     다. 냄새, 소리, 표정, 연기, 재, ...
21) 한국어의 관형절을 관계절과 보문절로 구분하던 방식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관계절로

도 보문절로도 보기 어려운 관형절의 유형이 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한 관
형절의 체계를 밝히려는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바 있다.

연구 관형절의 체계
남기심(1973) ┌관계절

└보문절─완형 보문, 불구 보문
김영희(1981)

┌동격 명사 보문 
├관계절
└태도 명사 보문 (그이가 아는 척을 하더라.)

마츠모토
(Matsumoto, 1989), 
콤리(Comrie, 1995, 

1997, 1998)

유형론적으로 관계절과 명사절이 통사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한 명
사 수식절을 갖는 언어가 있다. 여기에는 한국어, 일본어, 크메르어, 아
이누어, 타 어 등이 속한다.

민재기(1991)

┌보문절┌보문절
│      └비동격절 (죽은 척, 매 맞는 소리)
└관계절┌관계절
        ├유사 관계절 (영희가 집을 나간 철수는 요즘 매일 술만 마신  
        │             다.)                              
        └명사적 관계절 (대신, 가운데, 다음, 뒤 등 앞에 쓰이는 관형  
                         절)

김지은(2002), ┌관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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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시기에 정재은(2002)은 관형절을 관계절과 보문절의 체계로 보고 보문
절을 관형절과 표제 명사의 관계에 따라 다시 내용 보문절과 의존 명사를 표제 명
사로 하여 보문절이 필요한 통사적 보문절, 끝으로 보문절과 표제 명사 사이에 ‘행
위-결과물’의 관계가 성립하는 결과적 보문절로 유형화한다. 이를테면 (1나)는 내
용 보문절이다. 그리고 통사적 보문절과 결과적 보문절은 각각 다음과 같다.

  (15) 가.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그를 도왔을] 터이다. (정재은, 2002: 48)
       나. [생선을 구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정재은, 2002: 52)

  관형절의 체계와 관련된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는 한송화(2015)와 박형진
(2016)이 있는데 한송화(2015)는 관형절을 먼저 수식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으로 나누고 수식 기능이 있는 것은 다시 관계절과 동격절, 관형구로 유형화하고 
수식 기능이 없는 것은 다시 준명사형, 문장 연결형, 양태형으로 구분한다. 이는 

홍윤기(2010)
├보문절
└연계절: 관형절과 모문 사이에 원인, 이유, 조건, 목적, 기준 등의 관  
         계성을 드러내는 유형의 관형절

정재은(2002)
┌관계절
└보문절┌내용 보문절: 표제 명사의 내용을 의미적으로 보충
        ├통사적 보문절: 의존 명사를 통사적으로 보충
        └결과적 보문절: 표제 명사가 보문의 결과물이 됨
          (집을 판 돈, 햄버거를 먹은 찌꺼기, 태풍이 지나간 흔적 등)

윤재학(2004)
┌관계절
├보문절
└유사 관계절 (태풍이 지나간 흔적, 생선이 타는 냄새 등)

연재훈(2012)

마츠모토(Matsumoto, 1989)의 단일한 명사 수식절을 가진 언어가 있다
는 주장을 수용함. ‘귀가가 늦어지는 교외생활’이나 ‘살 돈’, ‘먹은 그릇’ 
등을 단순한 관형절로 분류하고 관형절과 표제 명사 간의 의미 성립 차
원에서 화용적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봄. ‘아낌없는 박수’, ‘먹는 즐거움’
처럼 관계절로도 보문으로도 보기 어려운 예들은 그 수용성 여부가 대
개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의 의미적인 그럴듯함, 즉 화용적 지식에 기반
하며 결정되며, 화용적 지식의 역할은 관형절과 표제 명사 전반으로 확
대되는 것이 한국어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봄.

박형진(2016)
┌관계절: 표제 명사가 관형절 내부의 공지시적 요소로 해석됨
└비관계절: 관형절 내부에 표제 명사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되는 공백이  
            없음. (아이를 키우는 기쁨 등)
┌보충어 관형절: 표제 명사의 보충어인 관형절
└부가어 관형절: 표제 명사의 부가어인 관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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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문법을 항목화하여 교육하는 현행 한국어교육적 관
점에서 볼 때 매우 실용적인 분류 체계이다. 

  (16) 형태와 기능에 따른 관형절의 체계(한송화, 2015: 216)
       가. 수식 기능 관형절 및 관형구
           a. 관계관형절        예) [내가 좋아하는] 음식
           b. 동격관형절        예) [한국과 가까워졌다는] 생각
           c. 관형구            예) [그에 대한] 이야기
       나. 비수식 기능 관형절
           a. 준명사형 관형절   예)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어렵다
           b. 문장연결형 관형절 예) [도착하는] 대로 전화 주세요.
           c. 양태형 관형절     예) [난 테니스를 칠] 수 있다.

  한편 박형진(2016)은 관형절을 이원적 체계로 분류하는데 먼저 관형절 내부의 
통사적 공백의 유무에 따라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나누고 표제 명사에 대한 관형절
의 의미론적 필수성에 따라 보충어 관형절과 부가어 관형절로 나눈다. 

  (17) 가. [작년에 결혼한] 선생님은 다음 달에 아버지가 된다. (박형진, 2016: 72)
       나. [아이를 키우는]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박형진, 

2016: 75)

즉 (17가)는 관계절이자 동시에 관형절이 표제 명사의 필수 논항이 아닌 부가어 
관형절이고 (17나)는 표제 명사 ‘기쁨’이 관형절과 통사적 관계가 없는 비관계절
이자 관형절이 표제 명사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개념적으로 보충하는 보충어 
관형절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어 관형절은 대체로 관계절과 보문절로 구분되는데 
그 외에 관형절을 이루는 서술어의 성격이나 후행하는 표제 명사의 성격에 따라 
문장 내에서 표제 명사와 결합하여 명사절처럼 기능하거나 조사, 연결 어미, 양태
의 기능을 하는 우언적 구성의 일부를 이룬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이와 같이 문법
화가 진행되어 문장 내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성을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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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덩어리로 가르친다.22) 따라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17가, 나)와 같이 형용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하
여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는 관형절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17
다)와 같이 형용사의 활용형이어도 절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관형절로 처리한
다. 

  (17) 가. [푸른] 바다가 보여요. 
       나.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는 관형절의 범위를 관계절과 보문절로 
한정한다. 이때 보문절에서 의존 명사를 표제 명사로 하는 통사적 보문절은 대개 
문장 내에서 연결 어미나 양태 표현과 같은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바 분
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존 명사 중 ‘분, 이, 자, 놈’ 등과 같이 사람을 대신
하는 것은 선행하는 관형절이 관계절로 분석되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표제 
22) 명사절처럼 기능하거나 조사, 연결어미, 양태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명사’를 포함하는 

우언적 구성의 예로는 한국어 교재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유형 항목
준명사형 -는 것
조사 상당 

구성 에 대한, 을/를 비롯한

연결 
어미 
상당 
구성

(관형절+의존명사): -을 겸, -은/는/을 대로, -는 둥 마는 둥, -는다는 듯이, -은/
는 만큼, -은/는 양, -는 중, -은 지, -은 채
(관형절+의존명사+조사): -은/는 김에, -은/는 마당에, -을 바에야, -는 바람에, 
-는 통에
(관형절+자립명사): -은/는 가운데, -은 나머지, -은 다음(에), -은/는 대신(에), 
-는 동안, -을 때, -았/었을 때, -은/는 반면(에), -는 사이(에), -은/는 이상, -
은/는 직후, -는 한, -는 한편, -은 후(에)
(관형절+자립명사+조사): -는 과정에서, -는 길에, -은/는 까닭에, -은 끝에, —은
/는 날엔, -은 덕분에, -은/는 탓에

양태 
범주 
구성

-은/는/을 것 같다, -었던 것 같다, -을 거예요, -었을 것이다, -을 건가요?, -을 
걸 그랬다, -을 따름이다, -을 리 만무하다, -을 리가 없다, -은/는/을 모양이다, -
을 뿐이다, -은/는 법이다, -은/는 셈이다, -을 수 있다/없다, -은/는/을 줄 알다/모
르다, -을 지경이다, —은/는 축에 들다, -을 텐데, -었을 텐데, -을 턱이 없다, -
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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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가 자립 명사인 경우에도 연결 어미 상당 구성을 이루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명사절을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는 것’23)과 조사 상
당 구성으로 분석되는 ‘에 대한’이나 ‘을 비롯한’ 등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상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관형절의 분석 범위 결정 절차
       가.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을 인식한다.
       나. 관형절이 조사 상당 구성을 이루면 제외한다.
       다. 관형절이 연결 어미 상당 구성을 이루면 제외한다.
       라. 관형절에 후행하는 표제 명사가 의존 명사인지 자립 명사인지 확인한다.
       마. 표제 명사가 의존 명사인 경우 양태 표현 구성을 이루면 제외한다.
       사. 명사절을 구성하는 ‘-는 것’은 제외한다. 

이와 같이 분석 대상의 범위를 정한 후 각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한
다. 

3.2.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하여 교육 내
용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문헌 고찰을 통해 관형절의 담
화 화용적 기능을 개념화하여 분석 틀을 구축하고, (2)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 
반영된 관형절의 개념과 체계 및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3) 한국어 텍스트에 나
타난 관형절의 실천적 양상을 분석하여 담화 화용적 기능을 이론적으로 보충 및 
체계화하고, (4) 한국어 관형절의 대조 분석적(언어 유형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 소설과 그것의 번역본에 나타난 관형절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5) 학

23) 의존 명사 ‘것’과 결합하는 관형절의 경우 명사절을 구성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것’이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해석되는 경우 보문절로도 볼 수 
있고, ‘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로 해석되는 경우 관계절로도 볼 수 있
다. 관형절 분석의 이와 같은 어려움은 ‘곳, 장소, 일, 것, 경우’ 등으로 해석되는 의존 명
사 ‘데’와 ‘일, 방법, 방도, 기회, 형편’ 등으로 해석되는 의존 명사 ‘바’, ‘방향’을 가리키는 
의존 명사 ‘쪽’ 등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통사적 필요에 의해 보
문절을 요구하는 통사적 보문절이라고 해석되는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것’, ‘데’, ‘바’, ‘쪽’ 등에 선행하는 관형절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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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생성한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사용 양상을 한국인이 생성한 동일한 주
제의 텍스트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6)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위계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표와 방법을 연구 과정의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단계별 연구 방법 

  먼저 (1)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2) ‘한국어 교재
와 문법서에 반영된 관형절의 개념과 체계 및 교육 내용 분석’은 문헌 연구를 통
해 이루어진다. 문헌 연구에서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다룬 연구와 문법
의 기능을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과 장르 문법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를 종합적으로 

단계 연구 목표 연구 방법

문헌 
연구

(1)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개념적 이해  문헌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 
반영된 관형절의 개념과 
체계 및 교육 내용 분석

 문헌 연구

실재 
분석

(3) 한국인의 기성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이해

 다양한 장르의 한국어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 

 기능의 작용 층위 분석
 기능 간의 관계 분석

(4) 한국어 관형절의 대조 
분석적 특징 이해

 한국 소설과 영․중․일 번역본에 나타난 
관형절 비교 분석

 한국 신문의 논설 기사와 영․중․일 
외국어판에 나타난 관형절 비교 분석

(5)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 분석

 학습자가 생성한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사용 양상 
분석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른 관형절 사용 양상 
분석

 한국인이 생성한 동일한 주제의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사용 양상과 비교

 면담을 통하여 개별 학습자의 관형절에 
대한 인식과 학습 경험 분석

교육 
내용 
설계

(6)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위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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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여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
로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할 틀을 마련한다. 또한 한
국어 학습용 문법서와 한국에 있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
재를 분석하여 관형절이 한국어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
찰한다.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다룬 연구에는 선행 연구에서 소개한 것(Givón, 
1993; 주신자, 1990; 김흥수, 1996, 1997; 김혜영, 2007; 김경열, 2011) 정도가 
있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국어 관계절의 기능은 다소 체계적이
지 못하고 구체적인 이론적 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관
련된 이론인 담화 화용론과 텍스트 언어학, 장르 문법의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3)의 단계는 한국어 관형절의 기능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
인하고 이론적 보충을 할 필요가 있어 계획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론적 보충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근거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비록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이라는 것이 자료의 분석과 이론적 표집으로부
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근거로 삼은 선행 연구에서 뚜렷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
하지 않는바 이 개념의 이론화를 위해 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적 범주의 포화’를 
검증할 필요는 있다. 차마즈(Chamaz, 2006, 박현선 외 역, 2013: 231-233)에 따
르면 “새로운 자료의 수집이 더 이상 새로운 이론적 통찰을 촉발하지 않거나 핵심
적인 이론적 범주의 새로운 속성을 드러내지 않을 때 범주는 포화된 것”인데 선행 
연구로부터 도출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하여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적 범주의 포화를 이루는지 검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언어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표 2]와 같은 다양
한 장르의 기성 텍스트를 선정하여 각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
능을 분석하고 장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기능의 작용 층위는 어떠한지, 기
능 간의 관계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 연구에서 포착되지 않
은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이론화와 
체계화를 시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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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사용되는 관형절 분석을 위한 장르별 자료
장르 기성 텍스트

서사
(수필)

 박동규, 「나의 아버지」
 성석제,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양귀자,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유달영, 「누에와 천재」
 이금희, 「촌스러운 아나운서」

주장
(논설 
기사)

 경향신문(2018. 8. 10.) 「국민연금 개편, 미래세대 부담과 노후보장 
측면 조정해야」

 동아일보(2018. 8. 11.) 「출석번호 1번」
 조선일보(2018. 8. 11.) 「적폐 청산 서슬에 ‘콘텐츠 정책’ 실종됐다」
 중앙일보(2018. 8. 1.) 「죽음 앞에서 분열되는 마음들」
 한겨레신문(2018. 8. 10.) 「광화문 시대를 연다?」

다중 장르 
산물

(서평)

 안건모(2017), 나는 음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존 바에즈(Joan 
Baez)의 「존 바에즈 자서전」, 『삐딱한 책읽기』, 산지니

 김아영, 아이들이 마음껏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할 자유를 허하라, 니
시카타 타쿠시(西片拓史)의 「일기 쓰고 싶은 날」, 『놓치면 안 될 우
리 아이 책』,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최영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따뜻한 시심, 이상교의 
「우리집 귀뚜라미」, 『놓치면 안 될 우리 아이 책』, 고래가숨쉬는도
서관

 김혜진, 자연만으로도 충분한 삶, 이인의 「하양쥐 가족의 새집」, 『놓
치면 안 될 우리 아이 책』,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이영경, 뒤늦게 떠오른 페미니즘 아이콘, 젤다 피츠제랄드(Zelda 
Fitzgerald)의 「젤다」, 경향신문(2019. 2. 15.)

 이현우, 의 ‘자유론’을 수시로 들춰보는 이유, (Mill)의 <자유론>, 
한겨레신문(2019. 2. 15.)

다중 장르 
산물

(여행기)

 송기장(2010), 『전라도, 그 매력에 빠지다』, 상상나무, 13-22.
 곽재구, 「땅끝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신비의 바닷길」
 신경림, 「진도에서 보길도까지」
 김훈, 「시간과 강물-섬진강 덕치마을」
 이민영, 「아름다운 성곽 도시를 여행하는 방법」

다중 장르 
산물

(편지)
 김명옥·임종인(2015), 『엄마 미안해』, 해피데이
 김상민(2018), 『아버지에게서 받은 100개의 편지』, 틔움
 오광진(2016),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모모의 편지』, 미래북

지시
(요리법)

 『수퍼레시피』 97호(2016. 12.), 105호(2016. 8.), 106호(2016. 9.)
 『더라이트』 12호(2015. 11.), 22호(2016. 9.), 23호(2016. 10.)
 지은경(2013), 『샌드위치가 필요한 모든 순간 나만의 브런치가 완성

되는 순간』, 레시피팩토리
설명

(백과사전)  21세기 웅진학습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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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어 관형절의 대조 분석적 특징 이해’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
서 이해해야 하는 한국어 관형절의 언어 유형론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어 소설과 그것의 외국어 번역본, 그리고 한국 신문의 논설 기사와 그것의 외
국어판 기사를 선택하여 관형절의 번역 양상을 담화 화용적 기능의 관점에서 대조
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다.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 중 소설과 논설 기사를 선택한 이
유는 소설에서 서사적 전개에 따른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할 수 있으
며 그것이 외국어 번역본에서 어떠한 통사적 구조로 표현될지 분석하기 위해서이
다. 마찬가지로 논설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논증적 전개에 기여하는 한국어 관형
절의 기능을 이해하고 동일한 의미의 전개가 외국어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표 3]과 같이 여러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 중 신경숙의 『엄
마를 부탁해』와 그것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본, 그리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논설 기사와 각 신문의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에서 동일한 기사
를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로서 대조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모어에서 관형절은 어떠한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 이해할 것이다.

[표 3] 한국어 관형절 사용의 대조 분석적 특징 분석을 위한 장르별 언어권별 자료
장르 분석 자료
서사

(소설)
 신경숙(2008), 『엄마를 부탁해』, 파주: 창비
 김지영 역(2011), 『Please Look After Mom』, Knopf Publishing Group
 설주 역(2010), 『寻找母親』, 人民文學出版社
 안우식 역(2011), 『母をお願い』, 集英社

논증
(논설 
기사)

동아
일보

 「脫코드·대탕평 개각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쇄신 이끌라」  
(2019. 11. 12.)

 「美합참 “지소미아는 필수”… ‘동맹 위기’ 자초 말라는 경고다」 
(2019. 11. 13.)

 「미중 전략경쟁이 동아시아 질서 무너뜨린다」 (2019. 11. 13.)
 「오케이 부머, 오케이 레니얼」 (2019. 11. 16.)

중앙
일보

 「디플레이션 징조, 중산층 위축…무기력한 한국 경제」 (2019. 
9. 4.) 

 「3분기 성장률 0.4% 쇼크…노동·규제 개혁이 해답이다」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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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 분석’은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글쓰기 장르인 개인의 경험적 서사와 개인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주장
하는 글24), 두 가지 장르별로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생성한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 분
석을 위해 목표하는 연구 참여자의 수는 120명으로 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각각 30명씩 모집하고 또한 비교군으로서 한국인 대학생을 
30명 모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어 관형절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
함에 있어 학습자들이 그 모어에 따라 한국어를 이해하는 정도와 접근이 다르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어 관형절의 사용과 오류 양상에 있어서 학습
자들의 산출이 언어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한송화(2015)를 비롯하여 언
어권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형절 교육 연구 등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은 관형절의 사용에 있어 관형사형 어미나 어순, 어휘적 의미에 따른 결합 제
약 등 언어의 형태, 통사, 의미에 대한 유형론적 관점을 전제한 연구들이고, 관형
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서도 언어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라 한
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나타나는 유형론적 특징이 있을지는 연구 결과
에 따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집단(데이터)의 크기를 30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25명을 기준으로 하
여 연구 참여자의 쓰기 결과물 중 분석 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는 경우
의 발생을 감안한 수이다. 이는 표본이 25명을 넘으면 그 집단은 정규 분포를 그

24) 일례로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
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실무 목적 한국어능력시험을 제외하면 작문을 요구하는 문항이 총 
102개로 집계되고 그 중에서 개인적 경험을 서술해야 하는 문항이 41개(40.2%), 견해를 
밝혀야 하는 문항이 40개(39.2%), 주어진 자료나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항이 19개
(18.6%), 주어진 텍스트를 요약하라는 문항이 2개(1.9%)로 개인의 경험적 서사와 주장
하기가 가장 주요하게 요구되는 장르임을 알 수 있다.

 「K팝의 나라 왜 이리 혁신은 못하냐”는 블룸버그의 탄식」 
(2019. 11. 11.) 

한겨레
신문

 「미국의 잇단 대화 촉구, 북한 호응 기대한다」 (2019. 9. 8)
 「한 여성 연예인의 죽음 앞에서」 (2019. 10. 15.)
 「‘금강산 관광 문제’, 남북이 만나 돌파구 찾아야」 (2019. 10. 

27.)



- 31 -

리게 된다는 통계적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언어권별로 25명을 이상을 분석했을 
때 한국어 관형절 사용에 대한 언어권별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한다. 마찬가지로 비교군으로서 한국인 대학생 연구 참여자도 30명을 모집하여 이
들이 생성한 동일한 주제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국인 대학생의 관형절 사용에 대
한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에 대한 경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25)
  한국어 학습자 그룹의 연구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나 한국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
고 있는 학습자, 그리고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한 학습자로서 영어나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이다. 한국의 대학에서 수학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학업을 시작했더라도 초급이나 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에 머
물러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참여의 선정과 제외 기준은 한국어 능력 시험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4급 이상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
고 있는가이다. 이 기준은 고급 수준에 도달한 학습자들의 쓰기에서 한국어 관형
절이 비교적 더 빈번하게 관찰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
의 쓰기에서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쓰임을 찾아
보기 어려웠다는 연구자의 경험적 판단에 근거한다.
  또한 한국인 대학생 그룹의 연구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으로서 현재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공이나 학년 등의 기준을 
따로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목표 수준이 한국의 대학생 정도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에게 요구할 글쓰기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25)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 언어권
별로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최소 25명 이상 최대 30명씩을 모집하기를 희망했으
나 연구의 실제에 있어 영어를 모어로 하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찾는 것이 여의
치 않아 연구 참여자가 17명에 그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 수집 절차와 보관 방
법 등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제공하는 연구 윤리에 따라 수행하였음을 
밝힌다(IRB 승인 번호: 1901/0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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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관형절 분석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요청한 글쓰기 장르와 주제

  분량은 TOPIK의 쓰기 시험 문항에서 요구하는 길이에 준하여 결정하였다.2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와 연구 대상을 연구 목적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5]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자료 및 대상 

26) 현재 TOPIK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보고 설명하는 문항의 경우 200~300자, 개인의 견해
와 주장을 써야 하는 문항의 경우 600~700자 길이로 글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개편 
이전에는 일상적 묘사를 해야 하는 초급에서는 150~300자, 개인의 경험적 서사에 해당하
는 중급에서는 400~600자, 개인의 견해와 주장을 써야 하는 고급에서는 700~800자를 
요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개인의 경험적 서사의 글에서는 500자 이상, 개인
적 견해와 주장을 밝히는 글에서는 700자 이상을 분량으로 정하였다.

연구 목적 범주 연구 자료 연구 대상

한국인의 관형절 
사용 양상 분석

1차 자료 특정 주제에 관한 
글쓰기 자료 한국인 대학생 30명

2차 자료 장르별 
기성 텍스트

수필, 논설 기사, 과학 
보고서, 서평, 여행기, 편지, 

요리법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대조 분석

2차 자료 한국 소설의 원본과 
번역본

『엄마를 부탁해』 원본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본

2차 자료
한국 신문의 논설 
기사와 외국어판 

기사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논설 기사 
10편과 그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기사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 분석 1차 자료 특정 주제에 관한 

글쓰기 자료
고급 수준의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17명, 

중국인 학습자 25명, 
일본인 학습자 30명

장르 주제 분량
개인의 경험적 

서사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경험, 사람, 

순간에 대하여 써 주세요. 만약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면 
그것은 쓰지 말고, 해도 괜찮은 이야기를 써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500자 
이상

개인의 주장과 
견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업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7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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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한국어 관형절 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1.1. 한국어 관형절에 대한 이론적 검토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 논의에 앞서 관형절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어 관형절의 개념

  관형절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절이다.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에서 ‘철수가 온다는’처럼 종결형 어미로 끝난 문장에 ‘-는’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거
나, ‘네가 좋아할 일이 생겼다.’에서 ‘네가 좋아할’처럼 종결형 어미가 올 자리에 ‘-(으)ㄹ, 
-(으)ㄴ’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뒤의 체언을 꾸민다.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관형절을 관형어와 같은 수식 기능, 관형사형 
어미, 체언의 앞에서 꾸민다는 문장 내에서의 위치 등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 중
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것은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그것이 가진 의미 기능
이다. 이들에 대한 국립국어원(2005ㄱ: 164-170)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6]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국립국어원, 2005ㄱ: 164)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 동사에는 ‘-는’이 붙고, 형용사와 ‘이
(다)’에는 ‘-(으)ㄴ’이 붙는다. 현재란,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일

현재 과거 미래/추측
동사 -는 -(으)ㄴ, -던, -았던/었던 -(으)ㄹ

형용사/이다 -(으)ㄴ -던, -았던/-었던 -(으)ㄹ



- 34 -

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 동사에는 ‘-(으)ㄴ, -던, -았던/었던’이 붙고, 형용사와 ‘이(다)’에는 
‘-던’이나 ‘-았던/었던’이 붙는다. 과거란,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
적으로 그보다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미래시제
를 나타내면서 동사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는 ‘-(으)ㄹ’이다. 미래란, 말을 하고 있
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그보다 뒤에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시
간 표현이다.
  이상에 더하여 국립국어원(2005ㄱ: 168)은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하여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표 7]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의 구분(국립국어원, 2005ㄱ: 168)

[표 7]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서에서는 그다지 부각하지 않는 내용이나 
관형사형 어미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의 결합에 의한 의미 변화 등에 대
한 명시적인 구분과 설명이 필요한 한국어교육에서는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이다.

(2) 한국어 관형절의 체계 

  한국어 관형절은 앞(Ⅰ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관계절, 보문적, 연
계절로 나뉜다.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대 한국어 1B, 156쪽)
      나. ‘웃는 게 취미라서 직업으로 하고 싶다’는 행정 고시 출신 개그맨의 예는 [사회적 

위세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

기본 의미 부가 의미 예
-(으)ㄴ 완료된 

행위나 상태  내가 읽은 책
-던 회상  미완료된 행위나 상태

 지속·반복되던 행위나 상태
 내가 읽던 책
 그가 살던 집

-았던/
-었던 회상

 완료된 행위나 상태
 지속·반복되던 행위나 상태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행위나 상태

 내가 읽었던 책
 그가 살았던 집
 엄마가 사 주었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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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세 한국어 5-1, 54쪽)
      다. [유학을 포기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이화 한국어 

2-2, 135쪽)

(1가)는 관형절 내부에 표제 명사와 공지시되는 통사적 공백이 있는 관계절, (1
나)는 표제 명사의 내용을 동격의 형식으로 간추리는 보문절, (1다)는 관형절과 
주절 사이에 원인, 이유, 조건, 목적, 기준 등의 관계가 형성되는 연계절이다. 
  관계절은 수식의 유형에 따라 다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27)로 나뉘
는데 이에 대하여 콤리(Comrie, 1981/1989, 박형진, 2016: 82 재인용)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구분(Comrie, 1981/1989: 143)
      가. 제한적 관계절: 관계절의 수식에 의해 표제 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의 관계절
      나. 비제한적 관계절: 관계절의 수식이 표제 명사의 지시 대상의 범위에는 영향을 주

지 않고 단지 지시체에 추가적인 정보만 추가되는 경우의 관계절

  기본은 제한적 관계절을 전형적인 관계절이라고 말한 바 있다(기본, 1993, 김은
일 외 역, 2002: 170). 라덴과 드리븐(Radden & Driven, 2007, 임지룡·윤희수 
역, 2009: 254-263)은 관계절을 전체적인 시간적 상황 즉 관련된 사건이나 상태
에 대하여 수식하는 것이라고 보며 제한적 관계절은 확인의 목적을 위해 단 하나
의 지시 대상물을 가리키거나 한정시킴으로써 작용역을 좁힌다는 측면에서 제한적
인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이미 확인되어서 더 이상의 지시적 명시를 필요로 하
지 않는 대상물에 관해 배경 정보나 표현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 즉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비제한적 관계절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다음과 같이 관형절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27) 비제한적 관계절에 대한 술어는 학자마다 다르다. 스톡웰(Stockwell, 1977: 59)은 동격
절(appositive clause), 비제한적(nonrestrictive), 부가적(attributive)이라고 하며, 글리슨
(Gleason, 1965: 341)은 삽입 관계절(parenthetical relative clause)이라고 한다(손장진, 
1987: 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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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 My friend, [who lives in Tokyo], is coming to see me.
          내 친구는 도쿄에 사는데 그가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
      나. Eve likes Adam’s shirt, [which is brand-new].
          이브는 아담의 셔츠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아주 새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관형절이 관계절의 경우 대개는 제한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박형진(2016: 82-83)은 다음의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동일한 관
계절이 문맥에 따라 제한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비제한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구분을 관계절에 대한 논의 전반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4) 가. [어제 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어.
      나. [맛있는] 피자가 먹고 싶어요.

  즉 여기에서 (4가)는 제한적 관계절, (4나)는 비제한적 관계절의 예이다. 다만 
(4가)는 문맥에 따라 청자가 ‘영화’의 지시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 ‘어제 본’
이 비제한적 관계절로 해석될 수 있고, (4나)의 경우 ‘(맛없는 피자가 아닌) 맛있
는 피자’로 해석되어 제한적 관계절로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관형절의 체계는 관계절, 보문절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계절
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관계절은 보통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
계절로 구분한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에서는 앞서(22-23쪽) 소개한 바 있는 한송
화(2015)의 분류가 매우 실용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형절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
서 사용하는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통합형 교재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하는 모
든 교육 항목을 분석하였다.28) 그리고 고려대 교재에서 39개, 서강대 교재에서 

28) 분석에 사용된 교재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8-2010),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보문고.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2-2015), 서강한국어 1-6, 도서출판 하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2015), 서울대 한국어 1-6, 문진미디어; 투판즈.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2012), 이화 한국어 1-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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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서울대 교재에서 104개, 연세대 교재에서 75개, 이화여대 교재에서 64개로 
총 351개의 교육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을 통합하자 총 151개의 항목으
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한송화(2015)에서 제시한 관형절 체계를 다시 한 번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5) 형태와 기능에 따른 관형절의 체계(한송화, 2015: 216)
      가. 수식 기능 관형절 및 관형구
          a. 관계관형절        예) [내가 좋아하는] 음식
          b. 동격관형절        예) [한국과 가까워졌다는] 생각
          c. 관형구            예) [그에 대한] 이야기
      나. 비수식 기능 관형절
          a. 준명사형 관형절   예)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어렵다
          b. 문장연결형 관형절 예) [도착하는] 대로 전화 주세요.
          c. 양태형 관형절     예) [난 테니스를 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5가)와 (5나)의 수식 기능 및 비수식 기능에 따른 구분은 보
문절을 구성하는 관형절의 경우 수식 기능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
우29)가 있으며 (5나)와 같이 비수식 기능 관형절로 구분한 경우 역시 세 하게 
따져 볼 때 관형절이 후행하는 의존 명사를 수식한다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5가a)의 관계관형절은 관계절로 (5가b)의 동격관형절은 
보문절로 볼 수 있다30). 한국어 교재에서 교육 내용으로 제시된 관형절이 포함된 
표현 중 보문절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6)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보문절이 포함된 교육 항목 
29) 예를 들어 ‘혹시 유진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와 같은 보문절의 경우 

‘유진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가 ‘소식’을 수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30) 국립국어원(2005ㄱ:173)에서는 동격관형절을 취하는 명사에 자립명사 ‘사건, 기억, 경

험, 용기, 예정, 가능성, 까닭, 소문, 소식, 말, 주장, 단언, 약속, 보고, 보장, 명령, 고백, 
요청, 생각, 느낌, 견해, 이론, 연락, 질문, 독촉’ 등과 의존명사 ‘줄, 바, 수, 리, 듯, 양, 체, 
만, 법, 성’ 등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명사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에게 
선행하는 관형절이 후행 명사의 동격절이거나 보문절임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본고의 논의에서는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절을 동격관형절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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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필요/기회/계획/예정/가능성, -은/는 감이 있다, -는 경향을 보이다, -을 생각[계
획, 예정]이다, -다는 뜻이다, -단 말이에요?, -은/는 면이 있다, 이상에서[위에서, 
앞에서] 본 [말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은/는 바, -은 바 있다, -는 상황이다, -
을 생각도 못하다, -다는 소리를 듣다, -는 수준이다, -다는 응답이 N에 달하다, -
다는 인상을 주다, -을 전망이다, -은/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는 점을 인정하다, 
-는다는 점에서, N은 –다는 점이다, -다는 지적이 있다[많다], -는 추세이다, -은 
적이 있다/없다, -을 정도, -던 차이다, -으려던 참이다

(6)의 보문절 구성의 표제 명사는 ‘적, 차, 참’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립명사임을 
알 수 있다. 
  (5가c)의 관형구에 대하여 한송화(2015: 216)는 관계관형절 중 서술문으로 재
구할 수 없는 관형절이라고 하며 ‘새빨간 거짓말, 그에 대한 이야기’ 등을 예로 든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새빨간 거짓말’은 관
용 표현으로 다루어 관형절 교육의 주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31) ‘그에 대한 이야
기’에서 ‘그에 대한’과 같은 구성은 문병열(2015)의 논의를 빌어 ‘관형격 조사 상
당 구성’으로 처리할 것이다32). 한국어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항목에서 관
형격 조사 상당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7)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형격 조사 상당 구성 
      에 대한, 을 비롯한

  (5나)의 분류는 대체로 관형절과 결합하는 의존명사33)의 성격34)에 따른 것으로 
31) ‘관형구’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구를 말하고 ‘구’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아닌 둘 이

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한송화(2015)에서 관형구의 한 예로 든 
‘새빨간 거짓말’의 ‘새빨간’은 구 구성이 아니므로 관형구로 보기 어렵다. ‘새빨간 거짓말’
은 ‘뜨거운 감자’나 ‘큰 손’ 등과 함께 관용 표현으로 구분하여 덩어리로 교육하는 것이 옳
을 것이다. 다만 관용 표현 중에서도 관형절이 포함된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32) 조사 상당 구성은 [조사+용언 활용형]의 고정된 구성으로 그 전체가 조사 상당의 기능
을 담당하는 구성이다. 문병열(2015)은 이를 다시 목적격 조사 상당 구성, 관형격 조사 
상당 구성, 부사격 조사 상당 구성, 보조사 상당 구성, 접속 조사 상당 구성으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관형격 조사 상당 구성에는 [에 걸친], [에 관한], [에 대한], [에 따른], 
[에 의한], [에 준하는] 등이 있다.

33) 의존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로 어떤 성분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대상성, 서술성, 부사성 
의존명사로 나뉜다. 대상성 의존명사는 대부분의 격조사와 통합이 가능하여 문장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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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5나a)의 준명사형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것’의 결합형이 
‘-음, -기’와 같은 명사절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준명사형 관형절로 분
류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준명사형 관형절이 포함된 교육 항목
      –는 것, -을 것, -을 게 뻔하다, 여간 –은/는 것이 아니다, -은/는/을 게 아니라, -은/

는 것이다, N은/는 말할 것도 없다, -다고 할 것까지는[할 것까지야] 없다, -는 게 
고작이다, -는 게 좋겠다, -는다는 것이, -는다 –는다 하는 게, 마치 –은/는/을 것처
럼, -은/는/을 게 틀림없다, 설마 –은/는 건 아니겠지요?, -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보통 –은 게 아니다, -는 것보다 –는 게 낫다, -은 –
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다

  (5나b)의 문장 연결형은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을 일정한 논리 관계나 시간적 
순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예로 든 ‘대로’는 부사성 의존명사로서 부사성 의존
명사에는 이외에도 ‘채, 척, 듯, 만큼, 만, 뻔, 양, 턱, 김, 겸, 바람’ 등이 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의존명사의 관형절 결합형은 의존명사의 의미 기능에 따라 선행하
는 관형절과 후행하는 주절 사이에서 문장 연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35). 또한 의존명사 자체에 부사적 성격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존명사

러 가지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며 자립명사가 가진 대상성과 지시성을 가지고 있다. 대상
성이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실체화한 것이다. 서술성 의존명사는 주로 계사 ‘이다’
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진술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의미적인 기능을 한다. 부사성 의존명사는 후행하는 서술어에 대하여 부사어로 기능
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양태적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상성 의존명사에는 사람 대용
에 ‘분, 손, 이, 자, 치, 축’, 사물 대용에 ‘것, 따위, 해’, 시간 대용에 ‘적, 동안, 무렵, 즈음, 
녘, 지, 만’, 공간 대용에 ‘데, 쪽, 짝, 게’, 상태 대용에 ‘바, 법, 폭, 수, 리, 줄, 나위’ 등이 
있다. 서술성 의존명사에는 ‘따름, 뿐, 터, 참, 나름, 때문’, 부사성 의존명사에는 대용 기능
의 ‘대로, 만큼, 족족, 등’과 양태 기능의 ‘바람, 통, 김, 차, 채, 뻔, 양, 척, 체, 듯, 둥, 만, 
성, 겸’ 등이 있다(안효경, 1999). 

34) 박형진(2016: 93-94)은 관형절의 표제명사로 나타나는 의존명사를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지, 척, 듯, 것’과 같이 의미가 매우 추상화되어 있어 관형절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 곳, 데, 이, 분, 자(者), 치, 놈, 손’처럼 
의미의 형식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것, 바’는 ‘내용, 일’의 의미를, ‘곳, 데’는 ‘장소’의 의미를, ‘이, 분’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
고 있다. 

35) 권재일(2012: 219)에서는 이러한 의존명사 구문을 다음과 같은 예와 함께 부사절 내포
문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의존명사로 ‘바람, 채, 체, 척, 대로, 듯이’ 등을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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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문장 연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성과 의존명
사는 아니지만 명사의 의미에 따라 문장 연결 기능을 하는 자립명사 결합 구성도 
있다36)37). 한국어 교재의 문법 교육 내용으로 제시된 것 중 이러한 구성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9) 가. ‘관형절+의존명사’의 구성으로 문장 연결 기능을 하는 교육 항목
          ‘-을 겸’, ‘-은/는/을 대로’, ‘-는 둥 마는 둥’, ‘-는다는 듯이’, ‘-은/는 만큼’, ‘-

은/는 양’, ‘-는 중’, ‘-은 지’, ‘-은 채’
      나. ‘관형절+의존명사+조사’의 구성으로 문장 연결 기능을 하는 문법 항목

다. 
     가. 장대비가 내리는 바람에 여객선이 출발하지 못하였다.
     나. 뿌리가 달린 채로 나무를 뽑아 오너라.
     다.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라. 그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떠들어 댄다.
     마. 모래알이 손에 잡힐 듯이 물이 맑았다.
36) 이러한 구성은 고영근(1970), 권재일(1985)에서 논의된 바 있고 우형식(1996)에서는 

접속 명사구, 채숙희(2002)에서는 연결 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 최운호(2005)에
서는 접속 기능 명사구, 배진영(2002, 2009)에서는 접속 관형절 구성으로 개념화하였다.

37) 채숙희(2002: 85)는 연결 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을 의미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류하였다.

연결 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선행 -ㄴ 끝에, -ㄴ 다음(에), -ㄴ 대로, -ㄴ 뒤(에), -ㄴ 이래(로), -ㄴ 이후(에), -ㄴ 족

족, -ㄴ 후(에)
동시

-ㄴ 길로, -ㄴ 길, -ㄴ 김에, -ㄹ 녘(에), -ㄴ 도중(에), -ㄴ/ㄹ 동안(에), -ㄹ 때
(에), -ㄹ 무렵(에), -ㄴ/ㄹ 사이(에), -ㄹ 적에, -ㄹ 제, -ㄴ 중(에), -ㄴ/ㄹ 즈음
(에), -ㄴ/ㄹ 차에, -ㄴ/ㄹ 참에

나열 -ㄴ 데(에)다가
대조 -ㄴ 대신(에), -ㄴ 반면(에), -ㄹ 뿐
비교 -ㄴ/ㄹ 바에
비유 -ㄴ/ㄹ 듯, -ㄴ/ㄹ 듯이, -ㄴ 양, -ㄴ 척, -ㄴ 체
배경 -ㄴ 가운데(에), -ㄴ 도중(에), -ㄴ/ㄹ 마당에, -ㄴ 중(에), -ㄴ 차에, -ㄴ/ㄹ 참에, -

ㄴ 터에, -ㄴ/ㄹ 판에, -ㄴ 판국에
원인

-ㄴ 결과, - 고로, - 관계로, - 김에, - 까닭에, - 까닭으로, - 덕에, - 덕으로, - 덕
분에, - 덕분으로, - 덕택에, - 덕택으로, - 마련으로, - 만큼, - 바람에, - 서슬에, 
- 이상, - 즉, - 탓에, - 탓으로, - 터로, - 통에

조건 -ㄴ/ㄹ 경우(에), -ㄴ 날에는, -ㄴ 한
목적 -ㄹ 셈으로, -ㄹ 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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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는 김에’, ‘-은/는 마당에’, ‘-을 바에야’, ‘-는 바람에’, ‘-는 통에’
      다. ‘관형절+자립명사’의 구성으로 문장 연결 기능을 하는 문법 항목
         ‘-은/는 가운데’, ‘-은 나머지’, ‘-은 다음(에)’, ‘-은/는 대신(에)’, ‘-는 동안’, ‘-

을 때’, ‘-았/었을 때’, ‘-은/는 반면(에)’, ‘-는 사이(에)’, ‘-은/는 이상’, ‘-은/는 
직후’, ‘-는 한’, ‘-는 한편’, ‘-은 후(에)’

      라. ‘관형절+자립명사+조사’의 구성으로 문장 연결 기능을 하는 문법 항목
          ‘-는 과정에서’, ‘-는 길에’, ‘-은/는 까닭에’, ‘-은 끝에’, ‘-는 날엔’, ‘-은 덕분

에’, ‘-은/는 탓에’

  또한 (5나c)의 양태형 관형절38)은 양태 표현 중 그 형태에 관형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관형절 + 의존 명사 + 용언’과 ‘관형절 + 의존 명사 + 조사 + 용
언’의 두 가지 형태가 확인된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항목이 여기
에 해당된다.

  (10)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양태형 관형절
       -은/는/을 것 같다, -었던 것 같다, -을 거예요, -었을 것이다, -을 건가요?, -을 

걸 그랬다, -을 따름이다, -을 리 만무하다, -을 리가 없다, -은/는/을 모양이다, -
을 뿐이다,  -은/는 법이다, -은/는 셈이다, -을 수 있다/없다, -은/는/을 줄 알다/
모르다, -을 지경이다, -는 축에 들다, -을 텐데, -었을 텐데, -을 턱이 없다, -은
/는 편이다

  이상과 같이 분류를 마치자 한국어 교재에 제공된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모든 교육 항목을 모두 포괄하는 체계화가 가능하다. 즉 관형절과 관련된 문법 
교육 항목을 다음과 같이 관형절과 관형절을 포함하는 우언적 구성의 두 가지로 
체계화할 수 있다. 

38) 민현식(1999: 104)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의 양태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경우
법, 수, 줄, 뻔, 족족, 
편, 리, 모양, 셈, 나름, 
지경

상황 바람, 통, 노릇, 지경, 
터 가식 양, 척, 체, 듯

방식 대로, 식 인과 때문, 바, 탓, 바람 가능 수, 줄, 법
당위 법 추측 것(-을 것) 강조 뿐, 따름, 것
의도 차, 양 양보 간(-든지 간에) 정도 만,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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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관형절이 포함된 문법 교육 항목의 체계
        가. 관형절
            a. 관계절
            b. 보문절
        나. 관형절을 포함하는 우언적 구성
            a. 관형격 조사 상당 구성
            b. 준명사형 관형절
            c. 문장 연결형 관형절
            d. 양태형 관형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형절이 포함된 구성
인 (11나a~d)는 덩어리(chunk)로 그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서 앞(Ⅰ장 3절 1항)에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바 본고의 연구 대상인 관계절과 보문절에 대한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1.2. 한국어 관형절 교육 내용의 한계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론적 기능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하여 실제 한국
어교육용 교재에서 제시하는 관형절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관형절 교육
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관형절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관형절에 속하는 (11가a) 
관계절, (11가b) 보문절, 그리고 관형절을 포함하는 우언적 구성에 속하는 (11나
a) 관형격 조사 상당 구성, (11나b) 준명사형 관형절, (11나c) 문장 연결형 관형
절, (11나d) 양태형 관형절의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관계절과 보문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어교육의 특성상 덩어리로 학습하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고 관계절과 보문절에 대한 교육 내용만을 검토한다면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여기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교
재는 36쪽의 각주 28)과 동일하다. 교재별로 관형사형 어미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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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어 교재의 관형절 교육 내용39)

39) 서울대의 교재를 제외한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교재는 영어, 중국어, 일
본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법 해설을 제공하는 판본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선택하여 분석하였고 [표 7]의 문법 
해설 부분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동일한 의미이므로 원문은 제공하지 않
는다. 밑줄 및 번호 부여는 연구자에 의한 것이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은

④동사에 붙어 그 
행동이 ③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
내며 ②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형용사)-은: ②
명사 수식어인 ‘-
은/ㄴ’은 ④형용사
와 결합하여 ②명
사 앞에 위치한다.

A-은: ④형용사
와 결합하여 ②명
사 앞에서 그 명
사를 수식하는 기
능을 한다. ①명
사의 성격이나 상
태를 구체화하고
자 할 때 사용한
다.

-은(관형형1): 이 
관형사형 어미는 
④상태 동사의 어
간에 붙어 ②후행 
명사를 수식한다. 
이것은 ③현재 시
제에서 선택적인 
상황을 표현한다. 

-은/는: ④형용사
에 붙어 ②명사를 
수식하고 명사의 
③현재 상태를 나
타낸다.

-는/은: ④동사, 
형용사, ‘명사+이
다’에 붙어 ③현
재 행동이나 상태
를 나타내며 ②뒤
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쓰
인다.

(동사)-은: 관계
절의 술어가 ③과
거 시제일 때 쓰
인다.

V-은: ②명사를 
수식하며 그 동사
로 표현되는 사건
이나 행위가 ③과
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은/는/을(관형형

2): ④동작 동사
에 붙어 ②후행하
는 ②명사를 수식
한다. ③동작이 
끝났으면 ‘-은/ㄴ’
을 사용하고 ③동
작이 진행 중이면 
‘-는’을 사용하고 
③예측을 할 때에
는 ‘-을/ㄹ’을 사
용한다.

④동사에 붙어 ②
명사를 수식하고 
사건이나 행동이 
③과거에 일어났
다는 것을 나타낸
다.

-는
관계절을 만드는 
데 쓰인다. 한국
어에서 관계절은 
②명사 앞에 위치
한다.

④동사와 결합하
여 ②명사를 수식
하는 기능을 한다. 
①명사의 성격이
나 상태를 구체화
하고자 할 때 사
용한다.

④동사에 붙어 ②
명사를 수식하고 
사건이나 행동이 
③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을

④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 행동이 
③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
타내며 ②뒤에 오
는 명사를 수식한
다.

③미래 관계절 어
미이다.

②명사를 수식하
며 그 동사로 표
현되는 사건이나 
행위가 ③일어나
지 않았거나 정해
진 사실이 아님을 
나타낸다.

④동사에 붙어 ② 
명사를 수식하고 
사건이나 행동이 
③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
타낸다.

-던
④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에 붙
어 ②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오랫동안 계속해

-았/었던: ③과거
의 상황이나 사건
을 회상하거나 되
돌아볼 때 사용하
는 관계절 어미이

A/V-던:　 ③과거
의 상태나 행동을 
회상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었던: ④동사에 
쓰여 오직 한 번 
일어나고 ③현재
까지 계속되지 않
는 지난 경험의 

-던: ③과거의 어
느 시점까지 반복
되던 행동이나 과
거의 사건을 나타
낼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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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을 보면 서울대 교재에서 ① ‘명사의 성격이나 상태를 구체화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라고 관형절의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 내용은 ‘형태론적 정확성 중심’, ‘위치와 수식으로 설명되는 통사론적 기능’, ‘관
형절의 시제와 상, 서법 중심’, ‘결합 제약 중심’에 치중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어서 각각의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1) 형태론적 정확성 중심

  그간의 한국어 관형절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형태론적 정확성을 중요
하게 다루고 있는 것(성지연, 2002; 이진경, 2006; 정소희, 2007; 김혜영, 2007; 
정대현, 2008; 최서원, 2009; 최보선, 2010; 임시현, 2011; 이길섭, 2012; 이원, 
2012; 장춘뢰, 2012; 성지연, 2012; 궁뢰, 2013; 유혜경, 2013; 이빙청, 2013; 임
선영, 2013; 장천, 2014; 다시 울찌우스, 2014; 김형주, 2014; 황선희, 2014; 전
욱기, 2014; 소문경, 2015; 장미, 2015; 서은로, 2016; 허메이핑·홍종선, 2016; 김
민아, 2017; 서영석, 2017; 허메이핑, 2017 등)은 관형절 교육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학습자들이 관형절을 생성할 때 의미 
기능에 맞는 정확한 형태를 사용하여 관형사형 어미 사용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
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적 정확성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형태 
초점 교수법이나 시각적 입력 강화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수 방법으로 이어진다(정소희, 2007; 정대현, 200840); 

40) 정대현(2008)은 “관형사형 어미는 의사소통적 가치가 높지만 학습자가 주의력을 기울일 
수 없는 문법 범주이다. 또한 관형사형 어미는 인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saliency) 

서 반복적으로 일
어난 ③과거의 일
이나 행동을 가리
킨다. 끝나지 않
은 일을 가리키기
도 한다.

다.
회상이나 현재와
는 다른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다.

-던: ‘-았/었던’
과 마찬가지로 ③
과거의 사건을 되
돌아볼 때 사용하
는 관계절 어미이
다. 

A/V-았/었던: ③
이미 완료된 과거 
상황을 회상할 때 
쓴다.

-던: ④동사에 붙
어 ③일정 기간 
동안 지속됐거나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과거의 사실
을 표현한다.

-았/었던: ③과거
에 시작되어 과거
의 어느 시점에 
완료되거나 중단
된 행동을 나타낼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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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선, 2010; 서만, 2012; 성지연, 2012; 궁뢰, 2013; 허메이핑·홍종선, 2016 
등).
  또한 교재에서도 형태적 정확성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
든 교재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에 대한 문법 해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9]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은’의 형태적 정확성에 대한 강조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의 형태적 정확성을 연습하는 다양한 청각구두 교수
법식의 연습 문제를 볼 수 있다(서울대 한국어 Workbook 1B: 128).

문법 형태”라고 규정하며 본문 강화 방법(텍스트에서 제시된 목표 형태를 활자적으로 조
작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가 문법 형태를 습득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설
득적이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은

a. 만약 어간이 
모음이나 ㄹ로 
끝나면 ‘–ㄴ’이 
사용된다.
b. 만약 어간이 
ㄹ이 아닌 자음
으로 끝나면 ‘–은’
이 사용된다.

만약 형용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ㄴ’이 어간에 
붙는다. 만약 형
용사가 자음으로 
끝나면 ‘–은’이 
붙는다.

받침 X + -ㄴ
받침 O + -은
있다[없다]+-는

상태동사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은’을 사용한
다. 모음으로 끝
나면 ‘-ㄴ’을 사
용한다.

자음 + 은
모음, ㄹ + ㄴ
있다, 없다 + 는

연습 1 다음과 같이 쓰세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은/ㄴ -은/ㄴ
크다 큰 두껍다

예쁘다 귀엽다
불편하다 길다

높다 멀다
많다 멋있다
얇다 재미없다

[보기]           좀    작은    옷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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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적 정확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이미 여러 논의
에서 그 실효성에 대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김서형, 2008; 김서형·홍종선, 
2010; 김창구, 201141); 팜홍프엉, 2016; 최보선, 2018 등). 본 연구에서는 관형
사형 어미의 형태적 정확성은 관형절의 적절하고 유창한 사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습득되어야 할 언어적 지식이라고 본다. 다만 이는 중요하게 학습되어야 할 부분
이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교육 내용 즉 언제, 어떻게 관형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
한 명시적 설명과 학습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위치와 수식으로 설명되는 통사론적 기능

  한국어 관형절에 대하여 교재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 중 하나는 관형절의 문장 
내에서의 위치와 수식으로 설명되는 통사론적 기능이다. 앞의 [표 7]의 밑줄 치고 
②로 표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
미와 결합하여 명사 앞에 위치하며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관형절의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특히 문장의 확장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바가 거의 없다. 즉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는 관형절과 관련하여 시제가 설명되고 그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가 설명되
고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는 설명이 주어지는 것뿐이다. 관계화에 대하여 통사적 

41) 김창구(2011: 101)에서 “학습자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관형사형 어미의 정확한 
사용과 같은 형태적 정보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자들의 
‘의미 우선’의 관계절 생성 전략과는 달리 현장에서의 관계절 제시 방식은 형태에만 초점
을 두거나 이해에 앞서 목표 구조를 산출하도록 하는 데 교육의 중심이 놓여 있는 듯하
다. 그러나 맥락과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언어 형태만을 따로 분리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활동들은 학습자들의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SLA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라고 비판한 것은 본고의 입장과 동일하다.

 1) 어제 시장에서            수박을 샀어요.
                    (크다)
 2) 한국에는            사람이 많네요.
             (친절하다)

                      (작다)



- 47 -

내포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부재하다. 서강대 교재에서 유일하게 관계절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경우 모어에서 습득한 관계절 
생성의 기재를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나머지 교재의 설명에서
는 관계절을 포함한 관형절의 통사적 기능에 대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습자들은 연습 문제나 예문 등을 통해 어렴풋이 관형절에 대하여 인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나 명시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 
역시 이미 여러 논의에서 지적되었다(김지혜, 200942); 김서형·홍종선, 2010; 한송
화, 2015ㄷ; 홍윤기·유호, 2015; 김신영, 201743); 서희정, 2018).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형절의 위치 정보와 수식 기능 정도의 설명은 내포절의 하나인 관형절에 
대한 통사적 이해 자체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형절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
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42) 특히 김지혜(2009: 50-58)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의미의 차이와 문법적 
기능이나 특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유창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개별 연결어미의 의미와 쓰임, 제약, 함께 어울려 쓰이는 말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는 시제나 존
대법, 연결 어미 등과 같이 그 의미적, 형태적 분류가 명확한 것에 대한 논의들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문장을 확대해 나가는 명사절이나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등과 같은 내포
문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중략)... 한국어교육에서 내포문은 그 기능을 이해하고 범주
로 묶어 체계화하기보다는 각 문법 항목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중
략)... 관형사형 어미를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자주 쓰이는 표현을 묶어서 제시하는 경우
에는 1급부터 5급까지의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은’, ‘-던’, ‘-았던/었던’ 등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대개 문장을 안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수식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제
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여 관형절에 대한 통사적 교육 내용이 부족함을 적절하게 지적
한다.

43) 김신영(2017: 66-67) 역시 “영어 교육에서는 관계절이 별도의 문법 항목으로 교육되는
데 문법 항목의 이름 자체가 관계절이기 때문에 절 단위인 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한국어 교육에서는 기본형의 제시가 절 단위가 아닌 동사나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
성어미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제시되며 어디에도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단어 단위의 
관형어로서만이 아닌 절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계절을 습득할 때 머리명사의 의미에 대해 한정하는 절을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단지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정확한 활용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라며 관형절이 절로서 인식되기보다는 관형사형 어미로 인식되어 생성에 방해가 됨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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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형절의 시제와 상, 서법 중심

  이것은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에 치중된 관형절 교육의 한계성을 말한다. 
앞의 [표 8]에서 ③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의 [표 6] 관형
사형 어미의 종류(국립국어원, 2005ㄱ: 16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 학습용 
문법서에서도 관형절에 대한 교육 내용은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따른 시제, 상, 
서법의 의미 기능이 주를 이룬다. 다음은 문법 사전으로 제작된 국립국어원(2005
ㄴ)에 제시된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해설이다.

  (12) 국립국어원(2005ㄴ)의 관형사형 어미 해설
       가. -은: (동사에 붙어) 명사를 수식하게 하고 그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음

을 나타내는 어미, (형용사 어간이나 ‘이다’, ‘아니다’ 어간에 붙어) 명사를 수식
하게 하고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나. -는: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 등의 어간에 붙어) 명사를 수식하게 하고 
그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다. -을: 명사를 수식하게 하고 미래의 일이나 추측, 예정, 의도 등을 나타내는 어미
       라. -던: 명사를 수식하게 하고 과거 상황을 회상하거나 그 상황이 완료되지 않고 중

단되었음을 나타내는 어미
       마. -았던: 명사를 수식하게 하고 과거 상황을 회상하거나 그 상황이 완료되지 않

고 중단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 어미 ‘-았-’과 ‘-던’이 함께 쓰인 표현

(12가~마)의 내용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는 서술어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상세
하게 소개되어 있을 뿐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 국
어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수집한 경험적 데이터
를 활용하여 기술한 문법 사전인 백봉자(2006)에서도 관형사형 어미의 시상 기능
에 대한 설명을 주요하게 제공한다.44)

44) 다만 백봉자(2006: 166)에서는 본문의 [표 10]에 이어 “수식을 받는 명사는 문장에서 
조사와 어울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이다동사와 어울려 서술어로도 쓰인다.”라고 
하며 관형절이 내포되는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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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문법서의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해설(백봉자, 2006: 166)

  이와 같이 관형절 교육 내용의 대부분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의미에 관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가 다양하고 통사적 표지로서뿐만 아
니라 시제, 상, 서법 등의 의미 기능도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정
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담화나 문
장 등 좀 더 확장된 차원에서 관형절을 조망하기보다는 형태론적 정확성과 연계하
여 그 의미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에 본질적인 도움을 제공하
지 못한다는 데 있다.
  앞에서 언급한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론적 정확성을 중요하게 다룬 논의들은 동
시에 각 형태가 지닌 의미 기능을 관형절 교육 내용의 중심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초급과 중급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적 대립의 요소로만 교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습자
들이 관형절 시제를 절대시제로만 인식하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박소영·임선영(2013: 240-241)을 비롯한 연구들(김서형·홍종선, 2010; 홍
윤기·유호, 2015; 최보선, 2018)에서 비판하듯이 시제, 상, 서법의 의미 기능의 학
습에 치중된 현재의 교육은 관형절의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4) 결합 제약 중심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제약 중심의 교육 내용은 [표 8]에서 ④로 표시하고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 제약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연습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서강 한국어 Workbook 3A: 123).

동사 관형어미 시상 예
동작동사

-는   현재, 동작의 진행    가는 사람
-(으)ㄴ   과거, 동작의 완료    간 사람
-(으)ㄹ   미래, 추측    갈 사람

상태동사 -(으)ㄴ   현재, 상태    예쁜 꽃
이다동사 -ㄴ    교수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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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표제 명사의 의미에 따른 관형절의 구성 및 관형사형 어미 사용의 제약에 
대한 문제는 설명하기 매우 까다롭고 오류가 양산되기 쉬운 부분으로 대부분 보문
절에 해당하며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를 덩어리로 제시함으로써 해결한다. 한국어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교육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다.45)

  (13) 관형사형 어미와 표제 명사의 결합형으로 제시되는 교육 항목
       -을 필요/기회/계획/예정/가능성, -은/는 감이 있다, -는 경향을 보이다, -을 생각

[계획, 예정]이다, N에 대한 논란이 있다, N의 특징은 –은/는 데(에) 있다, -은/는 
데(에) 반해, -은/는 데(에) 비해, -는 데 있다, –다는 뜻이다, -단 말이에요?, -은/
는 면이 있다, -은 바 있다, -은/는/을 바, [이상에서, 위에서, 앞에서] 본[말한, 이
야기한] 바와 같이, -는 상황이다, -을 생각도 못하다, -다는 소리를 듣다, -는 수
준이다, -다는 응답이 N에 달하다, -다는 인상을 주다, -은 적이 있다/없다, -을 
전망이다, -다는 점이다, -는다는 점에서, -은/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는 점을 
인정하다, -을 정도, -다는 지적이 있다, -다는 점을 지적하다, -던 차이다, -으려
던 참이다, -는 추세이다, -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관형절에 있어서 서술어와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제약 및 표제 명사
와 관형절의 결합 제약은 전통적으로 국어학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온 부분이다
(권재일, 198046); 강범모, 1983; 김영근, 1995; 정재은, 2002; 김진웅, 2003; 김
45) 다만 여기에는 보문절로 분류되기는 하나 문장 연결형이나 양태형으로 기능하는 항목들

은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46) 권재일(1980)은 기능 수행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보문절의 표제 명사를 관형어나 관형

사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속 명사와 그렇지 않은 자율 명사로 구분하며 구속 명사의 
관형사형 어미 제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구속 명사의 의미 자질에 특정의 시상법을 
제약하는 자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연습
동사 형용사 있다 이다/아니다받침 O 받침 X

-을 -ㄹ X 일하고 있을 X먹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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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201047); 문숙영, 2012; 오충연, 2012; 채희락, 2012; 홍용철, 2012; 김수
태, 2014; 김수태, 2016; 최혜령, 2014, 2016 등). 이는 실제로 학습자들에게서 
오류가 많이 양산되는 부분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다(이준호, 2013; 소문경, 2015; 서은로, 2016; 허메이핑, 2017 등). 그러나 이 
역시 오류 방지를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관형절을 생성하는 
데에는 학습자에게 보다 본질적인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고에서
는 한계로 규정한다.

2. 문법에 대한 담화 화용론적 접근
  이 연구는 담화 화용론적 관점에서 실제 언어생활에 나타난 한국어 관형절의 사
용을 분석하고 그 기능을 체계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논의의 

제약되는 관형사형 어미 구속 명사
‘-은’ 제약 수
‘-을’ 제약 양1, 척, 체, 때문, 사이, 족족
‘-는’ 제약 찰나
‘-은’, ‘-을’ 제약 중
‘-은’, ‘-는’ 제약 양2, 만, 법, 상, 번, 뿐, 터, 리, 나름, 참, 따름, 즈음, 녘, 쯤, 줄[능력]
‘-을’, ‘-는’ 제약 채
제약 없음 듯, 둥, 지, 대로, 만큼, 것, 바, 이, 데, 적, 순간, 참, 때, 무렵, 동안, 

줄[인지]

47) 김민국(2010)은 관계화의 제약을 주제화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다음의 (1가)와 같이 주
제화가 가능하면 관계화도 가능하고 (1나)와 같이 주제화가 불가능하면 관계화도 가능하
지 않은 것이다. 

      (1) 가. 영희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ㄱ. 관계화: [영희가 선물을 드린] 할머니

    ㄴ. 주제화: 할머니는 [영희가 선물을 드렸다]
나. 할머니가 영희에게 선물을 받았다.
    ㄱ. 관계화: *[할머니가 선물을 받은] 영희
    ㄴ. 주제화: *영희는 [할머니가 선물을 받았다].

  관계화와 주제화의 이러한 관련성은 관계절이 근본적으로 표제 명사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
에서 기인한다. 즉 표제 명사는 관계절이 서술하는 대상인데 주제 역시 문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표제 명사와 주제는 유사해지는 것이다. 이는 본고에서 관형절과 
표제 명사를 담화의 화제로 기능한다고 보는 관점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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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를 위해 담화 화용론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한 이 담론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언어학의 흐름 속에서 담화 화용론
은 어떤 위치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해설 방식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연구 영역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피
고 이어서 담화 화용론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2.1. 담화 화용론의 연구 영역

  담화 화용론에 대한 논의는 여러 연구에서 볼 수 있는데 람브리치트(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14-18)에 따르면, 담화 화용론은 문법과 담화48)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일반적인 영역을 다룬다. 담화 화용론은 문장의 어떤 형식
적 특성은 그 특성을 가진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생각과 관련되는 것이다.49) 그에 반해 
48) 담화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텍스트와 대비하여 개념화하

고 범주를 설정한 논의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담화는 텍스트와의 관련성에 따라 크게 담
화를 텍스트의 상위 범주로 보는 입장, 담화는 구어로 텍스트는 문어로 보는 입장, 담화와 
텍스트를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섞어서 사용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담화를 
텍스트의 상위 범주로 보는 입장으로 호에이(Hoey, 1983)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담화와 
테스트를 구별하며 텍스트란 음소, 형태소, 통사 등과는 다른 비구조적 층위로서 문장 이
상의 언어 단위인 반면 담화란 텍스트 층위와 아울러 텍스트 외적 자질인 상황과 상황 속
에 있는 언어 사용자 및 언어 형태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담화와 텍스트를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담화를 언어 수행, 구어, 기술에 초점을 두
는 반면, 텍스트는 언어 능력, 문어, 규범화에 초점을 둔다. 끝으로, 담화와 텍스트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논의에서는 대개 담화와 텍스트를 응집성이나 일관성의 장치들에 
의해 연결된 언어적 요소의 총체로서 정보 전달이나 의견 제시 등과 같은 화자의 의도 하
에 청자나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상황을 고려하거나, 때로는 이미 제시된 다른 텍스
트를 고려하여 구성되는 일종의 언어 행위라고 해석한다(이성범, 2012: 58). 또한 텍스트
에 대하여 구조, 형태, 의미적으로 짜인 입말과 글말을 넘어 언어와 비언어적 종류의 모든 
문화적 전달까지 포함하는 논의(안정오, 2005)도 있다. 즉 담화와 텍스트는 넓은 의미에
서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의 연쇄체’의 개념으로 동일하게 간주되는바 본 연구에
서는 담화와 텍스트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49) 문장 문법과 관련하여 언어학적 이론에 따른 접근의 차이는 필모어(Fillmore, 1976: 83)
에 잘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통사론은 간단히 말하면 언어에 나타나는 문법적 형식의 특
징을 말하고, 의미론은 그 형식을 그것의 잠재적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짓는다. 그리고 화
용론은 언어 형식과 그 형식이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언어 형식이 그러한 의사
소통의 기능을 가지는 맥락이나 상황과 결합시키는 세 항목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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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의 하위 영역인 것으로 자주 이해되는 화용론50)51)은 문장의 의미에서 진리
-조건적 의미론의 도구로는 포착할 수 없는 측면에 대한 연구를 말하며 담화 화
용론과 상반되는 의미로서 대화 화용론이라고 불린다. 언어학 전반에서 볼 때 음
운론, 형태론, 통사론이나 의미론이 언어 자체를 언어 사용과 분리하여 언어의 본
질적 측면을 밝히는 것이라면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주제로 
하여 추상화된 관점에서 언어 사용의 원리를 구축하기 위한 철학적이며 이론적인 
작업이다(최명원, 2002: 477-478).
  대화 화용론과 담화 화용론의 차이를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일반
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화용론, 즉 대화 화용론이 하나의 동일한 문장 형식이 왜 
둘 이상의 의미를 표현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담화 화용론은 하나의 동
일한 의미를 왜 둘 이상의 문장 형식으로 표현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
시 말하면 대화 화용론에서는 명제에 대한 특정한 맥락 의존적 해석과 그것을 표
현하는 문장의 형태·통사 혹은 운율 구조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 즉 청자
가 문장의 형식과 그 문장이 발화된 특정한 대화 맥락 사이의 관련성에 근거해서 
이끌어내는 추론이 목적 지향적인 행동과 관련된 일반적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다. 그에 반해 담화 화용론에서는 문장 형식과 담화 맥락의 특정한 연결을 통해 
   통사론 [형식]
   의미론 [형식, 기능]
   화용론 [형식, 기능, 상황]
50)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 김태옥·이현호 역, 1991: 31)는 화

용론에 대하여 텍스트 생산자의 태도(의도성), 수용자의 태도(용인성), 그리고 의사소통의 
배경(상황성)에 대한 문제를 탐구한다고 한다.

51) 이성범(2012)에 따르면 화용론 연구의 거시적 관점은 언어 자체의 내부적 규칙이나 원
리만으로 최소한도의 발화 맥락 속에서의 언어 사용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와 청자의 선택과 이해 과정에 영향을 주는 상호주관적이고 역동적인 사회
적, 제도적, 사상적, 문화적 요인들을 아우르는 연구 시각을 말한다. 즉 거시 화용론은 ‘자
립적인 문법의 틀에 갇힌 언어학’이 아니라 ‘문법에 바탕을 두되 문법을 뛰어넘는 의사소
통의 언어학’을 지향한다(23). 미시적 관점에서 화용적 행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
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의 화용적 행위의 주체는 특정 문화나 역사, 직업, 교육, 제도, 규
범, 의식 등을 공유하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집단으로서, ‘잘 정의된 개인들의 집합’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미시화용적 관점은 사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개인의 의
한 언어 사용과 그 개인의 일상적 맥락에서의 언어 표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반면, 
거시화용적 관점은 자연스럽게 탈개인화되고 상호주관적인 존재로서의 개인과 개인들 사
이에서의 의사소통 및 개인과 집단, 문화와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게 된다
(25). 다만 미시화용론과 거시화용론은 상호작용적인 것임이 반복해서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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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된 화용적 해석이 한 언어에 특유하거나 보편적인 문법의 규칙이나 원리에 의
해 결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통 화용론으로 여겨지는 대화 화용론과 담화 화용론
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1] 화용론과 비교한담화 화용론의 연구 영역, 연구 문제, 문장 해석 및 원리

  람브리치트(Lambrecht)는 또한 담화에서 명제의 화용적 구조에 대한 형식적 표
현을 할리데이(Halliday)의 용어 “정보 구조”를 채택하여 문장의 정보 구조라고 칭
하는데 이는 “사태의 개념적 표상인 명제가,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그 구조를 정
보의 단위로 사용하고 해석하는 대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휘문법적 구조와 
짝지어지는 문장 문법의 한 부문(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18)”을 
말한다.
  언어에 대한 기능적 접근은 화용론을 의미와 통사가 연구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틀로 간주한다. 기능적 접근은 의미론이 화용론에 종속되고 통사론이 의
미론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통사론은 복합적 의미가 표현될 수 있는 수단
인 형식적 구조의 구성을 허용하기 위해 있고, 복합적 의미는 사람들이 미묘하고 
구별된 방식으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 위해 있는 것이다(Dik, 1980: 2). 언어
학에서 형식과 기능의 대립은 필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적 선호와 종종 이념
적 선호의 문제이다(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24).
  언어에 대한 기능적 접근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논의 중의 하나는 할리데이
(Halliday)의 체계 기능 언어학적 관점이다.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언어를 의미

(대화) 화용론 담화 화용론
연구 영역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된 문장의  

사용에 대한 연구
문법과 담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연구 문제 하나의 동일한 문장 형식이 왜 둘 
이상의 의미를 표현하는가?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왜 둘 
이상의 문장 형식으로 
표현하는가?

문장의 해석 명제에 대한 특정한 맥락 의존적 
해석

문장 형식과 담화 맥락의 특정한 
연결을 통한 화용적 해석

원리 목적 지향적인 행동과 관련된 
일반적 원리

한 언어에 특유하거나 보편적인 
문법의 규칙이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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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하는 도구로 인식한다. 할리데이(Halliday)는 보편적인 의미 체계의 기능으
로 관념화(ideational) 기능, 텍스트(textual) 기능, 상호 인간적(interpersonal) 기
능을 든다. 여기에서 관념화 기능은 언어가 세계의 어떤 것을 반영하는 기능으로
서 언어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언어는 실제 세계에 대한 화자의 경
험을 표현하며 문법이나 담화 수준에서 이를 반영하는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있
다. 둘째로, 언어의 텍스트 기능은 언어 사용자의 텍스트 형성 능력을 말한다. 이
때 언어는 언어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의 특성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 고리들
을 제공한다. 텍스트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연결 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언어의 
텍스트 기능은 상황에 대한 텍스트를 만들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아무렇게나 
문장을 모아 놓은 것과 차별화를 가능케 해 준다. 이러한 언어 기능은 전제와 초
점, 주제와 평언 등과 같은 정보 구조 및 응집성과 일관성 등에서 나타난다. 끝으
로 상호 인간적 기능은 언어가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질문을 하는 사람과 이에 답하는 사람의 역할은 의문문과 평서문이란 
서법에 의해 표시되지만 구체적 담화 맥락에서는 이런 방법이 변형되거나 채택되
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어휘적, 추론적 언어 장치들에 의해 사회적 역할이 표출
될 수도 있다. 이성범(2012: 43)은 할리데이(Halliday)가 말하는 언어의 세 가지 
기능을 담화에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표 12] 언어의 기능(이성범, 2012: 43)

2.2. 담화 화용론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

  이 연구는 담화 화용론적 관점에서 실제 언어생활에 나타난 한국어 관형절의 사
용을 분석하고 그 기능을 체계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논의의 
전개를 위해 먼저 담화 화용론과 담화 화용론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에 대하여 

기능 담화의 경우 구성 내용
관념화 기능 담화의 내용적 바탕

(field of discourse) 담화에서 기술하려는 상황이나 사건
텍스트 기능 담화의 구성 방식

(mode of discourse) 담화에서 기술하는 방식과 전달 방법
상호 인간적 기능 담화의 목적이나 취지

(tenor of discourse)
담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도 및 
상호 인간적 관계



- 56 -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에서 담화 화용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촉구하였
다면 이제는 담화 화용론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다. 

(1) 정보와 정보 구조

  문장의 의미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언어 표현의 기능인 
반면, 문장이 발화되는 정보52)의 가치는 대화자의 심리적 상태에 달려 있다. 주어
진 명제의 의미 조각이 정보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그것이 발화되는 
의사소통의 상황에 달려 있다. 정보를 규정하는 한 가지 유용한 방식은, 어떤 상황
이나 사태를 화자에게 알리는 것으로써 화자가 세계에 대한 청자의 심적 표상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다(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64). 지시 
대상에 대한 정보는 관형절을 구성하는 명제에 담겨 있다. 특히 어떤 상황이나 사
태를 지시하면서 화자는 관형절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청자의 심적 표상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시 대상의 도입은 이어지는 담화에서 전제로 작
용하게 되는데 이때 화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대상의 속성, 정황, 혹은 
그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을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정보 구조란 “사태의 개념적 표상인 명제가,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그 구조를 
정보의 단위로 사용하고 해석하는 대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휘문법적 구조
와 짝지어지는 문장 문법의 한 부분(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18)”
으로서, “화자가 자신이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자
의 지식 저장소(knowledge store)에 덧붙이기 위해 선택하는 문장의 구조(박철우, 
2003: 13)”를 말한다. 이 정보 구조 부분에서 명제는 사태의 개념적 표상으로서 
그 사태가 의사소통되는 담화 상황에 따라 화용적 구조화를 겪게 된다. 명제의 화
용적 구조화는 발화 시에 청자의 심리 상태에 관한 화자의 가정에 의해 이루어진
다. 그리고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는 적절한 어휘문법적 구조와 짝을 이룬다. 
이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즉 화자는 하나의 사태에 대하여 
청자의 심리 상태를 가정하며, 담화 상황에 따라 화용적으로 구조화한 명제를, 어

52) 여기에서 정보는 어휘적 정보나 지시적 정보가 아닌, 문장으로 전달되는 명제적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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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법적 구조에 맞추어 전달하는 것이다. 
  정보 구조 부분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범주가 있다. 하나는 담화에서의 실체의 
심적 표상으로 이는 청자의 지식과 의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추정과 관련된다. 청
자의 지식과 의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추정에 따라 명제는 전제되거나 단언된다. 
다른 하나는 외연의미(denotatum)와 명제 사이의 화용적 관계에 대한 것으로 화
제 관계와 초점 관계로 설명된다. 

[그림 1] 화자의 머릿속과 명제의 구조화

(2) 담화 지시체와 심적 표상

  앞에서 화자는 사태를 개념적으로 표상하여 명제화한다고 하였다. 즉 실체를 포
함하는 사태는 화자나 청자의 외부 세계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이해하
기 위해 먼저 담화 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편리하다. 담화 세계는 텍스트 외
적 세계와 텍스트 내적 세계로 나뉜다.53) 텍스트 외적 세계는 화자와 청자로 구분
되는 발화 참여자와 발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시간, 환경을 나타내는 발화 장면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텍스트 내적 세계는 언어 표현과 그 의미로 구성된다. 람브

53) 이러한 구분은 이후 맥락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텍스트 외적 맥락
과 텍스트 내적 맥락으로 각각 연결할 수 있다(Ⅱ장 3절 2항의 [표 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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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트(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57)는 그의 연구에서 특정 발화에
서 언어 표현으로 지시되는 실체와 사태를 그것의 지시체(referent)라고 한다. 그
리고 대상(실체)이나 사태를 나타내지 않고 속성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small, in, went home 등)은 지칭물(designatum)이나 외연의미(denotatum)라고 
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해석하면 관형절은 표제 명사와 결합하여 지시체를 
나타내고 관형절은 속성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지칭물이나 외연의미라
고 볼 수 있다.
  심적 표상은 발화 참여자의 마음에 떠오른 지시체의 추상적 표상이다. 지시체의 
심적 표상은 지시를 통해 대화 참여자의 기억과 의식 속에 활성화된다. 표상은 발
화 시에 화자가 알거나 믿거나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간주하는 명제들의 총합으로 
형성된다. 표상은 지식과 의식의 두 가지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지식의 요
인은 청자가 발화 시에 주어진 실체나 명제를 이미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화자의 추정과 관련된다. 청자에게 이미 실체에 대한 심적 표상이 있는 경우 
그 실체는 확인 가능한 것이고, 명제에 대한 심적 표상이 있는 경우 그 명제는 전
제된 것이라고 한다. 의식의 요인은 청자가 발화 시에 대상이나 명제에 대하여 의
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화자의 추정과 관련된다. 그 표상이 현재 청자의 
의식에 중심에 있는 실체나 명제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한다(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437-438). 이는 관형절을 사용하여 지시 대상을 명확히 하
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화자는 청자가 자신이 말
하고자 하는 지시 대상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추정하고 그에 따라 관형절에 포함
할 정보의 내용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의 정도를 결정한다.54) 그리고 화자의 

54) 이와 관련된 예는 김흥수(1994: 338)에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의 대화를 보자.
     A: 이게 어디 갔지?
     B: 뭔데?
     A: 부채.
     B: 어떤 부채?
     A: [지난봄에 전주에서 사 온] 부채.

즉 구체적인 어떤 부채를 청자에게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A는 지시사 ‘이게’, 보통 명사 
‘부채’, 관계절 ‘지난봄에 전주에서 사 온’을 단계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
하여 김흥수(1994)는 지시를 위하여 관계절을 사용하는 화용적 동기는 다른 지칭법만으
로는 지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발화 상황이나 담화 맥락이 존재할 때 관계절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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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따라 관형절에 제공되는 정보를 결정하고 발화함으로써 청자의 의식에 지
시 대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화 참여자의 마음에 떠
오른 심적 표상은 그것이 바탕하고 있는 심적 구조에 따라 현재의 언어 상황, 삽
화적 기억,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것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3) 전제와 단언

  전제는 논리학자 프레게(Frege, 1892)가 자연 언어의 지시 표현을 논리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연구하던 과정에서 “어떤 것이 단언되면 사용된 고유 명사는 지시
를 갖는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이후 논리학에서 지엽적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던 것이 이제는 언어학의 전 분야, 특히 의미론과 화용론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전제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발화가 진리 가치를 갖기 위해 필연
적으로 참이어야 하는 내용 요소를 말한다(K-Orechioni, 1986: 27, 최재호, 
1995: 1105 재인용).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저항이나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는 요
소를 전제로 삼지만 또한 받아들여지리라고 여겨지는 요소도 전제로 삼을 수 있
다. 최재호(1995)는 전제에 대한 논의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으
로 정리한다. 첫째는 순수 의미론적 차원에서 전제를 발화에 의해 전달되는 묵시
적 정보로 간주하고 의미 분야에 국한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이때 전제는 하나의 
문장이 의미론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제약이자 문장에서 전경 정보와 직접적인 관
계를 갖는 배경 함의이다. 둘째는 기능적 차원으로 전제가 발화 구성 요소로서 갖
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이때 전제의 기능은 화제화와 관련이 있다. 즉 
전제는 명제와 달리 이미 알려진 정보로서 발화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데 전
제와 명제의 대립을 통해 발화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변형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다. 셋째는 화용적 차원으로 발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발화 내용의 
책임 소재와 발화 상황과의 관련, 공동 배경 지식, 청자와 화자의 심리적 태도 등
을 연구하는 것이다.55) 여기에서 전제는 주어진 맥락에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시사의 경우 정보가 부족하고 맥락
이나 상황에 의존적이며 보통 명사의 경우 정보가 부족하고 추상적이고 폐쇄적인 것에 반
하여 관형절의 경우 맥락이나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객관적 정보가 풍부하고 또 그 
정보가 구체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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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의해 정의된다. 즉 화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문장을 발화하는 경우에 전달
되는 배경 정보로, 그 발화가 적정한 언행이 되기 위해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거나 
가정되는 명제로서 정희자(2000)는 이를 발화 전제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관형
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다루는 본 연구는 앞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원의 논의
와 관련성을 갖는다. 
  전제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 이론, 표현, 발화 등이 타당한 의미를 가지기 위
하여 배경이 되는 가정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화용론에서는 ‘언어 표현으로 드러나
는 것 중에서 부정 검증56)과 같은 특정 언어 테스트에 의해 추출될 수 있는 화용
적 추론이나 가정(임천택, 2003: 97)’이란 의미로 쓰이는 논리적(의미론적) 전제
나 문장의 발화와 언어 외적 문맥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화용론적 전제를 의미한
다. 
  화용론에서 전제는 보통 단언과 대비하여 설명된다. 어떤 문장을 발화함에 있어 
대화 참여자가 그 문장과 관련된 다른 명제를 확정된 것으로 여기거나 당연시되는 
것으로 여길 경우, 그 문장은 그 명제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단언은 한 문
장이 명백하게 표현한 의미, 즉 명시적 혹은 일차적 의미이다. 람브리치트
(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72-75)에 따르면 명제로 전달된 정보는 
새로운 것이 이미 주어진 어떤 것과 관련해서 보통 새로운 것인 한, 그 자체가 보
통 옛 요소와 새 요소의 결합이다. 정보의 이러한 특성은 언어적으로 문장은 더해
지는 신정보를 위한 언어적 출발점이나 기반으로서 청자의 정신에 이미 주어진 것
55) 이는 정희자(2000)에서 전제를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즉 화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무엇을 전제하고, 무엇을 단언 혹은 진술할 것
인지를 결정하며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경 정보로서 전제를 바꾸기도 하고 새로 제
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청자는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거나 단언이나 진술의 진리치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자의 전제를 수용하고 자신의 화맥을 조정한다. 

56) 부정 검증은 전제를 명제와 구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
었을 때에도 전제 내용은 부정되지 않고 보존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가. 내 동생이 자기 차를 팔았다.
      나. 내 동생은 자기 차를 팔지 않았다.
   문장 (가)의 전제는 모두 ‘나는 동생이 있다.’와 ‘내 동생은 차가 있다.’이다. 문장 (가)를 

부정문으로 만들면 (나)가 된다. 이때 문장 (나)의 전제는 문장 (가)의 전제와 동일하게 
‘나는 동생이 있다.’와 ‘내 동생은 차가 있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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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된 정보의 어떤 어휘적 표현과 문법적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 전형적이라
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때 문장에 담겨 있는 구정보를 화용적 전제라고 하고 
문장에 의해 전달되는 신정보를 단언이라고 한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화용적 전제와 단언(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75)
       가. 화용적 전제: 문장이 발화될 때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문장에서 어휘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
       나. 화용적 단언: 청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

  한편 기본(Givón)은 전제와 단언에 대하여 인간의 인식 양상이 반영된 강한 문
법적 결과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Givón, 1993, 김은일 외 역, 2002: 
250). 

  (15) 인식 양상의 결과: 전제와 단언(Givón, 1993, 김은일 외 역, 2002: 250)
       가. 전제: 이때 명제는 사실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의상으로나 이전의 합의에 의하거

나 문화적으로 공유된 일반적인 관습이거나 발화 상황에 있었던 모든 이에게 명
백하거나 아니면 화자에 의해 발화되고 청자에 의해 도전받지 않은 채 남아 사실
로 추정되는 것이다.

       나. 실현 단언: 이때 명제는 사실(true)로 강하게 단언된다. 하지만 화자가 그의 강한 
확신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나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자로부터
의 도전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 비실현 단언: 이때 명제는 가능하거나 있음직한 것(혹은 평가적인 경우에는 필수
적인 것이나 바람직한 것)으로 약하게 단언되어진다. 그러나 화자는 증거나 다른 
근거로서 그것을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자로부터의 도전이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심지어 뚜렷하게 요청되기도 한다.

       라. 부정 단언: 이때 명제는 가장 흔히 화자의 명시적이거나 추정된 믿음에 반해 거
짓(false)으로 강하게 단언된다. 청자로부터의 도전이 예견되고 화자는 그의 강한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나 다른 근거를 가진다.

이는 전제는 청자가 그대로 수용하는데 반해 단언은 청자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명제가 전제되거나 단언될 때 두 경우 모두 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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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제를 참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제의 경우에는 그 명제가 참이 아
닐 가능성을 배제하는 반면 단언의 경우에는 화자가 해당 명제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전제의 담화 내에서의 정보적 가치에 대하여 최재호(1995: 11-1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제란 담화의 응집력 구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제란 발화 이전에 미리 구축되
어 있는 것으로 선행 발화나, 청자가 짐작할 수 있는 선행 상황과 현재 발화를 연결해 주는 
끈이다. 대부분의 전제는 선행 발화에서 명제였던 것이 전제로 바뀐 것이다. 만약에 전제라
는 경제적 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실을 발화 시마다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전제는 
원칙적으로 청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명제가 새로운 
사실이면 전제는 알려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이다. 즉, 전제로 형성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백과사전적 지식이든 또는 언어공동체 전부에 의해 공유된 것으로 여겨지는 명백한 
사실이든 청자에게 인정되고 따라서 논쟁 가능성이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전제의 특성으로 인해 관형절에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가능
해지고 관형절에 의해 드러난 화자의 태도는 앞으로 이어갈 화제에 대한 관점, 태
도(비판적이냐 우호적이냐 등) 등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는 특히 신문 기사에서 
묘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기자나 
신문사의 관점이 간접적으로 독자에게 투사된다. 2019년 5월 4일에 있었던 사건
에 대한 신문사별 입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6) 2019년 5월 4일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 대한 신문사별 기사
       가. 북 스스로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만 “정  분석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파탄 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
이다. (조선일보 2019. 5. 6. 사설 중)

       나. 김 위원장은 미사일 등 사격훈련을 마친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
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했다.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중앙일보 
2019. 5. 6. 사설 중)

       다.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로 [어렵게 조성한] 대화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든 막아보기 위한] 의도적인 ‘로키(low-key)’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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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9. 5. 6. 기사 중)
       라. 이번 발사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중인] 한반도 정세를 

흔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복귀토록 하려는] 북한의 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면
서도 [비핵화 협상에서 빅딜(일괄타결)을 앞세워 타협하려 하지 않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도 읽힌다. (경향신문 2019. 5. 5. 사설 중)

       마. 결국 이 상태로 흘러가면 체제안전보장 문제가 곧 비핵화 협상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핵화 협상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체제안전보장 문제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북-미가 갈등을 
빚어오며 대립해 온] 쟁점이며 [북한도 할 말이 많은] 주제다. (한겨레 2019. 5. 
5. 논설 기사 중)

(16가~마)는 신문 기사와 논설 기사, 사설 등에서 관형절에 화자의 태도가 반영
되어 있는 부분을 예로 선택한 것이다. (16가)의 관형절에서는 대통령의 대북 정
책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알 수 있다. (16나)의 관형절에는 북한의 발언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담겨 있다. (16가)와 (16나)에 화자의 태도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16다~마)의 관형절에서는 보다 우회적으로 나타나는데 (16다)의 
관형절 ‘어렵게 조성한’에서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로 어렵게 조성한 대화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에서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
적’이라는 표제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입장이 중도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보
이도록 중화한다. (16라)의 관형절은 보다 설명적인데 북한의 현재 상황과 트럼프
의 의도와 태도에 대하여 인과적인 배경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청자의 이해나 공감
을 유도하고 있다. (16마)의 관형절 ‘비핵화 협상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고 장기
화될’에서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우려가 드러나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북-미가 
갈등을 빚어오며 대립해 온’과 ‘북한도 할 말이 많은’에서는 체제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일관적인 태도를 설명함으로써 현황에 대하여 미국이 보다 협조적이
어야 한다는 화자의 의견이 전제화됨을 알 수 있다.
  관형절은 전제의 영역에 속한다(Givón, 1993, 김은일 외 역 1권, 2002: 261). 
다만 기본(Givón)은 관계절을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로 나누었을 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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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한적 관계절에 의해 기술되는 상황과 사건이 청자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거나 접근 가능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보로 도전받지 않을 것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즉 전제로 기능한다고 정의하지만 비제한적 관계절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로 단언된다고 본다.

  (17) 가. ...so after this trouble
           the man [who went to call the police] comes back and...
           (그 모든 소동 뒤에 경찰에 전화하러 간 그 남자가 돌아와서...)
       나. ...so after this trouble
           the man, [who went to call the police,] comes back and...
           (그 모든 소동 뒤에 그 남자가 경찰에 전화하러 갔는데 돌아와서...)

즉 (17가)의 경우에는 청자도 그 남자가 경찰에 전화하러 갔다는 것을 안다. 따라
서 관계절의 명제에 대하여 도전하지 않는다. 즉 화자는 그 남자를 지칭하기 위하
여 청자도 알고 있는 내용을 관계절에 담아 표제 명사를 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17나)의 관계절은 표제 명사에 대하여 제한적이라기보다는 부가적인 서술로 기
능한다.57) 즉 화자는 청자가 관계절의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부가적

57) 윤재학(2004: 108-109)에 따르면 제한과 서술은 보통 명사, 형용사, 동사(구) 등 술어 
논리상의 서술어에 속하는 일정한 범주의 기능적 구분이다. 언어 작용을 크게 지시와 서
술의 기능으로 나누어서, 지시는 어떤 개체를 구별해 내어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서술은 
이 지시체에 대하여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한은 지시 작용
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조건으로서 지시체를 선택하는 데 관여하는 술어적 기능을 말한다. 
제한은 해당 문장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선정하는 목적을 가지는 반면, 서술은 
선정된 대상물에 대한 동작, 특성 및 상태에 관한 묘사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115). 제한과 서술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은 기능적으로 항상 상보적 관계에 있는 것
으로 주어진 문장에서 특정의 서술어가 동일 단계에서 동시에 제한과 서술의 기능을 담당
할 수는 없다. 이는 즉 하나의 서술어가 제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윤재학의 논의에 따르면 관계절의 
제한적 용법은 지시 기능을 갖고 관계절의 비제한적 용법은 서술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분류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고의 한국어의 관형절이 기본적으로 지시 기능을 갖는다
는 관점과 배치된다. 이런 관점의 차이로 윤재학의 논의 중 일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
로 보인다. 관계절이 제한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표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이고 
관계절이 비제한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표제 명사의 범위와 관계없이 표제 명사의 속성 
등을 서술한다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표제 명사와 결합하여 특정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
은 명백하다. 기본(Givón, 1993)에서도 관계절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지시를 삼는다. 다만 
관형절의 지시 기능에 있어서 내포에 따른 지시와 대상에 따른 지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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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Givón)은 비제한적 관계절이 단언으로 기능하지만 여전히 배경화되
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제한적 관계절은 청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
실을 말함으로써 담화에서 전제로 작용하도록 환기하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청자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담화에서 배경으로 작용하도록 부가하는 
것이다.58) 스털네이커(Stalnaker, 2002)의 표현을 빌리자면, 발화는 대화자 사이
에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4) 화제와 평언

  정보 구조 범주의 유형 중 하나는 앞에서 말했듯이(57쪽 참고) 외연의미와 명
제 사이에 화용적으로 파악되는 관계와 관련된다. 외연의미와 명제 사이에는 화제 
관계와 초점 관계로 정리되는 두 종류의 화용적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화
제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초점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화제 관계는 명제와 담화 실체 사이의 대하여성의 관계이다. 이때 담화 실체는 
화제, 그것에 대한 명제는 평언으로 분석된다. 즉 담화의 정보 구조는 화제와 평언
으로 이루어지며 화제는 담화의 틀의 역할을 하고 평언은 화제에 대한 설명이다. 
문장의 화제들이 담화의 화제를 형성한다. 화제의 특성은 대하여성, 기지성(혹은 

내포에 따른 지시의 관형절은 관계절의 제한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대상에 따른 지시
의 관형절은 관계절의 서술적 즉 비제한적 용법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58) 여기에서 비제한적 관계절이 단언적이지만 담화에서 배경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의미론적 전제(논리적 전제)를 환기한다. 의미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전제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비제한적 관계절은 어휘 자체의 합성적 의미로부터 나타나는 전제로서 담화 내에서 배
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의미론적 전제 화용론적 전제
⦁ 진리 조건에 의해 정의된다.
⦁ 절대적 제약이다.
⦁ 절대로 부정될 수 없다.
⦁ 어휘 자체의 합성적 의미로부터 나타나는 전  
   제이다.

⦁ 적절 조건에 의해 정의된다.
⦁ 상대적 제약이다.
⦁ 맥락에 따라 부정될 수도 있다.
⦁ 그것뿐만 아니라 맥락에서도 나타나는 전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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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성, 주어짐성, givenness)59), 한정성과 같은 특질로 설명할 수 있다(정희자, 
1990: 406).
  다음은 선행 연구에서 화제와 화제성을 다룬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이들을 통해 
화제와 주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화제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18) 화제와 화제성에 대한 해외 논의
        가. 마테지우스(Mathèsius, 1928)
           모든 문장은 화제(화자가 발화를 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정보)와 평언(주제에 대

하여 언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제는 발화의 시점이 된다(정희자, 
1994: 564-565 재인용).

       나. 호킷(Hockett, 1958)
           화자는 화제를 알려 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한다.
       다. 피르바스(Firbas, 1964)
           문장의 각 요소들이 지닌 정보성(communicative dynamism60), CD)의 정도에 따

라 문장을 주제와 평언으로 나눈다. 그리고 화자의 생각을 이루는 각 요소는 정
보성의 정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의 순서로 배열된다(정희자, 1994: 565 재인
용).

       라. 촘스키(Chomsky, 1965)
           화제에 대한 통사론적 관점을 볼 수 있다. 그는 화제를 표층 구조에서 문장의 직

접적인 지배를 받는, 문두에 나타나는 명사로, 그 문장의 나머지를 평언으로 정의
하였다(정희자, 1994: 565 재인용).

       마. 할리데이(Halliday, 1967: 199-200)
           화제61)는 절의 정보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언어외적 과정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메시지의 구성성분으로서 이전 담화에서 말해진 것과 관련한 의사소통 행위의 내
적 조직이다. 화제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고 또한 발화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장의 
첫머리에 온다.

59) 기지성, 기존성, 주어짐성 등으로 번역되는 givenness는 청자의 인지 상태에 이미 존재
한다고 간주하고자 하는 화자의 가정과 관련된 속성을 말한다.

60) communicative dynamism은 ‘의사소통적 정보 전달력, 정보의 크기, 정보 전달의 정도, 
정보력, 정보성, 통보성, 통보력, 통보적 역동성’ 등으로 번역된다. 본고에서는 서혁(1994: 
250)의 논의를 수용하여 ‘정보의 중요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정보성’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기로 한다.

61) 할리데이(Halliday)는 화제로서 theme이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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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달(Dahl, 1970)
           생성의미론적 관점에서 화제-평언 구조를 다룬다. 주제-평언 구조는 단순한 표

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장이 나타내려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으며, 문장의 의미 
표시는 어떤 집합체나 개체를 명명하거나 정의하는 화제와 이 집합체나 개체에 
관하여 서술하는 명제를 나타내는 평언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정희자, 1994: 
566 재인용). 

       사. 비어즈비카(Wierzbicka, 1975)
           화제는 모든 문장의 심층 구조에 나타나는 것이고 표층에 나타난 문장은 화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정희자, 1994: 565 재인용).
       아. 샤페(Chafe, 1976)
           화제에 대한 통사론적 관점을 볼 수 있다. 문장 내의 명사가 대조성을 띠고 문두

에 나올 경우 화제가 된다. 화제는 단언의 적용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것으로 화제
의 구성이 문장을 구성하는 격(case)의 선정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자. 앨러튼(Allerton, 1978)
           화제는 화자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으로 담화의 진행에 알맞게 계획

된 주어이다(정희자, 1994: 565 재인용).
       차. 기본(Givón, 1983)
           절이나 문장은 인간 담화의 기본적인 정보 처리 단위이며 단어는 의미를 가지지

만 구나 문장으로 문법화된 명제만이 정보를 전달한다. 인간의 담화는 복수의 명
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 연결된 구들이 소위 주제 단락이라는 더 큰 주제
적 단위로 결합되고 이들은 다시 단락, 절, 장, 이야기와 같이 더 큰 담화 단위로 
결합된다.

       카. 브라운과 율(Brown & Yule, 1983: 73-79)
           화제(topic)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말해지고 있는 것(what 

is being talked about)과 관련된 모든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화제의 틀(topic 
framework)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구성되는 담화의 내부
에는 인물, 사건, 사실, 장소, 시간 등이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요소가 화제의 틀
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담화의 화제는 단순한 명사구가 아니라 하나의 명제이
다(Keen & Schiffelin, 1976: 380 재인용).

       타. 군델(Gundel, 1985: 86; 1988: 210)
           개체 E는 문장 S가 E와 관련하여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

하거나 청자가 관련된 행동을 하도록 할 때에만 문장의 화용적 화제이다.        
       파. 렌케마(Renkema, 1993, 이원표 역, 1997: 102)
           화제는 담화나 담화의 한 부분, 또는 문장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담화 화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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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화제가 구분되고 있는데 각각 담화와 문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그 화제에 대해서 말해지는 것을 평언이라고 한다. 

       하. 람브리치트(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170) 
           지시체는, 주어진 담화에서 명제가 그 지시체에 대한 것으로, 즉 그 지시체에 적

절한 정보와 그 지시체에 대한 수신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
으로 해석될 때, 그 명제의 화제로 해석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화제 및 화제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어 왔다. 

  (19) 화제와 화제성에 대한 국내 논의
       가. 채완(1975: 96-99)
           인간의 사고 과정에는 사고를 이루는 각 요소가 그들이 전달하고 있는 정보성에 

의해 배열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문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다는 가정하에 문장을 화제와 평언으로 나눈다. 화제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한정된 지식으로 정보성이 낮은 것이며, 평언은 화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보성이 높다. 

       나. 김영희(1978: 42-44)
           다네쉬(Daneš, 1964)의 논의62)에 기대어 문장을 개념구조 층위, 통사구조 층위, 

전달구조 층위로 분류하고, 예스퍼슨(Jespersen, 1924)에 근거하여 각 층위마다 
기능이 다른 주어를 제시한다. 그중 전달구조 층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문맥이나 
상황으로 결정되는 문장의 주제로서 기능하는 심리적 주어이다.63)

       다. 김일웅(1980)
           프라그 학파와 할리데이를 중심으로 ‘주제-설명(theme-rheme)’ 구조의 개념을 

“주제는 무엇에 관하여 말하려는 그 무엇이고 설명은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
이며 주제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고 또한 발화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장의 첫머리
에 온다고 본다. 또 주제는 구정보 요소이기 때문에 통어론적 측면에서 문장(담
화)을 연결시키는 기능 즉 접속어적 기능을 갖는다.

       라. 성기철(1985)
           한국어의 경우 주제는 기본적으로 담화 개념이며 그 기본적인 특성은 ‘대하여성
62) 다네쉬(Daneš, 1964)는 문장에 대하여 세 개의 층위를 설정하였는데 제1층위는 문장의 

의미구조 층위, 제2층위는 문장의 문법구조 층위, 제3층위는 발화의 조직 층위이다.
63) 개념구조 층위에서는 동작의 행동주나 상태의 이행자로서 기저 구조에서 개념적 의미 

기능을 갖는 논리적 주어가, 통사구조 층위에서는 표면 구조상의 통사론적 주어인 문법적 
주어를 분석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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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ness)’과 ‘문두성’이다. 주제의 주요 요건으로 흔히 논의되는 ‘한정성’이나 
‘기존성(givenness)’은 주제에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임에는 틀림없으나 주제의 필
수 요건이나 특성이 되지는 않는다.

       마. 박승윤(1986)
           국어에서의 주제는 문두에서 한정사가 붙은 명사이다. 주제 뒤에 오는 평언은 단

문일 수도 담화일 수도 있다. 즉 주제란 문장의 경계를 벗어나서 그 뒤에 오는 
문장이나 문장들의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문두에 나오는 격조사
가 붙은 명사는 주제가 아니다.

       바. 서혁(1994)64)
           화제-평언(topic-comment)은 다네쉬(Daneš)나 피르바스(Firbas) 등을 중심으

로 한 정보성이라고 하는 담화의 정보 내용과 관련된 측면이 강한 반면 테마-레
마(theme-rheme)는 호킷(Hocket, 1958)에서 사용되었듯이 문장 주어와 비교 
대조되는 문장 구성 요소를 지칭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하여 화제와 테마를 구분
하는 입장을 취한다. 

       사. 이정민(1992)
           화제란 발화 속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뽑아내 발화의 나머지 부분에 

앞서 맨 먼저 별도로 내놓는 요소이다. 화제는 전형적으로 한정 명사구로서 문두
에 위치한다. 한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총칭성, 수식에 의해 발화 상황에 닻 내
리기, 기타 양상, 조건이나 관계문에 의한 양화적 힘 등으로 한정성에 육박하여 
친숙성을 얻어야 화제가 된다.

       아. 정희자(1994: 573-574)
           화제는 명사구로 표현되며 평언(설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평언부에서 전달되는 

64) 서혁(1994)은 화제와 초점을 별개의 현상이라고 보지 않으며 초점은 궁극적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이므로 화제의 대하여성이란 결국 담화적 기
능으로서의 초점의 전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담화 분석에 있어서 ‘(담화 화제)-초점’
의 구성을 일반적 담화 구성의 원리로 보아 분석틀로 삼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즉 서혁
(1994)에서 중시하는 것은 담화에 있어서 화자가 청자가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사실(화
제나 전제)이 아니라 담화의 목적이나 의도이며 그러한 것들은 초점화에 의해 드러난다고 
본다. 그는 초점화의 장치를 통해 화제 구조 중심의 담화 분석의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고, 결합성(cohesion)과 응집성(coherence)으로 대표되던 텍스트 분석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이면 주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이러
한 접근을 통해 텍스트의 단순 요약이 아닌 화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해석적 읽기와 비판
적 읽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다만 서혁(1994)이 화제와 테마를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는 
데 비해 본고는 화제와 테마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많은 논의에서 테마라는 용어
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화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화제는 문장 주어와 비교 대조되는 문장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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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적정하게 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틀이다. 이 외에 화제로 자주 선택되는 
명사나 명사구가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인 한정성, 주어진 상황이나 선행 문맥과
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특성인 주어짐성과 문두성, 평언과의 관계에 의한 특성인 
대하여성, 문장의 구조나 강세에 의하여 전달되는 특성인 대조성 등이 흔히 화제
의 속성으로 간주되나 고유의 속성이 될 수는 없다.

       자. 이인영(1996)
           ㄱ. 주제: 담화의 이해에 필요한 일관성(coherence)을 유지하기 위해 담화 내 발  

화들 간의 의미적 연결을 담당하는 명제
           ㄴ. 화제: 화자가 자신의 화행 계획상 앞으로의 발화의 심리적 기점이자 선형적 

출발점으로 잡고 의식 속에서 활성화시키는 객체-파일
       차. 오충연(2015)
           화제는 정보전달을 위한 의도 체계가 하나의 지표로 구현된 것이지만, 의미역 구

조라고 할 수 있는 명제 체계와 복선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명사구의 구문론적 지
위에 관여한다. 구문론적 관점에서 화제는 문두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명사구로서 
한국어에서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성분도 얼마
든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모든 문장이 화제를 가지고 있음을 함의한다. 

       카. 김민선(2018) 
           화제는 인지 상태와 언어 형식 간의 대응 문제이고 담화 실체인 동시에 문장성

분이다. 화제의 속성은 주의(attention) 내 기존성65)으로 설명되고 실현 기제는 
문두의 위치와 조사의 사용이다. 한국어 화제는 전환 화제와 승계 화제로 구분되
고 전환 화제는 다시 대조 화제와 비대조 화제로 구분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화제는 ‘언급 대상’을 의미하고 주제는 ‘중
심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한 화제성은 ‘담화에서 언급되는 대상이 가지는 화
제로서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화제의 특성은 흔히 대하여성(aboutness), 기존성(givenness), 문두성, 한정
성66), 대조성 등으로 정리된다. 관형절이 화제성을 띠는 것은 관형절과 그 수식을 
65) 김민선(2018)에 따르면 기존성은 청자의 인지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과 관련하여 지

시적 기존성과 관계적 기존성으로 나뉘는데 지시적 기존성은 전제와 한정성으로 실현되고 
관계적 기존성은 배경과 화제로 실현된다. 

66) 이정민(1992)은 화제의 한정성과 관련하여 화제가 되는 명사구가 명시적으로 한정적이
지 않더라도 총칭성, 수식에 의한 발화 상황에 닻 내리기(관형절의 사용), 조건이나 관계
문에 의한 양화(量化)적 힘을 통해 친숙성을 얻으면 한정성에 육박하여 화제가 된다고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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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표제 명사가 한정성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면서 그 
지시체가 문장이나 담화 내에서 화제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관형절의 내용이 표제 명사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것에서 기존성이 설명된다. 

(5) 전제와 초점

  화제란 일반적으로 ‘화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할 때의 그 무엇’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직관적 정의에 근거하는 ‘대하여성’은 화제의 기본 속성이 된다. 대부분의 
언어 표현은 ‘화제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하는’ 구조를 이루는데 이때 그 ‘무엇인
가’를 초점이라고 한다(이신형, 2010: 554).
  김일웅(1980)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서술문은 물음과 대답이란 각도에서 그 전
달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한 대답을 가능하게 한 물음이 전제67)가 되고 
그 대답인 서술문은 일차적으로 화제-평언(또는 평언-화제, 평언)으로 분석되고, 
이차적 분석은 일차로 분석된 평언 부분에서 전제의 물음의 초점과 견주어 보아 
구정보 요소가 있을 때 구정보 요소를 떼어낸 부분이 초점이 된다. 표층 구조의 
어순은 전제의 어순을 그대로 복사한다. 또한 정보 구조의 측면에서 모든 문장은 
구정보 요소와 신정보 요소로 엮이고 화제는 구정보 요소로서 생략이 가능하고 통
어적 측면에서 접속 기능을 한다. 한국어의 정보 구조 단위는 문장 구성 요소의 
단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제는 초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20) 초점에 대한 논의
       가. 볼링거(Bolinger, 1954: 152)
           운율적인 강세는... 문장의 요점을 표시하는데, 거기에는 청자가 듣지 않고는 추

론할 수 없는 정보가 집중되어 있다.
       나. 할리데이(Halliday, 1967: 204)
           정보 초점은 일종의 강조인데 그것으로 화자는 정보적인 것으로 해석되기 바라

는 전언의 (전체일 수도 있는) 일부를 표시한다. 초점적인 것은 “새” 정보이다. 

67) 김일웅(1980)이 말하는 전제는 의미론적 전제로서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화용론적 
전제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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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언급되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종종 그렇기는 하지만, 화자
가 그것을 이전의 담화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전언의 초점은 화자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텍스트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유도될 수 없는 정보로 표상되는 것이다.

       다. 재켄도프(Jackendoff, 1972: 230)
           문장의 전제는 화자와 청자에 의해서 공유되는 것으로 화자가 추정할 수 있는 

문장의 정보이고 문장의 초점은 화자와 청자에 의해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화자
가 추정하는 정보이다. 즉 초점은 전제의 보어이다.

       라. 람브리치트(Lambrecht, 1994)
           초점은 단언이 전제와 구별되게 하는,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 부분이

다. 문장에서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초점 부분을 표현하는 통사적 영역 즉 
초점 영역은 서술어구나 명사구, 전치사구, 부사구, 문장 등의 구 범주이다. 이는 
정보 구조가 단어나 그 의미에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단어의 의미와 구나 문장의 
의미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담화 상황에서 실체와 사태 사
이의 관계에 대한 화용적 해석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제와 초점, 전제와 단언의 관계에 대하여 람브리치트(Lambrecht, 1994, 고석
주 외 역, 2000: 274)는 화제가 전제와 동일하지 않으면서 전제에 포함되듯이 초
점도 단언과 일치하지 않는 단언의 일부인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초점은 명사구
에서 서술어구, 하나의 명제에 이르기까지 그 구조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따
라서 전제나 단언이 서술을 포함하는 명제라면 화제는 그 내부의 구성 성분인 명
사구이고 초점의 범위는 보다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람브리
치트(Lambrecht)는 초점 구조를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 문장 초점의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하나씩 살펴보면 서술어 초점의 경우는 화제-평언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초점은 화제의 특성을 서술하는 것이고, 논항 초점의 경우는 주어
진 명제에 대한 논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끝으로 문장 초점의 경우는 새로운 지시
체를 도입하거나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를 관형절에 대입하여 보면 관형절이 
전제(제한적 관계절, 보문절)나 단언(비제한적 관계절)으로 기능하고 각각의 경우
에 표제 명사는 화제나 초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관형절이 단언으로 해석되
는 경우에 초점의 범위 역시 그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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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가. [7억 원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을 사재기한] 유치원 원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
성이 높지만, 사실 [학생 등록금 수십, 수백억 원을 빼돌려 온] 여러 사학 재단의 
비리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한겨레신문 2018. 10. 16. 논설 기사 중)

       나. 어느 순간 [휴일에도 업무 지시하는] 직장 상사에서 [사춘기 아이에게 절절매는] 
부모로, 순진한 남편에서 [닳고 닳아 처세에 능한] 직장 동료로, 우리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페르소나들을 변주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2019. 3. 29. 논
설 기사 중)

       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면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때려
도 된다’ ‘훈육을 위해서는 때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정폭력의 중요한 고리임
을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2019. 5. 24. 논설 기사 
중)

(21가)의 ‘유치원 원장’은 화제, 관형절은 제한적 관계절로서 전제로 기능한다. 그
리고 ‘여러 사학 재단’은 화제, 관형절은 역시 제한적 관계절로서 화제에 대한 평
언이자 화제의 특성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어 초점으로 기능한다. (21나)의 표
제 명사인 ‘직장 상사’, ‘부모’, ‘직장 동료’는 모두 화제이자 초점으로 기능하며 동
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이때 관형절은 모두 비제한적 관계절로서 해석하기에 따라 
전제이자 단언으로 기능한다. (21다)의 관형절은 보문절로서 ‘가정 폭력의 중요한 
고리임을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단언에 대한 전제로 기능한다.

3.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앞의 선행 연구에서 보았듯이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중요한 기능은 모두 빠짐없이 논
의가 되었다고 평가되는데 특히 김흥수(1996)에서 매우 세 한 분석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강경민(2018)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종합한 [표 
13]의 12개의 관형절의 기능을 논설 기사에 나타난 관형절에 적용하여 분석하면
서 각 기능의 작용 층위가 다름을 밝혀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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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강경민, 2018: 11-12)

즉 실제로 분석을 하면서 먼저 1번 대상의 동일성, 정체성 지시 기능과 2번 대상
에 대한 정보 부가, 해설의 기능이 모든 관형절에 대하여 서로 배타적이면서 상보
적으로 나타나 하나의 범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7번 정황의 
세부 묘사와 8번 주요 속성이나 이미지 환기, 9번 화자의 태도 반영이 모든 관형
절에 대하여 서로 배타적이면서 상보적으로 나타나68) 하나의 범주를 이루며 분석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끝으로 3번 조응, 의미적 응집, 4번 화제성, 
전경과 배경, 5번 연속적 사태 통합, 6번 대상의 도입, 10번 체계적 관련, 11번 
주제나 교훈 요약, 12번 부차적인 사건 또는 치환된 사건을 나타내는 기능이 또 
68) 그러나 이러한 관찰과 연구자의 확신은 강경민(2019: 23)에서 화자의 의도 혹은 청자의 

해석에 따라 대상의 주요 속성이나 이미지, 정황의 세부 묘사, 화자의 태도 반영이 각각 
드러날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능은 서로 배타적이고 상보적
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화자와 청자, 지시 대상, 이들을 둘러싼 상황을 언어
외적 맥락으로 보고 맥락적 의미 기능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번호 분류 설명
1 내포에 따른 지시 주로 표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여 지시 대상을 

구체화함
2 대상에 따른 지시 표제 명사에 대한 배경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여 

명세화함
3 조응, 의미적 응집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말함으로써 텍스트를 

결속화함
4 화제성, 전경과 배경 표제 명사를 화제나 전경으로 부각시키는 평언이나 

배경으로 기능함
5 연속적 사태 통합

주절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원인이 되는 
사건을 표제 명사에 관형절로 통합하여 사태 간의 
응집성 강화

6 대상의 도입 새로운 지시 대상을 소개하거나 한동안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지시 대상을 언급함

7 정황의 세부 묘사 사정과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8 주요 속성이나 이미지 환기 표제 명사의 주요 속성이나 이미지를 불러일으킴
9 화자의 태도 반영 표제 명사에 대한 화자의 평가와 판단을 드러냄
10 체계적 관련

대조나 분류 등에 대한 기준을 통해 표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함, 관형절들 간의 의미 대립으로 
나타남

11 추상적인 주제나 교훈 요약 글의 추상적인 주제나 교훈을 드러냄
12 부차적인 사건 또는 치환된 

사건 표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관형절에 요약적으로 나타내 
청자나 독자가 인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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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의 범주를 이루며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2) 이곳은 ①[천 원짜리 아침식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곳이며, ⑤[길을 가다 ②[열
린] 문틈으로 ③[진행되는] 강의 소리에 이끌려 슬며시 뒷좌석에 앉아서 청강해도 
④[막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중앙일보 2019. 10. 11. 논설 기사 중)

(22)의 관형절 ①에서 우리는 먼저 관형절에 의해 지시 대상을 한정하는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을, 이어서 맥락적으로 정황의 세부 묘사 기능을, 그리고 텍스트 차
원에서 조응이자 의미적 관련에 의한 응집 기능을 분석해 낼 수 있다. 관형절 ②
에서는 대상에 따른 지시, 정황의 세부, 부차적인 사건의 표시를, 관형절 ③에서는 
내포에 따른 지시, 정황의 세부, 부차적인 사건의 표시를, 관형절 ④에서는 내포에 
따른 지시, 대상의 주요 속성, 의미적 관련을, 관형절 ⑤에서는 대상에 따른 지시, 
정황의 세부, 체계적 관련 등의 기능을 분석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각 기능의 관련성에 따라 강경민(2018)에서는 [표 14]와 같이 이들 범
주를 각각 지시 기능, 맥락적 의미 기능, 텍스트 구성적 기능으로 체계화하였다.

[표 14]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체계(강경민, 2018: 27)

  [표 14]는 의미론과 화용론, 텍스트 언어학의 연구 대상의 범위의 포함 관계를 
적용하여 층위를 나눌 수 있다. 즉 지시 기능은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중 가
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미론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맥락적 의미 기능은 화용론의 범주에 속하며 의미론적 기능을 포함한다. 끝으로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텍스트 언어학의 범주에 속하며 화용론적 기능을 포함한다

지시 기능 맥락적 의미 기능 텍스트 구성적 기능

 대상의 동일성, 정체성 
지시

 대상에 대한 정보 부가, 
해설

 정황의 세부 묘사
 주요 속성이나 이미지 

환기
 화자의 태도 반영

 대상의 도입
 화제성, 전경과 배경
 연속적 사태 통합
 조응, 의미적 응집
 체계적 관련
 주제나 교훈 요약
 부차적인 사건 또는 

치환된 사건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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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more, 1976: 83). 

의미론 [형식, 기능]
화용론 [형식, 기능, 상황]
텍스트 언어학 [형식, 기능, 상황, 텍스트]

이에 따라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체계는 그 작용 층위의 포함 관계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요컨대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범주화
하고 작용 층위에 따라 정리하면 문장 단위에서는 지시 기능과 맥락적 의미 기능
을 갖고 텍스트 단위에서는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범
주는 의미론적 층위, 화용론적 층위, 텍스트 언어학적 층위에서 다루어진다. 

[그림 2]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포함 관계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는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일단의 한국어 텍스트(수필, 논설 기사)에 나타난 관형절의 
기능을 분석하면서 각 기능의 작용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 지시, 맥락, 텍스트
의 층위로 체계화한 것으로 많은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검토된 것으로 더 이상의 
다른 기능을 찾을 수 없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포화69)에 

69) 이론적 포화란 어떠한 이론적 범주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자료를 구하더라도 새로운 속성
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출현된 근거 이론에 대해 추가적인 이론적 통찰을 얻지 못하게 되
는 지점을 말한다(Charmaz, 2006, 박현선 외 역, 2013: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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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새로운 기능을 포착하고 개념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은 염두에 두고 있다.

[표 15]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작용 층위

3.1. 지시 기능

  지시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의미론에서 지시는 단어와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사물 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이때
의 지시는 어휘론적 의미에서 의의(sense)에 대립하는 개념인 외연(denotation)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용론적 관점에서 지시는 대개 특정 발화 상황에서 화자의 (언
어) 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된다. 화용론적 관점에서 지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바 있다.

  (23) 화용론적 관점에서 지시의 개념
       가. 발화 의미의 발화 맥락 의존적 측면. 특정한 경우에 화자와 화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 사이에 유지되는 관계(Lyons, 1981: 220)
       나. 화자나 혹은 작가가 청자나 혹은 독자로 하여금 사물을 규명할 수 있게 사용하는 

언어적 형태(Yule, 1996, 서재석 외 역, 2001: 24)
       다. 화자가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기능(Brown & 

Yule, 1983: 205)
  (24) 기능 문법적 관점에서 지시의 개념
       가. 어떤 언어 항목이 그 자체로 의미론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 

  텍스트 언어학
  (텍스트 구성적 기능)
┌ 대상의 도입
├ 화제성
├ 조응
├ 의미적 관련
├ 체계적 관련
├ 연속적 사태 통합
├ 부차적 사건 표시
└ 주제나 교훈 요약

  화용론
  (맥락적 의미 기능)
┌ 대상의 속성 환기
├ 정황의 세부 묘사
└ 화자의 태도 반영

  의미론
  (지시 기능)
┌ 내포에 따른 지시
└ 대상에 따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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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Halliday & Hasan, 1976: 31)
       나. 지시 대상이 실세계에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 우리가 명사구로 지

시하는 실체가 담화의 세계에서 이미 말로 확립되었느냐... 일단 실체가 담화의 
세계에서 확립되면 실세계에서의 지위는 어떻든 상관없이 지시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Givón, 1993, 김은일 외 역, 2002: 311).

(23)과 (24)를 종합하면 지시는 화자가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기능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지시는 또한 지시 대상의 위치에 따라 지시와 조응으로 나뉜다. 지시 대상이 상
황 맥락, 즉 비언어적 환경에 있으면 지시이고, 문맥, 즉 언어적 환경에 있으면 조
응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하여 브라운과 율(Brown & Yule, 1983)은 지시의 본질
이 담화 표상에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지시 표현의 생산과 해석을 인간의 인지 
작용과 관련하여 고찰하는 것으로 지시가 근본적으로 담화 현상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관점을 지닌다.70) 이러한 관점은 지시는 상황이나 문맥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적 표상에 존재하는 것71)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논의로 발전되기도 하나(이금주, 2002 등) 본 연구에서는 언어 외적인 것을 가리
키는 지시와 언어적 환경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조응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
고자 한다. 즉 관형절의 지시 기능은 언어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기능이고 조응 
기능은 선행 문맥에 있는 것을 다시 가리키는 것으로 텍스트성과 관련이 있어 관
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에 포함시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70) 지시는 지시 대상을 어디에서 확인하는가에 따라 논의가 나뉘기도 한다. 이를테면 지시 
대상의 영역을 언어 외적인 현실 세계에 한정하여 인정하거나(Brinker, 1977: 27; 
Paduceva, 1988: 171), 상상 가능한 세계로 확장하여 추상적 단위로서의 개념까지 포함
하고(Wunderlich; Vater, 1992: 110) 나아가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개념 체계에 투
사된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Jackendoff, 1983: 36 재인용).

71) 이와 유사하게 기본(Givón, 1993)은 지시 대상이 바탕화하고 있는 심적 구조를 삽화적 
기억 속에 정신적으로 저장된 텍스트, 현재 언어 상황의 심적 모형, 총칭적 지식의 세 가
지로 구분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관형절의 지시 기능에 대하여 설명할 때 어떤 것을 지시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여전히 교육의 현장에서
는 학습자의 이해를 보다 쉽게 도모하기 위하여 ‘심적 구조나 심적 표상에 투영된’ 현재 
상황, 과거의 기억, 총칭적 지식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화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현재 상
황’,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총칭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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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76: 33)에 따르면 담화에서 지시
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지 가능성과 정보의 회복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 먼저 인지 가능성은 지시 대상이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서 
화자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인지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다. 정보의 회복성은 텍스트의 해석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곳에서 회복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본고에서는 청자가 화자의 지시 대상을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지시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사물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화자의 목적과 
청자가 화자가 의도한 특정한 어떤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화자의 믿
음과 명백히 연관되어 있다(Yule, 1996, 서재석 외 역, 2001: 25).” 
  앞(76쪽)에서 언급한바 지시는 관형절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다. 
즉 모든 관형절은 기본적으로 지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청자가 지시 
대상을 잘 모른다고 추정할 경우 관형절을 사용하여 가능한 지시 대상의 범주를 
줄여 구체화할 것이고, 청자가 지시 대상을 알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하며 지시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관형절에 의한 지시는 다시 관형절의 
내포72)로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내포에 따른 지시’와 대상의 존재를 
전재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부가하고 해설하는 ‘대상에 따른 지시’ 두 가지로 세분
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25) 가. [집이 없는] 고양이는 불쌍하다.
       나. 우리 집 앞에 [집이 없는] 고양이가 한 마리 산다.

(25)의 예문은 모두 관계절이다. (25가)는 내포에 따른 지시로서 ‘집이 없는 고양
이’는 ‘고양이’의 한 부류이며 범주로서 ‘집이 없는’이라는 내포가 없이는 지시 대
상을 이해할 수 없다. (25나)는 대상에 따른 지시의 예인데 화자가 말하는 고양이
는 어떤 특정한 고양이로서 관형절의 내포를 떠나서도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즉 

72) 내포(intensions)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에 상당하며 지시 대상을 
지칭하는 방식이다. 내포는 명사나 술어뿐만 아니라 문장(혹은 명제)에 대해서도 정의된
다. 따라서 관형절의 명제는 일정한 내포를 지니며 지시 대상을 지칭하는 데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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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나)의 관형절은 ‘버려진’, ‘다친’ 등으로 바꾸어도 지시 대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어서 내포에 따른 지시와 대상에 따른 지시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한국어 관형절의 체계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내포에 따른 지시

  ‘내포에 따른 지시’는 관형절의 내포를 근거로 그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이 대입
되어 지시되는 것으로(김흥수, 1994: 333), 앞의 [표 15]에서 말하는 ‘대상의 동
일성, 정체성 지시’ 기능과 동일하다. 즉 표제 명사의 범위를 관형절로 한정함으로
써 지시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관계절의 제한적 용법과 동일하다. 
라이언스(Lyons, 1977)는 관계절의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26) 관계절의 기능(Lyons, 1977, 강범모 역, 2011: 286)
       관계절의 기능은 개체들의 부류 속에서 하나의 특별한 구성소를 명시하는 것이다. 

‘어제 여기에 있었던’이라는 절이 ‘어제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명사구에 포함되
어 있을 때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충분할 수 있다.

  한편 콤리(Comrie, 1981: 143)는 관계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이 역시 라
이언스(Lyons)가 말하는 관계절의 기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7) 관계절에 대한 콤리(Comrie, 1981: 143)의 정의 
       어떤 절이 자신과 결합하는 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할 

때 그 절을 관계절이라 한다.

즉 앞의 예문 (25가)의 관계절에서 ‘집이 없는 고양이’라는 ‘고양이’의 한 부류는 
범주로서 ‘집이 없는’이라는 내포가 없이는 지시될 수 없다. 또한 김흥수(1994: 
339)는 관형절이 지시에 쓰이게 되는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8) 관형절의 지시성(김흥수, 1994: 339)
       관계절이 지시에 쓰이게 되는 일차적 동기는 다른 지칭법만으로 동일성, 정체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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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발화 상황, 담화 맥락이 존재하고 바로 그 공백을 관계절
이 메꿔 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중략) 보통 명사의 내포는 어떤 종류 전체에 걸치
는 속성을 포섭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가리키기에는 그 영역이 너무 넓다. 따라서 
외연의 범위도 넓은 만큼 화맥, 담화, 상황, 화자의 의도 등에 의해 지시 대상을 제
한해야 하고 (중략) 관형절은 이에 부응한다 하겠다.

관계절이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을 보이는 경우 관형절은 부류의 특성에 관한 것
이어서 대개 표제 명사와 함께 일반적이고 총칭적인 것을 가리킨다. 몇 가지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29) 가. [디지털로 글을 읽는] 사람의 시선을 추적하면 화면에 ‘F’자 형태가 나타난다. 처
음 두어 줄을 지그재그로 읽다가 결론으로 휙 내려가는 방식이다. (동아일보 
2019. 5. 24. 논설 기사 중)

       나. [명문고-법대-고시촌-연수원으로 이어졌던] 삶의 터널을 계속해서 법원과 집 
사이에만 뚫어놓고 살다 보면 일반의 언어와 생각에서 멀어져 함께 식사할 수 없
는 지경에 이른다. (중앙일보 2019. 5. 29. 논설 기사 중)

(29가)의 표제 명사 ‘사람’은 관형절 ‘디지털로 글을 읽는’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
람을 지시하는지 알 수 없다. 즉 관형절로 특정한 범주의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29나)에서도 표제 명사 ‘삶’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지시하는지 알 
수 없다. 역시 관형절 ‘명문고-법대-고시촌-연수원으로 이어졌던’에 의해 지시 
대상은 명확해진다.
  한편 보문절의 경우 ‘내포에 따른 지시’로 보아야 할지 ‘대상에 따른 지시’로 보
아야 할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경향신문 2019. 5. 10. 논설 기
사 중).

  (30) 가. 우리 삶은 [잃고 나서 소중함을 알게 되는] 모순으로 이뤄져 있다. 
       나. [3.6km 이내에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드교범에도 불구, 이미 주민 

2000명이 살고 있다. 
       다. 이제 인류 최후의 안식처인 지구의 모든 종교는 [함께 연대하여 이기심과 탐욕의 

수렁에 빠진 미국을 구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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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다)의 대괄호로 표시한 관형절은 모두 보문절이다. (30가)의 ‘잃고 나서 
소중함을 알게 되는’은 표제 명사 ‘모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73) (30나) 역시 
‘3.6km 이내에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이 표제 명사 ‘사드교범’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30다)의 관형절 역시 표제 명사 ‘의무’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보문절 역시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30나)와 같
이 어떤 규칙이나 (30가)와 (30다)의 경우처럼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보문절 역시 제한적 관계절은 아니지만 표제 명사 앞에서 표제 명사의 내
용을 구체화하고 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내포에 따른 지시’로 구분 지을 수 있
다.74)

73) 박형진(2016)은 한국어 관형절을 관형절 내에 표제 명사와 공지시적인 요소로 해석되는 
통사적 공백의 유무에 따라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나누고 관형절이 표제 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보충어 관형절과 부가어 관형절로 나눈다. 그리고 
다시 보충어 관형절을 표제 명사의 논항으로 보고 관형절이 표제 명사에 대하여 지니는 
의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미역을 부여하였다. 그의 논의에 기대면 (30가)의 관형
절은 표제 명사 ‘모순’에 대한 내용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미역 설명 표제 명사
내용역

(contents)
발화 동사, 사유 동사, 명사 등의 내용을 의미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사실, 장면, 사례, 가능성, 
사고, 사건, 예상, 예측 등

기준치역
(criterion)

표제 명사가 표상하는 의미의 기준점이 되는 논항
이 갖는 의미역

후, 뒤, 다음, 동안, 때, 
중, 중간 등

대상역
(theme) 감정 명사의 대상이 되는 의미역 재미, 기쁨, 즐거움 등
결과역
(result)

‘이유, 원인’과 같은 명사에 존재론적으로 전제되는 
결과적 상황에 해당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이유, 원인, 근거, 까닭 등

이유/원인역
(reason)

‘결과, 효과’와 같은 명사에 존재론적으로 전제되는 
이유 또는 원인에 해당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결과, 효과 등

배경역
(background)

어떤 현상이나 결과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적 배경을 의미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소리, 냄새, 잔돈 등
목적역

(purpose)
‘방법, 도구’와 같은 명사의 목적을 의미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방법, 도구, 수단 등

종차역
(differentia)

하위의 의미 범주를 가지는 명사에 결합하여, 명사
를 하위 범주로 분류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운동, 시간, 장소 등

속성역
(property)

속성 또는 척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요구하
는 속성의 내용 또는 척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논항
이 갖는 의미역

성격, 값, 색깔, 크기, 길
이, 넓이 등



- 83 -

(2) 대상에 따른 지시

  대상에 따른 지시는 앞의 [표 15]에서 ‘대상에 대한 정보 부가, 해설’ 기능에 해
당한다. 즉 표제 명사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은 이미 구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것에 대한 정보를 부가하거나 해설하는 것이다. 이는 관계절의 비제한적(혹은 서
술적) 용법과 유사한데 비제한적 관계절에 대한 콤리(Comrie, 1981/1989: 143)의 
설명을 다시 살펴보면 ‘관계절의 수식이 표제 명사의 지시 대상의 범위에는 영향
을 주지 않고 단지 지시체에 추가적인 정보만 추가되는 경우의 관계절’로서 대상
에 따른 지시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75) 앞의 예문 (25나)의 ‘집이 없는 
고양이’는 비제한적 관계절이며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과 대상에 대한 정보 부가
와 해설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예와 같이 표제 명사
의 지시 대상이 뚜렷한 경우 표제 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절은 표제 명사에 대한 정
보 추가나 해설의 기능을 보인다(조선일보 2019. 5. 9. 논설 기사 중).

  (31) 가. ‘환심 사기’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장이 곧 있게 될 대법원 판결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투자라는 논리다.

       나. [133조 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25조 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만 부각될 뿐 대형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과 도전 정신에 대한 찬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다. 실제로 한 친여 성향 언론은,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전자 방문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런 시각을 바탕

74) 다만 황병순(2003)을 수용한다면 보문 명사는 사실상 이미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고, 
보문절은 그것에 대한 명세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문절의 지시 기능은 
‘내포에 따른 지시’가 아니라 ‘대상에 따른 지시’(사실은 대상에 대한 설명)라고 보아야 하
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제는 화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청자는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보문 명사의 내용을 한정하는 ‘내포에 따른 지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보문절의 지시 기능은 ‘내포에 따른 지시’로 보기로 하였다.

75) 관계절의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혹은 서술적 용법)의 제한과 서술의 관계와 관
련하여 윤재학(2004)은 이 차이를 제한과 서술이라는 언어 기능의 기본적인 목적상의 차
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한은 해당 문장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선정하
는 목적을 가지는 반면, 서술은 선정된 대상물에 대한 동작, 특성 및 상태에 관한 묘사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한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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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라.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여 국민 1인당 100만 원 가까이 돌아갈 

세금을 낸] 이들 대기업이 모인] 전경련은 청와대에 의해 ‘없어도 되는 집단’으로 
치부된다.

  (31가~라)의 표제 명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대기업’, ‘전경련’ 등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유명사로서 지시 
대상이 명확하다. 즉 지시 대상의 폭이 넓어 한정을 통해 지시 대상을 구체화해야 
하는 명사가 아니다. 이들 표제 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절은 모두 대상에 대한 정보 
부가 및 해설의 기능을 보이며 대상에 따른 지시로 볼 수 있다. 

3.2. 맥락적 의미 기능

  담화 화용론이나 텍스트 언어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맥락이다. 맥락은 문장 중심의 언어학이나 문법론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언어적 
현상의 하나이다. 모든 언어 단위와 마찬가지로 관형절에는 맥락에 대한 화자의 
해석이 반영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맥락적 의미 기능이라고 명명한다.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맥락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퍼버와 윌슨(Sperber & Wilson, 1986, 김태옥․이현호 역, 1994: 21)은 한 발
화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전제의 집합이 일반적으로 맥락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맥락이란 심리적 구성체로서 세계에 대해서 청자가 가정하고 있는 부분 집합, 즉 
신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신정보와 결합해서 다양
한 인지 효과를 낳는 개별적인 기존의 가정의 한 부분 집합으로 본다. 
  이성범(2012: 36-40)은 맥락을 소맥락과 대맥락으로 나누고 다시 언어적 맥락
과 사회적 맥락76),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눈다. 먼저 소맥락은 “청자가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 자신의 지각 능력이나 기억에 저장된 가정이나 또는 이전 발화의 
해석을 토대로 설정하는 믿음이나 가정들(Blackmore, 1992: 87)”로 정의하고 대
76) social context의 번역어이다. 이성범(2012)에서는 ‘사교적 맥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만 본고에서는 ‘사교적(社交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와 정보가 social을 대체할 수 없
다고 보아 ‘사회적 맥락’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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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은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언어 사용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의 모든 관련된 요소들(Grundy, 1995: 208)”로 정의한다. 이어서 첫째, 언어
적 맥락은 어떤 문장이나 담화 등의 앞 또는 뒤에 있는 다른 문장이나 담화 등을 
의미한다(Fetzer, 2004; Mey, 2001). 언어적 맥락은 보통 지시어나 대용어가 가
리키는 대상을 확인한다든지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와 의미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할 때가 많다. 둘째, 사회적 맥락은 하나의 말하기 사건의 맥락으로서 그 
사건을 구성하는 성분들인 화자와 청자 등의 대화 참여자 및 대화가 발생한 바로 
그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는 물리적 시공간을 포함한다. 사회적 맥락에서의 말하기
는 보통 화행(speech act)으로 해석되며 대화 참여자는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이
루기 위해 발화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은 화용적 말하기를 둘러
싼 가장 거시적인 차원의 맥락으로서 대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생각을 
넘어 사회적 공론, 사상, 제도, 문화 등이 발화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최명원(2002)은 맥락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정 상황의 발화 기준에 의한 
발화 맥락에 대비하여 언어의 본질적 의미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의미 맥락’을 설명하며 진리조건적 명제에서 화용론적 발화로의 이행에서 갑자기 
맥락이 첨가 또는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조건적 명제에서도 이미 잠재되어 
있는 의미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하나의 명제가 문장 형성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그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역동적 
의미론에서는 어떤 표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표현이 맥락을 변화시킬 수 있
는 나름대로의 수단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맥락이란 ‘의사소통 과정에 참
여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의 집합’인데, 모든 문장은 맥락이라는 하나의 정보 
상태에서 다른 정보 상태로의 함수를 가지고 있고, 의미에 대한 역동성은 맥락을 
갱신하는 것이며 의미에 대한 합성적 체계의 핵심 부분을 이룬다고 본다.
  맥락의 이해는 “주어진 시간에 작용되는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심리적 세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맥락의 영역은 “적어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상황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믿음과 가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에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이거
나 미래의 행위,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
과 관심의 상태들을 포함한다(Ochs, 1979, 최명원, 2002 재인용).” 
  김재봉(1994: 2)에 따르면 맥락은 발화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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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발화에 있어서 맥락의 기능(김재봉, 1994: 2)
       가. 신정보의 처리를 위한 매개적 기능
       나. 발화 이해를 위한 매개적 기능
       다. 텍스트의 창조 기능
       라. 비문법적 발화를 사용이 가능하게 해 주는 기능
       마. 선·후행 발화의 연결 기능
       바. 발화 의미의 결정 기능
       사. 중의성의 해소 기능
       아. 함축 의미의 결정 기능
       자. 전제의 제공 기능

(32가)를 관형절과 연관 지어 보면 화자가 새로운 정보를 담화에 도입할 때 청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자에게 활성화시킬 정보를 관형절에 담아 표현한다. (32
자) 역시 앞에서 논의한 대로 관형절이 담화의 전제를 형성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
다. 그런데 다른 기능들도 사실상 관형절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32나)는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지시 대상에 대한 청자의 지식을 활성화하는 것
과 관련되고, (32마)는 관형절을 포함하는 문장에 선행하는 문장과 후행하는 문장
의 관계에 따라서 가능해 보인다. 또한 연속적 사태 통합 기능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32사, 아)는 관형절의 지시 기능 등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렇게 보면 맥락적 의미 기능이라는 것이 담화 화용적 기능 전체와 연결이 되는 것
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담화 화용론 자체가 실제 상황을 맥락이라는 것
으로 추상화함으로써 이론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7)
  김재봉(1994: 10)에 따르면 맥락은 주어진다기보다는 선택되는 측면이 강하며, 
맥락이 주어진 후에 적합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는 자신이 처리하는 내용
이 적합성을 갖춘 내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맥락을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다. 이와 유사하게 이병규 외(2017)에서도 맥락은 개별 텍스트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할 수 있는, 언어, 사회, 문화, 상황, 환경, 배경 등의 다양한 맥락 요소 중 의
77) 맥락은 이론적 구성체이며 언어학자는 맥락을 설정할 때 실제 상황에서 추상화하여 언

어 사건의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발화의 형식, 적정성 혹은 의미를 체계적으로 결정
하는 모든 요인들을 맥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Lyons, 1977, 강범모 역, 2013: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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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성 주체가 의미를 만들어 내고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78)에서 활성화시킨 요
소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16] 맥락 분류 체계(이병규 외, 2017: 19)

  [표 16]과 같이 맥락은 먼저 텍스트 내적 요소와 텍스트 외적 요소로 나뉜다. 
텍스트 내적 요소는 관련 표현이나 의미 해석에 개입하는 것이 관련 요소의 선행 
문맥에 있는지 후행 문맥에 있는지 구분하고 다시 지시, 대용, 반복, 접속의 현상
으로 나눈다. 각각을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 김태옥 
외 역, 1991: 45-76)의 논의를 빌려 설명하면 텍스트 내에 있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조응으로서 선행 문맥에 있는 것을 지시하면 전조응, 후행 문맥에 있는 것을 
지시하면 후조응이 된다. 대용은 주로 대명사로 이루어지며 공지시 관계에 있는 
명사나 명사구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반복은 언어 요소들의 직접적인 반복
을 말하며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지만 반복하
는 표현의 일부를 품사를 바꾸어 반복하거나 동일한 의미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반복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접속은 사건이나 상황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지위의 것들을 ‘그리고’로 연결하는 등의 접속, 다른 지위
의 것들을 ‘또는’으로 연결하는 이접적 접속, 모순되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나’로 연결하는 역접, 시간의 순서, 인과 관계 등의 종속적 의존 관계를 연결
하는 종속적 접속 등이 있다.
  텍스트 외적 맥락인 상황 맥락은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로서 담화 참여자인 생산자와 수용자 및 언급 대상이 있고, 생산자와 수용자의 발

78) 이병규 외(2017)에서는 이러한 작용 또는 과정을 맥락화라고 한다.

맥락

텍스트 내적 
맥락(문맥)

선행 문맥 지시, 대용, 반복, 접속
후행 문맥 지시, 대용, 반복, 접속

텍스트 외적 
맥락

(상황 맥락)

목적 생산/수용
참여자 생산자, 수용자, 언급 대상
배경 공식, 격식, 시간, 공간, 사회·문화, 역사
화제 친숙성, 난이도
매체 1차 매체, 2차 매체, 3차 매체
상호텍스트 아날로그 텍스트, 디지털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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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목적이나 의도, 화제, 그리고 발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으로서 시간, 공간, 사회, 
문화, 역사, 공식, 격식 등이 있다. 또한 화제를 담는 매체로서 문자, 음성, 그림, 
영상 등이 있고 의미 구성에 개입하는 다른 텍스트로서 아날로그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가 있다.
  그 중에서 관형절에 의해 작용하는 맥락적 요소는 텍스트 내적 맥락과 텍스트 
외적 맥락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데 텍스트 내적 맥락은 본고에서는 텍스트에 
초점을 두어 텍스트 구성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여기에서는 상황 맥락에 
초점을 두어 맥락적 의미 기능을 다루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 맥락이라고 할 때에
는 상황 맥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는 담화 참여자와 담화 
배경과 관련된 요소들인데 관형절의 사용을 통해 담화 참여자 중 지시 대상과 관
련된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 환기, 담화 배경과 관련된 정황의 세부 묘사, 생산자
와 관련된 화자의 태도 반영 등으로 상황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79)

79) 언어 교육에서는 상황 맥락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도 한다. 강현화(2012)의 논
의는 하임즈(Hymes, 1974)와 버더버와 버더버(Verderber & Verderber, 2004), 기본
(Givón, 1989), 이재기(200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
출한 것이고, 조영미(2017)의 논의는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맥락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후 한국어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황 맥락을 설정한 것이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상황 
맥락에 더하여 언어 교육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맥락적 요소인 화청자 관계 정보, 상호작
용 목적, 텍스트의 형식 및 장르, 목표어의 언어적 특성, 학습자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 맥락 요소

강현화(2012)

 화자, 청자, 화청자 관계 정보
 물리적 상황(시간, 장소)
 발화 의도(상호작용 목적)
 텍스트의 형식 및 장르
 사회적 맥락/심리적 맥락
 문화적 맥락/역사적 맥락

조영미(2017)
언어적 상황

 대화 참여자(화자와 청자)
 대화의 장소
 대화의 목적
 화자의 발화 의도
 목표어의 언어적 특성

언어외적 상황
 학습자의 국적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
 학습자 모국어의 언어적 특성
 학습자의 목표어 의사소통 능력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 및 배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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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상황 맥락 요소의 관형절에 의한 맥락화

그리고 관형절에 반영되는 참여자와 배경의 맥락 요소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3] 맥락 요소와 선택적 맥락 의미 형성

즉 생산자인 화자는 화제가 되는 지시 대상에 대한 수용자 즉 청자의 친숙성과 난
이도를 예측하여 이를 화제로 삼기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을 결정하고 
텍스트를 구성하여 전달한다. 이때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개입하는 요소에는 지시 
대상의 속성과 이미지, 지시 대상과 참여자를 둘러싼 담화 배경 즉 시간, 공간, 사
회·문화, 역사적인 정황, 그리고 대상과 정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있다. 화자는 
이러한 맥락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반영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각의 맥락적 의미가 어떻게 관형절에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학습자의 적극성 및 흥미도

상황 
맥락

담화 참여자 생산자 → 화자의 태도
지시 대상 →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

담화 배경 시간, 공간, 
사회·문화, 역사 → 정황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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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의 속성 환기

  화자는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화제, 즉 언급 대상을 청자의 의식에 활성화시키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시 대상에 대한 맥락을 형성하는
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시 대상에 대하여 해설하는 것이다. 즉 지시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거나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이다. 
  대상의 속성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속성이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표준)’을 말하며 자연 언어에서 동사나 형용사 혹은 1차 술어 논리
에서 술어 개념과 접한 연관을 갖는다. 남미영(2010ㄴ)은 일본어의 연체수식절
에 나타난 속성의 양상을 외연, 집합, 진술성 등과 대비하여 정리한 바 있다. 본고
에서는 속성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류로서 이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
하여 적용하고자 한다.80) 용례는 남미영(2010ㄴ: 74)을 번역하였다.

[표 18] 속성의 분류 기준과 용례

즉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에서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는 기능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경우는 관형절의 명제가 표제 명사의 백과사전적인 고유한 속성을 설명할 때, 표
제 명사의 다양한 속성 중 부분적인 한 가지를 설명할 때, 한 개체의 속성을 설명
할 때, 집합적인 개체의 속성을 설명할 때, 표제 명사의 상태를 설명할 때, 표제 
명사와 관련된 사태를 설명할 때 등이다. 
80) 남미영(2010ㄴ)은 본문의 [표 18]을 다시 ‘고유 속성’, ‘주문 술어 한정 속성’, ‘형용적 

상태’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 본고에서는 그러나 [표 18]과 같은 분류 기준이 실제 분석
에 적용하기에 용이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용어를 수정하여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다.

속성 적용의 
기존 분류 재개념화 용례

속성과 외연 고유의 속성 [집이 없는] 홈리스
부분적 속성 [신사복 차림으로 자고 있는] 홈리스

속성과 집합
개별적 속성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옆 연구실

에 있다.
집합적 속성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다.

속성과 진술성 상태적 속성 [고기로 만] 야채, [피곤한] 사람
사태적 속성 [작년에 읽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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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형절에 의한 표제 명사의 이미지의 환기는 비교적 쉽게 분석이 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수필 「누에와 천재」 중).

  (33) 가. [작은 개미 같은] 새까만 어린누에들
       나. [손바닥 같은] 뽕잎
       다. [깊은 밤에 창밖에 내리는 봄비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착각

(33가, 나)의 관형절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환기되며 표제 명사의 속성에 대하여 
설명이 된다. (33다)의 관형절은 보문절로서 표제 명사 ‘착각’에 대한 내용적 설명
이며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한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다음의 예를 보자.

  (34) 가. [삶이 돌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 줄] 안전망, [아버지처럼 든든
한] 국가가 내게도 있는가. (조선일보 2019. 5. 18. 논설 기사 중)

       나. 국교련은 “재정 지원을 미끼로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훼손하는] 교육관료 주도의 정책을 폈다”며 사립대 교수회와도 협력해 폐지 운동
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19. 5. 18. 논설 기사 중)

       다. [명문대를 다니며 고시를 준비하던] 한 젊은이는 우연히 참여한 우프로 삶이 바
뀌었습니다. (조선일보 2018. 3. 23. 논설 기사 중)

(34가)에서 관형절 ‘삶이 돌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 줄’은 표제 명
사 ‘안전망’의 백과사전적 속성을 나타내고 ‘아버지처럼 든든한’은 ‘국가’의 부분적 
속성을 나타낸다. (34나)의 관형절은 사태적 속성을 설명하고 (34다)의 관형절은 
상태적 속성을 설명한다. 또한 이들은 동시에 정황의 세부를 묘사한다. 즉 속성의 
분류 중 상태적 속성과 사태적 속성은 사실상 정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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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황의 세부 묘사

  관형절의 명제가 상황 맥락 중 담화 배경의 요소가 되는 시간, 공간, 사회·문화, 
역사에 대한 것을 다루면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는 기능으로 분석한다.81) 다음의 
예를 보자.
  
  (35) 가. 이는 겉으로는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듯 보여도 실은 [과거 한국 정치를 

관통해 온] ‘적대적 공생 관계’의 또 다른 버전이 등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
일보 2019. 5. 18. 논설 기사 중)

       나. 또한 [일자리는 제조업과 자영업에서 줄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고착화된 지 오래다. (경향신문 2019. 5. 22. 논설 기사 중)

       다. 오는 28일은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
던] 비정규직 직원 김 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머니투
데이 2019. 5. 26. 기사 중)

(35가)의 관형절 ‘과거 한국 정치를 관통해 온’은 역사적 정황을 드러내고, (35
나)의 관형절 ‘일자리는 제조업과 자영업에서 줄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어나는’
은 사회적 정황을 드러낸다. (35다)의 관형절은 기사의 전반부에 있는 문장으로 
담화 전체의 배경으로서의 맥락을 형성한다. 청자의 마음에 과거의 한 사건을 활
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를 과거의 그날로 이끌고 그날의 맥락에 동참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대상의 속성과 이미지 환기 기능을 위해 제시한 예문 
(35나)와 (35다)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들은 각각 사태적 속성과 
상태적 속성을 드러낸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관형절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훼손하는’과 ‘명문대를 다니며 고시를 준비하던’은 표제 명사와 관련된 사
회적 사건과 개인적 역사를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은 표제 명사의 속성을 드러내
기도 하지만 표제 명사와 관련된 정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맥락 요소의 
선택과 맥락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맥락에 대한 해석 역시 
청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81) 상황(狀況)은 객관적인 관련 주변 상황을 뜻하고 정황(情況)은 심리적이거나 주관적으
로 인식하는 주변 사항을 말한다(김미형, 2009: 159).



- 93 -

(3) 화자의 태도 반영

  화자의 태도란 기본(Givón, 1993, 김은일 외 역, 2002: 249)에 따르면 절에 담
긴 명제적 정보와 관련한 화자의 두 가지 유형의 판단을 의미한다. 하나는 사실, 
개연성, 확실성, 믿음 혹은 증거의 인식적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 선호, 의향, 
의무 혹은 조종의 평가적 판단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판단은 종종 
중복된다는 점이다.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

  (36) 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다.
       나. [에어컨이 고장 난] 교실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수업을 들었다.

  (36가)에서 우리는 관형절 ‘내가 제일 존경하는’에서 표제 명사인 ‘선생님’에 대
한 화자의 선호를 알 수 있어 이것이 평가적 판단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나)의 관형절 ‘에어컨이 고장 난’은 사실을 나타내는 인식적 판단에 해당한다.82) 

  (37) 보수세력의 5·18 왜곡·폄훼가 [1980년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던] 바로 그 거리
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능욕하는] 지경에 이른] 현실이 그저 참담하고 경악스럽
기까지 하다. (한겨레신문 2019. 5. 18. 논설 기사 중)

  (37)의 관형절에서는 맥락적으로 정황의 세부도 묘사되어 있지만 그와 동일하
게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특히 ‘죽음으로 지켜내다’, ‘능욕하다’, ‘지경에 이
르다’ 등의 표현에는 간접적이지만 사태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강하게 담겨 있다. 

82) 다만 이러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은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고장 난] 교실’은 그 교실의 속성으로도, 교실에 대
한 배경 정보인 정황으로도, 더운 교실에 대하여 짜증이 나는 화자의 태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맥락 요소를 구분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생각하는 대상의 속성, 대
상을 둘러싼 정황, 그리고 대상에 대한 태도를 관형절의 명제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강경민, 201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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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맥락적 의미 형성과 해석

  맥락적 의미 혹은 맥락은 화자가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를테면 가장 흔하게는 신문 기사의 논조나 논평 등에 사용되는 관형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맥락 형성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문장을 보고도 우
리는 종종 서로 다른 맥락적 해석을 하기도 한다. 다음은 앞에서 들었던 예이다.

  (30) 가. [‘환심 사기’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장이 곧 있게 될 대법원 판결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투자라는 논리다.

       나. [133조 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25조 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만 부각될 뿐 대형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과 도전 정신에 대한 찬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다. 실제로 한 친여 성향 언론은,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전자 방문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런 시각을 바탕
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라.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여 국민 1인당 100만 원 가까이 돌아갈 
세금을 낸] 이들 대기업이 모인] 전경련은 청와대에 의해 ‘없어도 되는 집단’으로 
치부된다.

(30가~라)의 관형절에서 우리는 지시 대상과 관련된 정황의 세부를 이해할 수 있
다. 다만 (30라)의 두 번째 관형절 ‘이들 대기업이 모인 전경련’에서는 전경련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30가~라)는 모두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을 보인다. 즉 
청자는 표제 명사만으로도 지시 대상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텍스
트 구성적 기능을 논외로 한다면 맥락적 의미 기능인 대상의 속성, 정황의 세부 
묘사, 화자의 태도가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83) 앞에서 본 다음의 예를 다시 
보자.

  (38) 보수세력의 5·18 왜곡·폄훼가 [1980년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던] 바로 

83) 그렇다면 지시 차원의 두 가지 기능 중 내포에 따른 지시가 지시성이 좀 더 두드러진다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시 기능이 관형절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점, 즉 표제 명
사와 결합하여 어떤 것을 지시한다는 점은 논외로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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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리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능욕하는] 지경에 이른] 현실이 그저 참담
하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한겨레신문 2019. 5. 18. 논설 기사 중).

  (38)의 관형절에서는 속성과 정황이 해설되며 그에 따른 화자의 태도가 두드러
지게 확인된다. 이는 논설 기사에 나타나는 관형절의 특징이기도 할 것이다. 속성
이나 정황이라는 것은 한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그 중 자신이 주목하
는 것을 청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암시할 수 있다. 즉 지시 대상에 
대한 정보는 관형절을 구성하는 명제에 담겨 있다. 특히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지
시하면서 화자는 관형절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청자의 심적 표상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시 대상의 도입은 이어지는 담화에서 전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화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대상의 속성, 정황, 혹은 그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을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청자는 관형절에 표현된 
대상의 속성이나 정황의 세부, 화자의 태도를 앞으로 이어질 담화에 대한 전제적 
바탕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3.3. 텍스트 구성적 기능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관형절을 구성하는 명제가 텍스트 내에서 갖는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관형절의 명제가 전체 텍스트 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텍스트 구성에 기여하는 특질 중에서는 특히 응집성과 관
련이 있다. 즉 관형절의 사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화제가 되는 
지시 대상을 텍스트의 시작 부분에서 도입하고 내용의 전개에 따라 지시 대상을 
조응하며 의미적 관련성이 있는 대상을 새로이 도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 등
의 체계적 관계를 이루는 대상을 도입하기도 한다. 또한 사태의 접하고 치 한 
전개를 위하여 연속적 사태 통합이나 부차적인 사건의 통합 기능을 사용하여 응집
성을 높이기도 한다. 관형절은 지시 기능을 나타냄으로써 기본적으로 텍스트 내에
서 화제성을 띠며 텍스트의 끝 부분에서는 종종 주제나 교훈을 요약하는 기능을 
보이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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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의 도입

  우리는 담화의 시작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시 대상을 도입함으로써 청자의 
마음속에 활성화시킨다. 결국 이는 지시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시는 텍스
트 안에서 정보가 도입되고 유지되고 확장되는 방식을 나타내기(Knapp & 
Watkins, 2005, 주세형 외 역, 2007: 52)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관형절이 지닌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지시 기능을 앞에서 논했고 여기에서는 텍스트 언어학적 차
원에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능에 주목하여 ‘대상의 도입’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대상의 도입 기능은 주로 텍스트의 시작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가. 옛날 옛적에 [효성이 지극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나. [명문거족의 후예로서 어린 나이에 급제해 이조 판서까지 오른] 홍 판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유 씨가 낳은] 아들 인형이고, 다른 하나는 [시비 춘
섬이 낳은] 길동이었다.

  (39가)는 『심청전』의 시작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문장으로 ‘효성이 지극한 소
녀’라는 대상을 이야기의 화제로 도입하고 있다. (39나)는 『홍길동전』의 첫 두 
문장으로서 역시 이야기의 주인공인 홍 판서와 그의 아들 인형과 길동이 도입되고 
있다. 여기에서 화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은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39가)
의 관형절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반영되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교훈
적일 것을 전제한다. (39나)의 관형절에는 주인공을 둘러싼 세부적인 정황 즉, 명
문거족의 가문이라는 것과 신분이 다른 두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둘이 있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갈등이 될 요소를 전제한다.

(2) 조응

  조응(anaphora)은 선행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다시 지시하는 것이다(Lyons, 
1977: 660). 변형 생성 문법적 관점에서 조응은 주로 문장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
지며 그 주요 기능은 잉여성(redundancy)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화용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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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고려하면 조응은 반드시 선행어를 매개로 하지는 않는다. 조응의 대상을 
반드시 선행하는 언어 표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선행하는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 
내용이나 정보, 명제를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정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조응으로 간주하는 것이다.84) 일단 담화가 시작되면 
담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사전 경험이나 지식, 담화에 의해 관념적
인 세계가 형성된다. 이를 담화 세계라고 부른다면 지시 대상은 언어적 문맥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담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사유 작용은 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구정보)에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는데 이는 주로 서술어의 의미에 의해 전달된다(이금주, 2002: 37). 이러한 
과정은 본고의 연구 주제와 관련시켜 말하면 지시 대상인 표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텍스트상에서의 지시인 조응은 텍스트의 응집성을 성립시키는 결속 수단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Beaugrande & Dressler, 1981, 김태옥 외 역, 
1991: 59). 
  관형절은 조응 내용을 다시 명시하는 만큼 바로 앞 또는 가까운 선행 문맥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선행 문맥도 받을 수 있고, 선행 내용을 그대로 되받는가 하
면 조금 다르게 변화를 주거나 부분, 단편적 내용들을 발췌하여 또는 대범하게 요
약하여 받기도 한다(김흥수, 1996: 104).

  (40) 가. 교육부는 [폐교 대학의 재산 매각 등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예산 100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

84) 이금주(2002: 43)는 조응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다.

조응의 유형 유형별 특성
문맥 
조응

문장 내 
조응

문맥에서 선행어가 명시적이며 선행어와 조응어는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갖는다.

문장 외 
조응

문맥에서 조응어에 대한 선행 언어 표현이 명시적이나 선행어가 명제 
또는 정보의 형태로 존재한다.

화맥 
조응

상황 조응 언어적 문맥이 아닌 상황에 의해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정보를 
조응어가 지시한다.

추론 조응 세계 지식과 같은 화용론적 지식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적 또는 
고도의 추론을 통해 얻어진 지시체를 조응어가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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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의 교직원 체불 임금을 국고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재산을 매각해 회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기재부가 부정
적이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2019. 5. 24. 기사 중)

       나. [아버지의 눈이 보이기를 원하는]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에 자신을 팔았습니다.

(40가)에서 ‘폐교 대학의 교직원 체불 임금을 국고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재산
을 매각해 회수하려는 계획’은 앞 문장의 내용 ‘폐교 대학의 재산 매각 등을 관리
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예산 
1000억 원을 신청했다’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변화를 주어 조응하고 있다. (40나)
의 ‘아버지의 눈이 보이기를 원하는 심청’ 역시 선행 내용을 요약하여 조응하고 있
다.

(3) 의미적 관련

  하나의 텍스트가 의미 있다는 것은 그 텍스트의 표현들로 활성화된 지식 간에 
의의85)의 연속성(continuity of senses)이 존재하기 때문이다(Hörmann, 1976, 
Beaugrande & Dressler, 1981: 82 재인용).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에 따르면 의미가 없다거나 무의미한 텍스트는 청자가 그런 연속성을 발
견할 수 없는 경우인데 그것은 통상 표현된 개념과 그 관계의 구성, 그리고 청자
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세계 지식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의의
의 연속성은 응집성의 기반이 되는데 응집성은 여러 개념과 그들 관계가 이루는 
한 구성체 내부에서 갖는 상호적 접근과 적합성이다.86) 
85)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 82)는 의의(sense)를 의미

(meaning)와 대비하여 설명한다. 즉 의미가 지식의 표상과 전달을 위한 한 언어 표현의 
가능한 잠재적 의미라면 의의는 텍스트상에 나타나는 표현들에 의해 실제로 전달되는 지
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많은 표현들이 여러 개의 잠재적 의미를 갖지만 통상적인 조건하
에서 표현은 텍스트상 오직 하나의 의의만을 지닌다. 

86)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는 응집성과 결속성의 개념을 엄
히 구분하여 사용한다. 응집성(cohesion)은 표층 텍스트(surface text)에 제시된 낱말들의 
통사적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연결 관계로, 결속성(coherence)은 의미
적으로 긴 하게 연결된 개념적 연결 관계(conceptual connectivity)로 파악한다. 한편, 할
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76)은 문장의 의미적인 연결 관계를 이루게 해 주는 
요소를 응집성(cohesion)으로 보고, 이 개념을 문법적이거나 통사적인 것이 아닌 의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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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형절은 표제 명사와 함께 텍스트에 지시 대상을 도입하고 이어서 역행대용적
으로 조응하거나 동의 관계,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의 관계의 관련성을 지닌 
대상으로 확장하여 표현함으로써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인다. 관형절의 의미적 응
집 기능을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가~다)는 중앙일보(2019. 4. 
26.) 논설 기사의 일부이며 (41라)는 ‘우주’에 대한 백과사전 설명의 일부이다.

  (41) 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는 [내러티브가 프레임에 가둬지고 소거된] 시
대가 아닌가 한다. [속절없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사연만큼 아픈 내러티브는 
없겠지만 그것은 [불순한 동기를 지닌] 활동이며,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
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홀로 싸우는] 어느 신입사원의 내러티브는 페미니즘 활동
의 일환으로 코딩된다.

        나. 그러나 때로는 [그냥 누군가에게 말 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은가. 내러티브는 
사연이며 우리 삶은 이런 사연들의 총합이고 때로는 [그런 삶의 조각들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이라면 있지 않겠는가. 

        다. [한 호흡도 안 되는] 지문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 [타인이 파 놓은] 길고 긴 
내러티브의 터널을 통과하고...

        라.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주에는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 [지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태양계에 있는] 태
양을 비롯한 8개의 행성과 혜성, 소행성, 유성체 등도 포함된다. 

(41가)의 ‘내러티브가 프레임에 가둬지고 소거된 시대’는 이어지는 ‘속절없이 자식
을 잃은 부모들의 사연’이 ‘불순한 동기를 지닌 활동’이 되고, ‘직장 상사로부터 성
적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홀로 싸우는 어느 신입사원의 내러티브’가 ‘페미니
즘 활동의 일환’이 되는 것을 역행대용적으로 조응하여 텍스트의 의미적 응집성을 
높인다. (41나)의 ‘그냥 누군가에게 말 걸고 싶을 때’와 ‘그런 삶의 조각들을 타인

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어떤 요소의 의미가 해석되는 방식에 관한 응집의 유형을 
지시, 대치, 생략, 접속, 어휘적 응집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응집 장치들을 통해서 텍스
트는 의미적 연속성(semantic continuity) 즉 결속성(통일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고 한
다. 번역에 있어서 용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coherence를 응
집성이라고 번역하며 정희모(2019: 109-110)의 논의와 같이 응집성은 텍스트 표면과 맥
락, 스키마의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한 편의 텍스트를 의미적 생성체로 만드는 중심 개
념이자 독자가 복잡한 인지 과정을 통해 필자의 의도를 텍스트에서 일관되게 찾아낸 총체
적 의미의 상이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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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유하고 싶은 욕망’은 동의 혹은 유의 관계를 이룬다. (41다)의 ‘한 호흡도 안 
되는 지문’과 ‘타인이 파 놓은 길고 긴 내러티브’는 반의 관계를 이룬다. (41라)의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의 개념이 되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 
‘지구 속에 있는 모든 것’, ‘태양계에 있는 태양을 비롯한 8개의 행성과 혜성, 소행
성, 유성체 등’은 하의 개념이 되어 상하의 관계를 이룬다. 이들은 모두 표층 텍스
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각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의 연결성과 관련되어 응집성
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4) 체계적 관련

  체계적 관련은 앞의 의미적 관련과 유사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관
형절을 통해 대비를 이루거나 대조 관계를 이루는 지시 대상을 나타내어 의미상의 
응집을 이룬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42) 가. 우리가 그 [잔인했던] 처절한 날을 기억할 때조차 [그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지
금의 일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경향신문 2019. 5. 18. 논설 기사 중)

       나. [존중받는 자유로운 개인이 각자의 최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이들의 노력으로 
점점 풍요로워 질 수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더 촘촘한 규제가 개인을 제한하
는] 사회는 무기력을 향해 하향한다. (중앙일보 2019. 5. 24. 논설 기사 중)

       다. 어쩌면 한국에서 힙합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건 ‘한’이라는 정서와 [IMF 외환
위기 이후 비참한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시대의 흉터와, 
[인종차별이나 사회 제도적 탄압과 싸워야 했던] 빈민가 흑인들의 ‘솔(soul)’이 
일맥상통한 건 아닌가 감히 짐작해본다. (경향신문 2019. 5. 23. 논설 기사 중)

(42가)에서 ‘잔인했던 처절한 날’과 ‘그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지금의 일상’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지시하며 대조를 이룬다. (42나)의 ‘존중받는 자유로운 개인이 
각자의 최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자고 일어나면 더 촘촘한 규제가 개인을 제한
하는 사회’ 역시 속성이 반대되는 두 집단을 대조하며 나열하고 있다. (42다)에서
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비참한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시대
의 흉터’와 ‘인종차별이나 사회 제도적 탄압과 싸워야 했던 빈민가 흑인들의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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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이 대비를 이루며 텍스트 내용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5) 주제나 교훈 요약

  서사 담화에 나타나는 관계절에 대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대조 분석한 논의, 주
신자(1990: 390-393)에 따르면 서사 담화에서 관계절에 이야기의 추상적인 주제
나 교훈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한국어의 특징이다.87) 관형절의 이러한 기능은 
신화나 전설, 설화 등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만든 전래 동화의 제목
에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불쌍한 사람을 도운] 싱글벙글 정 씨, [아버지의 눈
을 뜨게 한] 효녀 심청, [은혜 갚은] 개,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황새, [의좋은] 형제, [효성 깊은] 며느리와 호
랑이, [효성 깊은] 호랑이’ 등의 제목에 이야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드러
나 있다.

  (43) 가.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귀중한 목숨까지 버린] 엄마 아빠 까치 (주신자, 1990: 
391)

        나. [종을 치느라고 머리가 깨진] 까치 (주신자, 1990: 391)
        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 주신] 스님 (주신자, 1990: 391)
        라. [아버지를 위하는] 효성 (주신자, 1990: 390)
        마. [스카이 캐슬을 욕망하는 사회가 아닌, 배제와 편견이 없는, 모두에 열린사회를 

향한] 구체적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9. 5. 18. 논설 기
사 중)

        바. [규제는 풀고, 한·일 간 정치 충돌의 파편을 기업들이 온몸으로 받지 않도록 해
결해 달라는] 호소다. (중앙일보 2019. 7. 5. 논설 기사 중)

(43가~다)는 관계절이다. (43가, 나)는 ‘까치’의 행위와 죽음이 은혜를 갚기 위한 
87) 주신자(1990)는 카메룬의 남동부에서 사용되는 반투어인 쿠즈메어(Kɔɔzime)에서 관계

절의 주요 기능이 서사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베번(Beavon, 1985)의 보고를 인용
하며 관계절에 주제를 나타내는 기능은 한국어와 쿠즈메어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쿠즈메어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하는 장면이나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관계절의 이러한 기능이 나타나지만 한국어의 이야기에서는 발단, 전
개, 절정, 결말의 모든 부분에서 관계절의 주제 표시 기능을 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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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음을 설명하며 이야기의 교훈을 드러내고, (43다)는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주제가 요약되어 나타난다. (43라)는 보문절로서 이야기의 교
훈을 드러낸다. (43마)의 관형절에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담겨 있다. 마
찬가지로 (43바)의 관형절에서도 화자가 주요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43마, 바)는 논설 기사의 결론부에 있는 문장으로 서사 담화와는 장르
가 다르다. 본고에서는 주신자(1990)에서 제시하고 있는 (43가~라)의 예들이 화
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교훈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비슷
한 내용적 구성을 보이는 (43마, 바)와 같은 관형절에도 주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장르의 구분 없이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논설 기사와 일본의 논설 기사를 분석하자 문단이 끝나는 
부분이나 텍스트가 끝나는 부분에서 주제를 요약하여 드러내는 관형절을 볼 수 있
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44) 가. 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发展道路正是[符合中国国情、保证人民当家作主的]正确道
路。(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은 바로 [중국의 국가 상황에 부합
하고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올바른 길이다.) (人民日报 2019. 
10. 22. 논설 기사 중)

        나. しかし、主軸は軍事より外交であり、[そこに一層の努力を傾ける]ときだ。(그러
나 주축은 군사보다 외교이며,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다.) (毎日
新聞 2019. 10. 22. 사설 중)

(44가)의 ‘符合中国国情、保证人民当家作主的(중국의 국가 상황에 부합하고 인민
이 국가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은 이 논설에서 화자가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이며, (44나)의 수식절 ‘そこに一層の努力を傾ける(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일)’ 역시 사설에서 화자가 군사보다 외교에 중심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주제 
문구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형절의 이러한 기능을 서사 담화에서만 작용하는 한국어 
고유의 특징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보편적으로 필요한 기능으
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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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제성, 전경과 배경

  화제성(topicality)은 담화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연속성을 확보하고 흐름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적 응집을 이루는 중요한 양상 중 하나이다. 김흥수·유
석훈(2002: 5)은 관형절의 담화 기능 중 하나로 화제성과 전경·배경론을 꼽으며 
표제 명사는 화제이되 초점, 전경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되며, 관형절은 평언이되 
배경적 정보 즉 세부, 해설, 논평을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쿠노(Kuno, 
1976), 기본(Givón, 1993), 톰린(Tomlin, 1985), 박승윤(1990) 등의 논의에 기댄 
것으로 하나의 텍스트에서 관형절과 표제 명사는 지시 대상을 도입하고 그것을 반
복해서 지시함으로써 텍스트 전반에 걸쳐 화제성을 드러내고 유지한다. 또한 하나
의 관형절과 표제 명사 구성을 보면 관형절에 담긴 명제는 주로 표제 명사에 대한 
어떤 내용 즉 세부적인 것, 해설 혹은 화자의 태도인 논평을 전하고 있어 표제 명
사에 대하여 배경으로 작용하고 이때 표제 명사는 전경으로 부각된다. 관형절에서
는 표제 명사가 화제(topic)이고 관형절은 그에 대한 평언(comment)이다(Kuno, 
197688); 장석진 외, 1988; 박승윤, 1990; 김영근, 1995; 김민국, 2010; 전경준, 
2014).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표제 명사와 관형절은 각각 전경과 배경, 초점
(focus)과 전제(presupposition)로 해석되기도 한다.89) 먼저 각각의 개념에 대하
여 살펴보고 관형절에서 이러한 기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먼저 화제와 평언은 기능 문법에 바탕을 둔 해석으로 화제는 언급 대상(what 
the sentence is about), 평언은 화제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본고 Ⅱ장 2절 2항 4목에서 볼 수 있다.
  전경과 배경은 인지언어학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장면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때 
초점이 부여되는 요소인 전경(figure)을 배경(ground)으로부터 구별하는 양상이 

88) 쿠노(Kuno, 1976: 420)는 관계절의 의미적 제약에 대하여 ‘A relative clause must be 
a statement about its head noun.’이라고 하여 표제 명사가 주제이고 관계절은 평언의 지
위를 가져야 함을 제안한다. 

89) 화제와 평언에서 화제는 구정보, 평언은 신정보를 나타내는 데 반해 초점과 전제에서 초
점은 신정보, 전제는 구정보를 나타낸다. 이는 관형절이 표제 명사에 대하여 선행 내용을 
다시 지시하거나 요약해서 진술하는 경우 전제라고 볼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부가하는 
경우 평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표제 명사가 화제성을 보유하는 핵심적
인 단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화제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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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 표상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전경은 상대적으로 작고 명료한 
형태를 보이며 현저하게 부각되는 요소를 말하고 배경은 상대적으로 크고 덜 명료
한 형태로서 관찰자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는 요소를 말한다(Talmy, 2000: 
183). 한편 화용론에서는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90)가 기존의 맥
락과 상충되지 않고 청자에 의해 거부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되어 좀 더 큰 맥락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되는 맥락을 전경 정보(foreground information)와 
배경 정보(background information)로 구분한다. 이때 전경 정보는 화자의 대화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청자의 주의를 끌어들이는 
정보인 반면, 배경 정보는 정보 가치가 낮은 정보로 전경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여기에서 화자가 전경 정보를 주장하는 발화 행위는 단언
이고 단언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정보는 전제가 된다(정희자, 2000: 15-16).
  문장에서 초점은 새로운 정보를 말하고 전제는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말
한다(Stockwell, 1977, 이홍배·허광일 역, 1986: 105).91) 다만 이러한 다소 이분
법적인 해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관형절의 성격, 관형절과 주절의 의
미 관계, 문맥과 담화의 흐름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형절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그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45) ①[다니는] 학원들마다 ②[자신들이 가르치는]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데 학습
시간을 쓰도록 과도한 숙제를 내주다보니 ③[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학
생은 ④[매일 새벽까지 학원 숙제를 하느라 진짜 필요한 자신의 공부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향신문 2019. 4. 15. 논설 기사 중)

(45)에서는 네 개의 관형절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세 개는 관계절이고 마지막 
하나는 보문절이다. 각각의 관형절과 표제 명사의 결합에서 우리는 이 텍스트의 
90) 의사소통에서 그 과정에서 전달되는 내용을 의미라 하면, 의사소통을 위해 의미가 담당

하는 역할을 정보라 한다(정희자, 2000: 15). 
91) 초점과 전제를 상보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은 재켄도프(Jackendoff, 1972), 촘스키

(Chomsky, 1971)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제에 대하여 ‘바탕(ground)’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논의도 있는데 이는 발두비(Vallduví, 1990), 프린스(Prince, 1986), 샤페
(Chafe, 197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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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화제를 확인할 수 있고 각 구성은 화제성을 띠고 있다. 이 논설은 사교육 의
존도가 높은 현재 교육의 실태와 그러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부
족으로 인한 기초 학력 저하를 비판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
을 구성하는 주요 화제는 ①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② ‘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 
③ ‘학원의 과도한 숙제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학생’, ④ ‘매일 새벽까지 학원 숙제
를 하느라 진짜 필요한 자신의 공부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즉 ‘학원, 
교과목, 학생, 학습 상황’이 화제성을 띠고 담화 내에서 지속적으로 환기되고 활성
화되는 것이다. 각각의 관형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6) 가. 학생들은 어딘가에 다닌다.
       나. 학생들이 다니는 곳은 학원이다.
  (47) 가. 학원은 무언가를 가르친다.
       나. 학원이 가르치는 것은 교과목이다.
  (48) 가. 누군가는 학원의 과도한 숙제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나. 학원의 과도한 숙제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학생이다.
  (49) 가. 어떤 경우가 있다.
       나. 그것은 학생들이 매일 새벽까지 학원 숙제를 하느라 진짜 필요한 자신의 공부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46가), (47가), (48가), (49가)는 청자에게 배경 정보로 전제되고 (46
나), (47나), (48나), (49나)는 화제, 초점, 전경 정보로서 단언된다. 
  관형절이 포함된 문장을 전제와 단언으로 분석하는 경우 선행 연구에서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와 같이 표제 명사를 논항으로 하는 관계절 내
부의 문장에서 (50가), (51가), (52가), (53가)와 같은 공유된 일반적인 사실을 
전제하고 (50나), (51나), (52나), (53나)와 같이 구체화하여 단언한다고 보는 것
이다.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이 관형절을 전제(구정보)로 파악하고 모문을 단언
(신정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50) 가. 학생들은 학원에 다닌다.
       나. 학원들은 과도한 숙제를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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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가. 학원들은 어떤 과목을 가르친다.
       나. 학원들은 그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데 학습 시간을 쓰도록 한다.
  (52) 가. 학생은 학원의 과도한 숙제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나. 그래서 학생들은 매일 새벽까지 학원 숙제를 하느라 진짜 필요한 자신의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
  (53) 가. 학생들은 매일 새벽까지 학원 숙제를 하느라 진짜 필요한 자신의 공부는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나. 그런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수용하되 두 번째 방법이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
적 기능에 대하여 좀 더 설명력을 갖는다고 본다.
  한편 화제는 본질적으로 문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담화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광
의의 견해(양인석, 1972; 김영희, 1978; 성기철, 1985; 박승윤, 1986; 임홍빈, 
1987)이다. 문두에서 한정사가 붙은 명사는 담화의 기능, 즉 한 개 이상의 문장을 
지배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 담화의 층에 있는 요소는 문장의 층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들의 통사 구조 및 의미 해석에 긴 히 작용하여, 이들 문장들에
게 담화적 응집성(discourse coherence)을 부여한다. 실제로 한국어에서는 담화에 
나오는 문장들 간의 응집성이 너무 강하여 어떤 경우에는 담화 전체가 하나의 문
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담화에서 담화의 층에 나타난 것을 담화
의 주제(discourse topic)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이끌려 한 단위
가 되어 있는 담화를 주제 담화(thematic discourse)라고 한다. 주제 담화는 한 개
의 문장도 아니고 상호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장의 나열도 아니며 하나의 주
제에 의해 이끌리는 의미론적, 통사적 통일성을 지닌 문장의 집합체로서, 한국어에
서는 구어는 물론 문어에서도 매우 빈번히 나타난다(박승윤, 1986: 7).
  정희자(2008: 58)는 주제를 문장 주제와 담화 주제로 분류한다. 이때 문장 주제
는 담화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문장 내의 주제가능요소들(topical 
elements)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요소가 나타내는 실체에 부여한 기능이다. 반면 
담화 주제는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큰 단위를 지배하는 것으로, 동일한 
문장 주제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담화 구성 요소들이 나타내는 
명제에 따라 얻어지는 추상적인 것도 있다. 이를 관형절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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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절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는 표제 명사와 함께 지시체를 가리킴으로써 화제로
서 기능하고, 담화 내에서는 화제를 도입하고 조응함으로써 화제성을 유지한다. 또
한 정희자(2008: 88-89)는 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주제는 후행하
는 서술 내용이 적용되는 적정한 범위를 한정하는 틀로서의 기능을 하며, 화자의 
담화 의도에 따라 한 문장에 하나의 주제가 선택된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문두의 
위치에 놓이고, 주어진 정보(구정보)를 전하는 한정 명사(구)로 표현되며 약한 강
세를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청자에게 인지·심리적 부담을 적게 주면서 주제를 명
확하게 이해시키려는 화자의 담화 전략으로 사용된다. 한 문장 안에는 여러 개의 
주제가능요소들이 있다. 이들 중 하나를 주제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주제화
(topicalization)92), 좌향 전위(left dislocation), 우향 전위(right dislocation), 수
동화(passivization)와 같은 어순 변형을 사용한다. 다만 관형절이 화제성을 띄는 
것은 관형절과 표제 명사의 결합이 문장 내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함으로
써, 정희자(2008)의 표현을 빌리면, 주제가능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화제
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장이나 담화 내에서 화제로 기능하는 
요소가 대개 한정 명사(구)로 표현된다는 것에서도 관형절에 의해 구체화되는 표
제 명사가 화제성을 갖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 연속적 사태 통합

  연속적 사태 통합은 모문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원인이 되는 사건을 
관형절로 통합하여 사건의 촘촘하고 치 한 전개와 사태 간의 응집성 강화 등에 
기여한다. 

  (54) 가. [본격 귀농을 준비 중인]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도시에서는 배도 고프
92) 화제화 또는 주제화는 언어학에서 형태적 방법, 통사적 방법, 음성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문장 안에 있는 주제가능요소들 중 하나를 화제로 설정하는 어법을 뜻한다. 형태적 방법
은 화제에 화제 마커(은/는)를 붙이는 어법이고 통사적 수단은 화제를 본래의 위치에서 
추출하여 문두에 두는 어법이다. 이러한 통사적 방법은 좌향 전위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주제가능요소를 문말로 보내어 화제화하는 방법은 우향 전위라고 한다. 수동화는 능동문
의 목적어를 문두로 옮기고 주어를 문미로 보냄으로써 목적어를 화제화하는 방법이다. 음
성적인 방법은 화제에 강세나 상향조 혹은 하향조를 두어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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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음도 고팠지만, 농촌의 삶에서 그 공허함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2018. 3. 23. 논설 기사 중)

       나.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인 ‘기생충’은 [③[②[①전원백수인] 기택(송강호)
네 장남 기우(최우식)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사장(이선균)네 집에 발을 들
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가족희비
극이다. (스포티비뉴스 2019. 5. 26. 기사 중)

(54가)의 관형절은 ‘그’가 본격적으로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사태를 나타내고 그 
사태는 모문의 발화 사건과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54나)에서는 관형절에 연속적
인 사태가 촘촘히 통합되어 하나의 문장으로 영화의 줄거리를 압축하고 있다. 각 
관형절의 서술어를 통해 사건을 연결해 보면 ‘전원백수이다. → 장남이 고액 과외
를 위해 박 사장네 발을 들인다. → 두 가족의 만남이 시작된다. → 걷잡을 수 없
는 사건으로 번져간다.’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장의 구성성분에 관형
절을 통합함으로써 각 표제 명사가 주체 또는 객체로 참여하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재편성하여 알려 주는 것이다.

(8) 부차적 사건 표시

  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건을 관형절에 요약적으로 나타내 청자나 독자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연속적 사태 통합과 유사하게 텍스트 전체의 사건 
전개에 응집성을 부여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55) 가. [수교 협상 때 ‘매국노’, ‘제2의 이완용’ 소리를 들어가며 사, 위험한 담판, 대학
생들을 상대로 한 공개 설득, 해외 유랑을 점철했던] 김종필은 훗날 “청구권 자금
은 민족의 혈채였다. 5억 5000만 달러를 받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미얀마처럼 
배상금을 국민 개인에게 나눠줬거나, 리조트 같은 소비 시설을 건설하는 데 써 
버렸다면 국가 경제의 도약 기회는 날아갔을 것”(『김종필 증언록』)이라고 회고
했다. (중앙일보 2019. 7. 22. 논설 기사 중)

       나. 예컨대, 우리는 [③[①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한] 무역 분쟁을, [②지
난 수많은 세월의 협상과 논의 위에서 쌓아 올린]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일거에 
파괴하는] 인류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가. (중앙일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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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 논설 기사 중)

(55가)는 표제 명사 ‘김종필’의 행적을 관형절에 요약적으로 담아 모문의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청자가 여전히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55나)의 관형절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한’, ‘지난 수많은 세월의 
협상과 논의 위에서 쌓아 올린’,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한 무역 분쟁
을, 지난 수많은 세월의 협상과 논의 위에서 쌓아 올린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일거
에 파괴하는’은 모두 모문에 대하여 치환된 사건을 나타낸다. 
  관형절이 전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텍스트 구성적 기능의 많은 것을 설명한다. 
이를테면 대상의 도입, 연속적 사태 통합이나 주제나 교훈 요약, 부차적 사건을 나
타내는 기능에서 청자는 관형절에 담긴 명제를 사실로 추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즉 대상의 도입 기능 측면에서 청자는 화자에 의해 도입된 대상이 앞으로 이어질 
담화에서 화제로 기능하게 될 것임을 추정하는 것이다. 연속적 사태에서는 관형절
의 사태를 이미 발생한 사태라고 추정(혹은 인식, 혹은 수용)하는 것이고, 주제나 
교훈 요약에서도 관형절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즉 주제나 교훈으로 인식하
는 것이다. 부차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기능에서 역시 청자는 관형절에 기술된 사
건을 이미 일어난 사태로 추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93) 

93) 문법 문식성 관점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연구한 조진수(2018: 105-106)에서는 이
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관형절이 보도 기사와 상품 정보 기사에 종종 사용되
어 전제를 유발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가) [더바디샵의 레인포리스트 라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친환경성 외에도 유해성분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 7/17)

     (나) [여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화장품 중에 설화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동
아, 6/21)

   (가)와 (나)의 관형절은 모두 어떤 사태(특정 화장품이 주목받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를 
전제화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그것을 일종의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맥
락적으로는 정황을 묘사하는 것이고 텍스트 구성적으로는 부차적 사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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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텍스
트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유형론적인 특징
을 파악하려 한다면 다른 언어로 쓰인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기능을 분석하여 
한국어로 쓰인 텍스트에서의 관형절의 기능과 대조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이
를 위하여 Ⅲ장에서는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실제 양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기성 텍스트를 분석하고, 동일한 의미의 텍스트가 다른 언
어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분석하여 언어에 따라 관형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
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일상 언어에서 관형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하
여 다양한 장르의 실용 텍스트를 선정하여 각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
용적 기능을 분석하고 장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기능의 작용 층위는 어떠
한지, 기능 간의 관계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 연구에서 포착
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이
론화와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1.1.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담화 유형에 따른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할 대상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장르의 다양한 분류 체계와 그에 따른 텍스트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류는 표현 방식에 따라 ‘설명, 주장, 묘사, 서사’로 나
누는 것이다. 이외에도 브리튼 외(Britton et al., 1975)에서 글의 목적에 따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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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적, 표현적, 시적’으로 분류한 것이 있으며, 키니비(Kinneavy, 1971)에서 담화의 
목적(the aims of discourse)에 따라 ‘지시적 담화(reference discourse), 표현적 
담화(expressive discourse), 문예적 담화(literary discourse), 설득적 담화
(persuasive discourse)’로 나눈 것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브루어(Brewer, 
1980)가 담화 목적과 표현 방식에서 따라 텍스트를 분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9] 담화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른 텍스트의 유형(Brewer, 1980)

  또한 브링커(Brinker, 1985, 이성만 역, 2004: 144-169)에서 텍스트의 기능에 
따라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수행 공식과 텍스트 유형을 분류한 바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텍스트 기능과 수행 공식에 따른 텍스트의 유형(Brinker, 1985)

정보성 오락성 설득성 심미성
묘사

(공간)
기술 보고서, 
식물학, 지리학 일상 묘사 부동산 광고 시적 묘사

서사
(시간, 
사건)

신문 기사, 역사, 
지시, 요리, 전기

추리 소설, 
공상과학 소설, 
단편소설, 전기, 
드라마

교훈 소설, 격언, 
속담, 설화, 
광고, 드라마

예술성 소설, 
단편소설, 드라마

설명
(논리)

과학적인 글, 
철학, 추상적 
정의

설교, 선전, 
사설, 수필

텍스트 기능 수행 공식 텍스트 유형
제보 기능 제보, 전달, 알림, 개막, 보고, 

수업
뉴스, 보고, 진단 소견서, 논픽션, 
소견서, 서평, 독자 편지

호소 기능
요청, 지시/지령, 명령, 부탁, 
조언, 추천, 질문, 신청, 청구, 
주문

광고, 사용법, 서비스 안내, 
요리법, 작업 안내서, 거래 안내서, 
설문지, 신문 인터뷰, 문답형 교재

책무 기능 약속, 의무, 맹세, 동의/찬성, 
보증, 내기, 제공

계약서, 합의서, 보증서, 서약서, 
선서, 상품 전단

접촉 기능 감사, 사과, 축하, 불평, 환영, 
조의, 인사 편지, 엽서

선언 기능 임명, 유언, 증명, 전권, 혼례, 
해약, 해고, 판결, 위임

임명장, 유언장, 증명서, 판결문, 
위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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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케마(Renkema, 1993, 이원표 역, 1997: 147)는 담화의 분류를 위하여 분류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였는데 먼저 담화를 우선 문학적 담화와 비문
학적 담화로 분류하고 문학적 담화를 종교적과 역사적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에 근
거하여 다시 동화, 신화, 무용담, 전설 등의 네 가지 장르로 나뉘어 왔다고 정리한
다. 그리고 비문학적 담화는 베를리히(Werlich, 1982)의 논의를 빌어 [표 21]과 
같이 정리한다. 

[표 21] 비문학적 담화의 분류(Werlich, 1982)

베를리히(Werlich)는 담화 유형에 대하여 인간의 사고 과정에 존재하는 본유적 범
주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언급하면서 다섯 가지 기본 형태로서 기술적, 서사적, 
설명적, 논증적, 지시적 담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각 형태는 제시 방법에 따라 다
시 필자의 인식에 근거한 주관적인 것과 독자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나눈다(Werlich, 1982, Renkema, 1993, 이원표 역, 1997: 148 재인용).
  베를리히(Werlich)와 유사하게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 주세형 
외 역, 2007)는 쓰기 과정에 근거하여 장르를 ‘묘사하기, 서사하기, 주장하기, 설
명하기, 지시하기’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담화 생성자의 관형절 사용과 그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쓰기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장르 구분을 적용하
는 것이 본고의 방향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 분류 체계를 분석 대상 선정의 기
준으로 삼았다.

[표 22] 쓰기 과정에 따른 장르 구분과 산물(Knapp & Watkins, 2005)
장르 설명 산물
묘사 대상을 상식이나 전문적인 의미틀에 입각하여 질서 짓는 과정. 개인적/일상

기본 유형 주관적 객관적
기술적(descriptive) 인상에 의한 기술 전문적인 기술
서사적(narrative) 보고서 뉴스 기사
설명적(explanatory) 수필 해설
논증적(argumentative) 논평 논증
지시적(instructive) 지시 명령, 규칙, 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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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의 장르 구분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험
적 서사로서 수필을, 개인의 견해와 입장을 나타내며 주장하는 글로서 논설 기
사94)를, 묘사하는 글로서 백과사전의 정의를, 지시문으로서 요리법을, 그리고 다
중 장르 산물로서 서평, 여행기, 편지 등을 선택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의 장르 구분을 수용하되 ‘주장’
이라는 표현과 ‘논증’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자 한다. 논증이 주장하는 장르의 하
위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지만95)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삼고자 하는 논설 기사가 

94)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설 기사는 강경민(2018)에서 분석한 것으로, 동일한 분
석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였으므로 분석 자료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로 하였다.

95) 이는 또한 브링커(Brinker, 1985, 이성만 역, 2004: 113-114)가 호소적 텍스트에서, 즉 
주장하기 텍스트에서 “생산자는 자기의 시각, 사태에 대한 자기의 가치 평가의 근거를 제
시함으로써 수용자를 납득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자가 어떤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일에 목적을 둔다.”라고 하며 논증형 주제 전개는 호소적 텍스트의 특징에 속한

하기
기초적이고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기능. 거의 무한한 범위의 
경험, 관찰, 상호작용 등을 일정한 순서대로 배치해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거나 분류할 수 있게 하며 객관적 혹은 주관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도록 함.

적/전문적 
묘사, 
정보/과학 
보고서, 정의

설명
하기

현상을 시간적·인과적 관계에 따라 전개하는 과정. 세상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언어 기능. 
우리와 우리의 환경이 물리적으로 기능하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데 쓰임. 문화적이고 지적인 생각과 개념들이 확산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쓰임.

방법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 상술, 
예시, 풀이, 
설명적 
에세이

지시
하기

행위나 행동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 우리의 경험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며 그 목적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 주는 것으로 일련의 텍스트 형태를 통해 
달성됨. 크게 절차적 지시문과 비절차적 지시문으로 나뉨. 

절차, 지시, 
매뉴얼, 
요리법, 안내

주장
하기

독자에게 특정 입장을 수용하도록 명제를 확장하는 과정. 
학교에서 지식의 많은 부분을 다루거나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 화제가 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관점에 대한 이유를 말함.

에세이, 논술, 
토론, 논쟁, 
해석, 평가

서사
하기

인물이나 사건을 시간과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는 과정. 
모든 장르를 이해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해하게 되는 장르. 
가장 흔히 읽히는 장르 중 하나. 서사의 장르적 목적은 다양한데 
즐기기 위한 수단이며 강력한 사회적 역할을 지니고 사회적 
여론이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함(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다른 전망을 드러내기 위해 서사를 사용하는 방식 등).

개인적/역사
적 사건 
나열하기, 
이야기, 동화, 
신화, 우화, 
서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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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각이나 가치 평가를 드러내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며 어떤 행위를 부추기
는 부분은 우회적으로 드러내거나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태
도를 취하기 때문에 주장성보다는 논증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
다. 각 장르별로 기성 텍스트를 선정하여 각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을 분석하였
다. 장르별 분석 자료를 정리하면 Ⅰ장 3절 2항에서 제시한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나타난 관형절 분석을 위한 장르별 자료

다고 말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장르 기성 텍스트

서사
(수필)

 박동규, 「나의 아버지」
 성석제,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양귀자,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유달영, 「누에와 천재」
 이금희, 「촌스러운 아나운서」

논증
(논설 
기사)

 경향신문(2018. 8. 10.) 「국민연금 개편, 미래세대 부담과 노후보장 
측면 조정해야」

 동아일보(2018. 8. 11.) 「출석번호 1번」
 조선일보(2018. 8. 11.) 「적폐 청산 서슬에 ‘콘텐츠 정책’ 실종됐다」
 중앙일보(2018. 8. 1.) 「죽음 앞에서 분열되는 마음들」
 한겨레신문(2018. 8. 10.) 「광화문 시대를 연다?」

다중 장르 
산물

(서평)

 안건모(2017), 나는 음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존 바에즈(Joan 
Baez)의 「존 바에즈 자서전」, 『삐딱한 책읽기』, 산지니

 김아영, 아이들이 마음껏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할 자유를 허하라, 니
시카타 타쿠시(西片拓史)의 「일기 쓰고 싶은 날」, 『놓치면 안 될 우
리 아이 책』,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최영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따뜻한 시심, 이상교의 
「우리집 귀뚜라미」, 『놓치면 안 될 우리 아이 책』, 고래가숨쉬는도
서관

 김혜진, 자연만으로도 충분한 삶, 이인의 「하양쥐 가족의 새집」, 『놓
치면 안 될 우리 아이 책』,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이영경, 뒤늦게 떠오른 페미니즘 아이콘, 젤다 피츠제랄드(Zelda 
Fitzgerald)의 「젤다」, 경향신문(2019. 2. 15.)

 이현우, 의 ‘자유론’을 수시로 들춰보는 이유, (Mill)의 <자유론>, 
한겨레신문(2019. 2. 15.)

다중 장르 
산물

(여행기)

 송기장(2010), 『전라도, 그 매력에 빠지다』, 상상나무, 13-22.
 곽재구, 「땅끝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신비의 바닷길」
 신경림, 「진도에서 보길도까지」
 김훈, 「시간과 강물-섬진강 덕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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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사용 양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
피고자 하는 장르는 서사와 논증이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가 제시한 모든 장르와 다중 장르의 기성 텍스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관형절의 사용과 관련하여 장르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일반적이고 보편
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장르에 따른 특징적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2) 분석 절차 

① 연구 대상 인식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을 분석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는 다음 장
에서 분석될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관형절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
저 선정한 텍스트를 텍스트의 기본 단위인 문장(Brinker, 1985, 이성만 역, 2004: 
30-37) 단위로 쪼갠 후 각 문장 내에서 본 연구의 범위에 속하는 관형절을 인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는 관형절의 범위를 관계절과 보문절로 한
정한다. 이때 보문절에서 의존 명사를 표제 명사로 하는 통사적 보문절은 대개 문
장 내에서 연결 어미나 양태 표현과 같은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존 명사 중 ‘분, 이, 자, 놈’ 등과 같이 사람을 대신하
는 것은 선행하는 관형절이 관계절로 분석되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며 관형절과 
의존 명사 ‘데’가 쓰인 경우 중 ‘데’가 ‘곳, 장소’의 의미로 쓰인 경우 관형절이 관
계절로 분석되고 ‘경우’의 의미로 쓰인 경우 보문절로 분석되므로 분석 대상에 포

 이민영, 「아름다운 성곽 도시를 여행하는 방법」
다중 장르 

산물
(편지)

 김명옥·임종인(2015), 『엄마 미안해』, 해피데이
 김상민(2018), 『아버지에게서 받은 100개의 편지』, 틔움
 오광진(2016),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모모의 편지』, 미래북

지시
(요리법)

 『수퍼레시피』 97호(2016. 12.), 105호(2016. 8.), 106호(2016. 9.)
 『더라이트』 12호(2015. 11.), 22호(2016. 9.), 23호(2016. 10.)
 지은경(2013), 『샌드위치가 필요한 모든 순간 나만의 브런치가 완성

되는 순간』, 레시피팩토리
설명

(백과사전)  21세기 웅진학습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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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표제 명사가 자립 명사인 경우에도 연결 어미 상당 구성을 이루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명사절을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는 
것’96)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람이나 동물, 사물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경우
와 내핵 관계절97)과 결합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끝으로 조사 상당 구성
으로 분석되는 ‘에 대한’이나 ‘을 비롯한’ 등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관형절
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1) 관형절의 분석 범위 결정 절차
      가.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을 인식한다.
      나. 관형사형 어미에 이끌리는 관형절이 조사 상당 구성인지 확인한다.
      다. 관형절에 후행하는 표제 명사가 의존 명사인지 자립 명사인지 확인한다.
      라. 표제 명사가 의존 명사인 경우 연결 어미 상당 구성을 이루면 제외한다.
      마. 표제 명사가 의존 명사인 경우 양태 표현 구성을 이루면 제외한다.
      바. 표제 명사가 자립 명사인 경우에도 연결 어미 상당 구성을 이루면 제외한다.
      사. 명사절을 구성하는 ‘-는 것’은 제외한다. 

(1)의 절차를 통해 문장에서 관형절을 인식해 내면 문장 전체를 이루는 절의 개
수를 세어 텍스트별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전체 절 대비 관형절의 비율을 산출하고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절의 개수를 세기 위하여 각 문장을 심층구조를 바탕으로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었다. 단문은 하나의 절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고 복문의 경
우 포함된 구문을 단위로 삼아 절의 개수를 세었다. 구문 분할은 다음과 같이 처
96) 의존 명사 ‘것’과 결합하는 관형절의 경우 명사절을 구성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것’이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해석되는 경우 보문절로도 볼 수 
있고, ‘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로 해석되는 경우 관계절로도 볼 수 있
다. 관형절 분석의 이와 같은 어려움은 ‘곳, 장소, 일, 것, 경우’ 등으로 해석되는 의존 명
사 ‘데’와 ‘일, 방법, 방도, 기회, 형편’ 등으로 해석되는 의존 명사 ‘바’, ‘방향’을 가리키는 
의존 명사 ‘쪽’ 등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통사적 필요에 의해 보
문절을 요구하는 통사적 보문절이라고 해석되는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97) 의존 명사 ‘것’과 결합하는 관형절에는 명사절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만 다음과 같이 표제 명사가 관계절 안에 위치하여 관계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이 확인되
지 않는 내핵 관계절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보다 상세한 논의는 조수근(20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책이 책상 위에 있던] 것이 사라졌다. (주어의 관계화) (조수근, 2014ㄴ: 351)
     나. [소년이 공을 던진] 것이 멀리 날아갔다. (직접목적어의 관계화) (조수근, 2014ㄴ: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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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2) 가.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자가용은 물론 없었다. (수필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으로 
들어왔다’ 중)

      나. ([버스가 다니지 않았다]S1+[자가용은 물론 없었다]S2)S0
  (3) 가. 나는 학교에서 가까운 수창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수필 ‘나의 아버지’ 중)  
      나. ([수창 국민학교는 학교에서 가깝다]S1+[나는 수창 국민학교에 들어갔다]S2)→

(나는 학교에서 가까운 수창 초등학교에 들어갔다)S0

즉 (2가)는 (2나)와 같이 두 개의 구문으로 구성된 접속문이고 (3가)는 (3나)와 
같이 두 개의 구문으로 구성된 내포문이다. 

② 표제 명사의 통사적 기능과 어휘적 의미 분석

  연구 대상인 관형절을 결정하면 관형절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각 관형
절이 관계절인지 보문절인지 파악하고 관계절의 경우 표제 명사의 관계절 내부에
서의 통사적 기능 및 모문에서의 통사적 기능을 파악하고, 보문절의 경우 김진웅
(2003)의 논의98)를 수용하여 표제 명사를 어휘 의미에 따라 ‘보고, 심리, 감각,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관계절의 경우 표제 명사의 통사적 기능은 관계절 내부에 가정된 통사적 공백의 
문장 성분, 그리고 모문에서 표제 명사가 맡은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분석하
여 한국어의 경우 관계절이 표제 명사의 앞에 위치하므로 관계절 내에서의 통사적 
기능을 앞에 표시하고 모문에서의 통사적 기능을 이어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코딩
하였다. 문장 성분에 따른 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98) 김진웅(2003)은 데이비드슨(Davidson, 1967)의 사건 논항의 개념을 기반으로 국어의 
보문 명사(보문절의 표제 명사)가 보문절의 사건 논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문절의 술어 논리를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고 보문 명사를 어휘 의미 부류에 
따라 유형화하고 말뭉치 분석을 통해 각 유형에 속하는 명사에 이끌리는 보문절의 형태·
통사론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 그리고 텍스트를 생성한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에 따라 더 선호되는 보문 명사의 어휘 의미 부류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이 논의를 수용하여 분석 도구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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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표제 명사의 통사적 기능에 따른 코드 부여

[표 23]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절에 후행하는 표제 명사의 통사적 기능을 분석하
고 코드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가. [서당에 다니던] 내가 긴 머리꼬리를 잘라 버리고 [외숙을 따라 충청도에 갔을 때
에 생긴] 우스운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수필 ‘누에와 천재’ 중)

      나. 우리 집은 [[계성 학교 담장에 붙은] 한옥으로 된] 관사였다. (수필 ‘나의 아버지’ 
중)

(4가)의 ‘서당에 다니던 나’에서 표제 명사 ‘나’는 관계절 내부에서 통사적 공백인 
주격으로 분석되고 모문에서 역시 주격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경우 ‘ss(주격-
주격)’으로 코딩하였다. ‘외숙을 따라 충청도에 갔을 때 생긴 우스운 이야기’에서 
표제 명사 ‘이야기’는 관계절 내에서는 주격, 모문에서는 소유격으로 분석되므로 
‘sg(주격-소유격)’으로 코딩하였다. (4나)의 ‘계성 학교 담장에 붙은 한옥’에서 표
제 명사 ‘한옥’은 관계절 내부에서는 주격, 모문에서는 사격으로 분석되어 ‘sobl(주
격-사격)’으로 코딩하였다. 같은 문장의 ‘계성 학교 담장에 붙은 한옥으로 된 관
사’에서 ‘관사’는 관계절에서는 주격, 모문에서는 보격으로 분석되어 ‘scom(주격-
보격)’으로 코딩하였다.
  이어서 각 관형절의 서술어와 관형사형 어미, 표제 명사를 각각 분석하여 표시
하였다. 보문절의 경우 표제 명사를 어휘 의미에 따라 ‘보고, 심리, 감각, 상황’으
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 어떤 유형의 보문절이 나타나는지 파
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어 관형절의 한 부류인 보문절이 한국어의 유형론
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며(Matsumoto, 1989; 연재훈, 2012; 문숙영, 
2012) 비교적 쉽게 구분이 가능한 관계절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고 양상이 다양

문장 성분 코드 문장 성분 코드
  주격  s(subject)    속격 g(genitive)
  목적격  o(object)    보격 c(complement)
  사격  obl(oblique)    비교격 ocomp(object of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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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는 것에 기인한다.99) 
  보문절을 이끄는 표제 명사는 그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김진웅, 2003: 52-67).

[표 24] 보문절을 이끄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 부류(김진웅, 2003: 52-56)

99) 이에 따라 보문절에 대한 연구는 태도 명사 보문(김영희, 1981), 연계절(김지은, 2002), 
접속 관형절 구성(배진영, 2002), 명사구 보문의 유형 분류(정재은, 2002; 김진웅, 
2003), 관형절의 체계(문숙영, 2012; 박형진, 2016) 등의 논의로 이어졌다. 

유형 어미 표제 명사

보고

‘-다는’, 
‘-는’을 
허용

가능성, 가정, 감회, 개념, 결론, 결정, 계획, 고집, 공상, 관념, 관점, 
구상, 궁리, 기대, 기억, 기우, 꿈, 내용, 노선, 논거, 논리, 논법, 논설, 
논조, 논지, 느낌, 다짐, 단정, 대책, 뜻, 명분, 목적, 목표, 묵계, 바람, 
반응, 발견, 발상, 방안, 복안, 부담, 사상, 생각, 성의, 성질, 신념, 암
시, 양해, 억측, 염려, 예측, 의도, 의미, 의식, 입장, 자랑, 전략, 전망, 
정신, 지식, 직감, 집념, 착각, 체념, 편견, 평가, 확신, 환상, 후회, 논
의, 논평, 말, 말씀, 발언, 변명, 설명, 성명, 야유, 연설, 의견, 이야기, 
주장, 질문, 평가

‘-다는’
만 허용

각서, 감탄, 강변, 강평, 개탄, 거짓말, 견지, 견해, 경고, 고발, 고백, 
고함 소리, 극언, 극찬, 기별, 꾸지람, 나무람, 낙서, 넋두리, 논문, 농
담, 논조, 당부, 대답, 대화, 명제, 목소리, 고, 반대, 반론, 발음, 발
표, 변명, 보도, 보증, 보장, 복음, 부언, 불평, 비난, 비방, 비보, 비유, 
비평, 선전, 설득, 속단, 속언, 승낙, 신문, 시구, 언질, 역설, 연락, 요
청, 우스개, 위로, 위안, 유언비어, 으름장, 응답, 의견, 의논, 인사, 자
랑, 자백, 자위, 자조, 자책, 자축, 잔소리, 장담, 전문, 전보, 점괘, 전
언, 전화, 제보, 제의, 조문, 조사, 조항, 주술, 증언, 지적, 진단, 진술, 
첩보, 청, 촌평, 칭송, 칭찬, 탄식, 토로, 통고, 통지, 평판, 포부, 폭로, 
폭언, 푸념, 핀잔, 핑계, 하소연, 항의, 해명, 허락, 헛소리, 협박, 호소, 
혹평, 확언, 환성, 환청, 환호성, 회답, 회신, 후문, 힐책, (질문, 명령, 
충고, 요구)

심리

‘-다는’
만 허용

각성, 각오, 갈망, 감격, 결의, 결정, 긍지, 기개, 긴장, 뉘우침, 단념, 
동정, 배짱, 배포, 부끄러움, 비애, 설렘, 수치, 실감, 아픔, 애정, 야망, 
연민, 열망, 염원, 오기, 오해, 울분, 의욕, 자성, 의구심, 자각, 자긍심, 
자의식, 좌절감, 죄책감, 지레짐작, 짐작, 작심, 작정, 저돌성, 조바심, 
집념, 책임감, 짜증, 투지, 향수, 회의, 회한

‘-다는’, 
‘-는’만 
허용

감정, 감회, 결심, 고독, 고민, 고집, 고충, 괴로움, 기분, 기쁨, 기색, 
기세, 기우, 내색, 놀라움, 눈치, 두려움, 마음, 바람, 반성, 반항, 보람, 
부담, 부담감, 분위기, 불안감, 성의, 성질, 소외감, 속셈, 슬픔, 심경, 
심리, 심술, 심정, 아쉬움, 안도감, 안타까움, 야심, 양해, 여유, 열등감, 
열성, 열의, 욕구, 욕망, 욕심, 용기, 우려, 위안, 유혹, 의도, 의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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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에 근거하여 각 문장에서 보문절을 이끄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를 ‘보
고, 심리, 감각, 상황’의 네 가지로 유형화한다. 

③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

  관형절과 관련하여 형태, 통사, 의미적 분석을 마치고 나면 끝으로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이들 기능이 작용하는, 지시, 맥락, 텍스트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고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각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코딩하였다.

[표 25]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의 틀
기능 설명 코드

지
시

내포에 따른 지시 주로 표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여 지시 대
상을 구체화함 id(identity)

대상에 따른 지시 표제 명사에 대한 배경 정보나 설명을 제공
하여 명세화함 ad(adjunct)

맥
락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 환기

표제 명사의 주요 속성이나 이미지를 불러일
으킴 pro(properties)

정황의 세부 묘사 사정과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des(description of 
situations)

화자의 태도 반영 표제 명사에 대한 화자의 평가와 판단을 드
러냄 att(attitude)

텍
스 대상의 도입 새로운 지시 대상을 소개하거나 한동안 화제

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지시 대상을 언급 int(introduction)

식, 의심, 의지, 자유, 자존심, 저항, 절망감, 정열, 즐거움, 체념, 초조
감, 충격, 충동, 충성심, 쾌감, 호기심, 희망

‘-을’을 
허용

각오, 결심, 결의, 기분, 기색, 기세, 마음, 심사, 심정, 염려, 욕심, 용
기, 의욕, 의지, 작정

감각 ‘-는’만 
허용

감각, 감촉, 고통, 광경, 굉음, 거동, 검사, 구경, 기척, 노동, 동작, 맛, 
몸부림, 몸짓, 부상, 소리, 소음, 수술, 운동, 움직임, 윤기, 재주, 재간, 
촉감

상황
‘-는’,

‘-은’을 
허용

결과, 경력, 경위, 경험, 고난, 고생, 고역, 곤경, 과정, 모습, 모험, 만
행, 방법, 범죄, 사건, 사례, 사고, 사태, 상태, 상황, 성과, 소동, 솜씨, 
수법, 신세, 실수, 실정, 양상, 유래, 예, 예외, 오류, 이변, 일, 장면, 전
력, 전례, 전통, 참사, 참상, 측면, 태도, 풍경, 행운, 행동, 행위, 행적, 
행태, 활동, 현상, 형국, 형상, 형세, 형식, 형태, 형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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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표 25]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중 ‘화제성, 전경과 배경’은 담화 내의 모
든 지시 대상이 일정 정도의 화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관형절
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모든 표제 명사를 전경으로 모든 관
형절을 배경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하여 [표 25]의 분류에 근거하여 분석을 마치
고 나면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와 바탕화 방향을 분석한다(Givón, 1993, 김
은일 외 역, 2002: 179, 188). 이상의 분석 과정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S 
Excel)에 수행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관형절의 형태, 통사, 의미,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 예

트

함
조응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말하거나 발췌, 요

약하여 받음으로써 텍스트를 결속화함 co(cohesion)
의미적 관련 역행대용적 조응이나 동의·유의·반의·상하의

적 관련 등을 나타내 응집성을 높임
sem(semantic 
cohesion)

체계적 관련
대조나 분류 등에 대한 기준을 통해 표제 명
사의 범위를 한정함, 관형절들 간의 의미 대
립으로 나타남

sys(systemic 
relations)

주제나 교훈 요약 글의 추상적인 주제나 교훈을 드러냄 theme(theme 
summarizing)

화제성, 전경과 
배경

표제 명사를 화제나 전경으로 부각시키는 평
언이나 배경으로 기능함 분석하지 않음

연속적 사태 통합
주절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원인
이 되는 사건을 표제 명사에 관형절로 통합
함

uni(unification of 
successive 
events)

부차적인 사건 
표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관형절에 요약적으로 
나타내 청자나 독자가 인식하도록 함 sub(sub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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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 절차

  본고의 연구 방법은 ‘담화 화용론의 연구에는 통사론과 의미론, 화용론 이 세 가
지 층위의 복잡한 관련성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람브리치트(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21)의 논의와 관형절의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태, 통사, 의미론적인 이해가 필요했
던 연구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이어서 각 장르별로 관형절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 양상

(1) 경험적 서사: 수필 

  경험적 서사의 한 장르로서 분석하기로 선택한 수필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표준)’이자 ‘작가가 인식한 내용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제재 또는 
주제 중심의 유기적인 문학(박양근, 2004: 21)’으로서 보통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
과 견해를 다루며 서정과 서사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수필 중 개인의 경
험적 서사가 주를 이룬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5편을 분석하였다. 
  
  (5) 가. 박동규, 「나의 아버지」 



- 123 -

      나. 성석제,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다. 양귀자,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라. 유달영, 「누에와 천재」 
      마. 이금희, 「촌스러운 아나운서」100)

  먼저 각 텍스트의 관형절 사용 비율은 텍스트 내 전체 절 수 대비 관형절의 수
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텍스트 전반에 대한 관형절의 분포율로 이해할 수 있
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26]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

※ 비율: 백분율(%)

[표 26]과 같이 경험적 서사 텍스트로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수필 5편에는 전체 
절 대비 관형절의 비율이 적게는 9.3%, 많게는 26.1%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
로운 점은 각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 중 관계절과 보문절의 분포가 ‘아버지’101)
를 제외하면 대략 2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어서 관계절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여 빈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구조의 순으로 
각 텍스트별로 그 개수 및 관계절 전체 대비 비율과 함께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0) (5가~마)는 이후 각각 ‘아버지’, ‘자전거’, ‘예술가’, ‘누에’, ‘아나운서’로 표시한다.
101) ‘아버지’에서 관계절과 보문절의 비율은 약 10대 1로 산출되어 관계절이 월등히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 125쪽의 [표 28]과 같이 각 텍스트에 나타난 보문절을 이
끄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적 성격은 분석되지만 논증적 장르에서 본고 132쪽의 [표 
35]와 같이 ‘보고’나 ‘상황’의 의미를 가진 표제 명사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 그에 반해 경
험적 서사 장르에서는 ‘심리’나 ‘감각’의 의미를 가진 표제 명사도 종종 보인다는 점을 제
외하고는 개별적인 텍스트에 나타나는 차이는 장르적 특징에 따른다기보다는 화자 개인의 
문체적 특징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자전거 예술가 누에 아나운서
문장 수 69 37 66 75 31
전체 절 수 247 119 193 246 92
관계절 수(비율) 21 (8.5) 21 (17.6) 38 (19.7) 26 (10.6) 10 (10.9)
보문절 수(비율) 2 (0.8) 10 (8.4) 13 (6.2) 13 (5.3) 5 (5.4)
관형절 수(비율) 23 (9.3) 31 (26.1) 50 (25.9) 39 (15.9) 1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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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관계절의 통사 구조

 
[표 27]과 같이 수필 텍스트에서 관계절의 통사 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많
게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12가지 유형으로, 적게는 7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관계절의 통사 구조는 표제 명사가 관계절 내에서 주격인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인 수필 텍스트 전체에 나
타난 관계절 중 표제 명사가 관계절 내에서 어떤 통사적 기능을 갖는지를 분석하
자 주격(61.1%) > 목적격(23.9%) > 사격(15.0%)의 순으로 나타나 주격이 가장 
자주 관계화되고 이어서 목적격과 사격의 관계화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콤리(Comrie, 1977)의 명사구 접근성 위계 가설102)을 한국어에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사용된 보문절의 표제 명사는 어휘 의미론적 차원에
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었다.

102) 5-7쪽의 각주 6) 참고.

아버지 자전거 예술가 누에 아나운서
통사
구조

빈도
(비율)

통사
구조

빈도
(비율)

통사
구조

빈도
(비율)

통사
구조

빈도
(비율)

통사
구조

빈도
(비율)

ss 5(22.7) sc 5(23.8) os 9(23.7) so 6(23.1) ss 3(30.0)
sobl 4(18.2) so 4(19.0) ss 7(18.4) ss 6(23.1) oc 2(20.0)
sc 3(13.6) ss 3(14.3) so 4(10.5) sg 3(11.5) so 1(10.0)
sg 3(13.6) obls 3(14.3) sc 4(10.5) oblo 2( 7.7) sc 1(10.0)
os 2( 9.1) oblobl 2( 9.5) sobl 3( 7.9) sc 1( 3.8) og 1(10.0)
oblobl 2( 9.1) os 1( 4.8) oobl 3( 7.9) sobl 1( 3.8) oblc 1(10.0)
obls 1( 4.5) oo 1( 4.8) og 2( 5.3) oo 1( 3.8) oblobl 1(10.0)
oblo 1( 4.5) oc 1( 4.8) oc 2( 5.3) og 1( 3.8)
oblc 1( 4.5) soco

mp 1( 4.8) sg 1( 2.6) ooco
mp 1( 3.8)

obls 1( 2.6) obls 1( 3.8)
oblo 1( 2.6) oblg 1( 3.8)
oblg 1( 2.6) oblobl 1( 3.8)

합계 22(100) 합계 21(100) 합계 38(100) 합계 26(100) 합계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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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서 보문절을 요구하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서는 전반적으로 ‘보고’와 ‘상황’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표제 
명사로 비교적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어서 ‘심리’와 ‘감각’의 의미를 가진 
표제 명사가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경험적 서사로서의 수필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관형절, 즉 관계절과 보문
절을 포괄하여, 담화 화용적 기능을 지시 차원, 맥락 차원, 텍스트 차원에 따라 각
각 전체 관형절 수 대비 해당 기능을 보이는 관형절의 수로 백분율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9]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지시 기능

[표 29]를 보면 ‘아나운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험적 서사에서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이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보다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
험적 서사에서 다루는 대상이 주로 추상적이거나 총칭적인 대상이기보다는 경험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구체적인 대상이고 그에 대하여 화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그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6) 가. [시인이셨던] 아버지 (‘아버지’ 중)
      나.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여동생 (‘아버지’ 중)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 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 

(‘예술가’ 중)

아버지 자전거 예술가 누에 아나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내포 4 17.4 13 41.9 22 44.0 18 46.2 10 66.7
대상 19 82.6 18 58.1 28 56.0 21 53.8 5 33.3

아버지 자전거 예술가 누에 아나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고 1 50.0 4 44.4 2 16.7 5 41.7 1 20.0
심리 1 50.0 1 11.1 3 25.0 2 16.7 2 40.0
감각 3 33.3 1 20.0
상황 1 11.1 7 58.3 5 41.7 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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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뽕을 주던] 외숙모 (‘누에’ 중)

즉 (6가~라)는 모두 구체적인 대상을 청자가 알고 있으며 관형절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내포에 따른 지시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7) 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용 자전거의 삼각 프레임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곡예를 연상케 하는] 자세로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 
중)

      나. 나는 [삽시간에 어른이 된] 기분으로 읍내로 가는 길을 내달렸다. (‘자전거’ 중)
      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짓을 하기 시작했다. (‘아나운서’ 중)

(7가~다)의 관형절은 모두 보문절로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사용한 경우가 자주 보인다. 이어서 맥락적 의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30]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먼저 맥락적 의미 기능의 분석은 Ⅱ장 3절 2항(84-93쪽)에서도 밝힌 바 있지
만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와 정황의 세부, 화자의 태도가 화자의 의도나 청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은 오로지 연구자의 직관에 따른 
것으로 화자의 의도나 다른 청자의 해석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다만 동일
한 연구자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표 30]과 같은 통
계화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표 30]을 보면 ‘예술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관형절로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는 기능이 비교적 우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경험적 서사

아버지 자전거 예술가 누에 아나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속성 9 39.1 12 38.7 31 62.0 17 43.6 7 46.7
정황 12 52.2 16 51.6 16 32.0 20 51.3 7 46.7
태도 2 8.7 3 9.7 3 6.0 2 5.1 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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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화자가 화제로 다루고 있는 대상과 관련된 정황에 대한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
서 그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8) 가. 우리 집은 [[계성 학교 담장에 붙은] 한옥으로 된] 관사였다. 나는 [학교에서 가
까운] 수창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다 [삼덕동에 있는] 일본식 집으로 옮겼다. 
(‘아버지’ 중)

      나. [[서당에 다니던] 내가 긴 머리꼬리를 잘라 버리고 외숙을 따라 충청도에 갔을 때
에 생긴] 우스운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누에’ 중)

      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먹어 본] 김밥은 그이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
고도 남을 만큼 환상적이었다. (‘예술가’ 중)

(8가)의 관형절을 통해 우리는 화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공간적 배경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8나)의 관형절에서는 이 서사의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 (8가)
와 (8나)는 모두 담화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문장으로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시
간이나 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자에게 화자의 기억과 관련
된 정황을 활성화한다. (8다)는 모문의 사건에 선행하는, 혹은 모문의 명제에 대
하여 원인이 되는 사건적 배경을 제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관형절의 정황의 세
부 묘사 기능을 통해 우리는 담화의 시간, 공간, 그리고 사건적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
  ‘예술가’의 경우, 대상에 대한 속성과 이미지 환기 기능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필에서 화자가 알고 있는 예술가 두 사람을 소개하며 그들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형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로 다음과 같은 예문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9) 가.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나. 그는 [이제 막 오십 고개를 넘은] 남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 놓고 

있는] 빵떡모자와 [아직은 듬직한] 몸체,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의 그이는 일 년 
열두 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두 차례씩 내가 사는 연립 주택의 마당에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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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는 (9가)의 관형절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에서 ‘그이’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고 (9나)의 ‘이제 막 오십 고개를 넘은’,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 놓고 
있는 빵떡모자’, ‘아직은 듬직한 몸체’, ‘늘 웃는 얼굴’에서 ‘그 남자’의 이미지를 쉽
게 연상할 수 있다.
  이어서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텍스트 구성적 기능에서는 조응과 의미적 응집, 대상의 
도입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형절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시라고 보
았을 때 일반적으로 지시 대상이 상황 맥락에 있으면 지시, 텍스트상의 선행하는 
내용을 가리키면 조응으로 정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끝으로 경험적 서사에 나타난 관형절의 심적 구조와 바탕화 방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심적 구조

아버지 자전거 예술가 누에 아나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입 5 21.7 10 32.3 5 10.0 4 10.3 2 13.3
조응 10 43.5 5 16.1 12 24.0 25 64.1 2 13.3
응집 6 26.1 16 51.6 33 66.0 9 23.1 9 60.0
체계 1 2.6
주제 1 4.3 3 6.0 7 17.9
연속 6 26.1 1 2.0 3 7.7 2 13.3
부차 3 9.7 4 10.3 3 20.0

아버지 자전거 예술가 누에 아나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황 2 5.1
삽화 20 87.0 27 87.1 48 96.0 33 84.6 9 60
총칭 3 13.0 4 12.9 2 4.0 4 10.3 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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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험적 서사에 사용된 관형절의 심적 구조는 대부
분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일부 총칭적 지식에 바탕
화한 관형절과 ‘누에’에서 유일하게 현재 상황에 바탕화한 관형절을 볼 수 있다. 
이는 경험적 서사가 화자의 기억 속에 저장된 경험을 반추하며 구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종종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문장에서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문장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 가. 그래서 어리석게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짓을 하기 시작했다. (‘아나운서’ 중)
       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산도 없이 비 오는 거리에서 비를 그대로 맞고 서 있는 

듯한] 처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곁에 없기 때문임을 깨닫곤 한다. 
(‘아버지’ 중)

       다. 나는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끼처럼 나도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자전거
와 한 몸이 되어 달려 내려갔다. (‘자전거’ 중)

즉, (10가~다)의 관형절은 모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총칭적인 지식에 
기대어 화자의 감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탕화 방향은 다음
과 같이 분석된다.

[표 33]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바탕화 방향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적 서사에서 관형절은 지시 대상을 도입할 때 
역행대용적으로 바탕화하고 선행 문맥에 있는 내용을 지시할 때 조응적으로 바탕
화한다. 총칭적 바탕화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경험적 서사에서 화제가 
되는 대상은 대개 구체적이어서 총칭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만 
「나의 아버지」에서는 화자가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형성된 
유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총칭적으로 다음과 같이 관형절에 나타난다.

아버지 자전거 예술가 누에 아나운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역행
대용 5 20.8 11 35.5 6 12.0 4 10.3 4 26.7
조응 16 66.7 20 64.5 44 88.0 35 89.7 11 73.3
총칭 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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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 내 어린 날 겪었던 이 일이 평생 [아버지와 나를 [끊을 수 없는] 정으로 연결하
는] 고리가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 중)

       나.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뜨거운 인간다움
의 발견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아버지’ 중)

즉 (11가)의 ‘끊을 수 없는 정’과 ‘아버지와 나를 연결하는 고리’, (1나)의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뜨거운 인간다움’ 그리고 ‘그 인간다움의 발견에서 얻어진 것
들’은 화자가 해당 텍스트에서 주요하고 다루는 총칭성을 띤 화제로서 텍스트 전
반에 총칭적으로 바탕화한다. 

(2) 주장과 견해: 논설 기사 

  개인적인 주장과 견해를 담은 장르로서 선택한 논설 기사는 사회적 사건이나 쟁
점에 대하여 논설위원이 의견이나 주장을 펴는 글이다.103) 논설 기사는 일반적으
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따르는데 서론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현상 등
을 인용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주제에 맞게 논증을 구
성하고 검증한다. 이를 위해 통계 자료, 예시, 역사적 사실 등을 논리적 근거로 제
시하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요약하고 정리하거나 강조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실천 
과제 등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강경민(2018)에서 분석한 논설 기사 중 신문사별
로 한 편씩을 선택하여 다음의 5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12) 가. ‘국민연금 개편, 미래세대 부담과 노후 보장 측면 조정해야’ (경향, 2018. 8. 10.)
       나. ‘출석번호 1번’ (동아, 2018. 8. 11.)
       다. ‘적폐 청산 서슬에 ‘콘텐츠 정책’ 실종됐다’ (조선, 2018. 8. 11.)
       라. ‘죽음 앞에서 분열되는 마음들’ (중앙, 2018. 8. 1.)

103) 논증적 담화의 목표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태도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다
른 사람들, 사물,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로 정의된다. 이러한 일반
적인 평가는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믿어진다. 즉 논증적 담화의 화자들은 청
자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행위를 바꾸기를 바란다(Renkema, 1993, 이원표 역, 199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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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광화문 시대를 연다?’ (한겨레, 2018. 8. 10.)

  먼저 각 텍스트에서 관형절은 다음과 같은 분포로 나타났다. 표에서 각 논설 기
사의 제목을 (12가)는 ‘국민연금’, (12나)는 ‘출석번호’, (12다)는 ‘콘텐츠’, (12라)
는 ‘마음들’, (12마)는 ‘광화문’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본문에서 특정 논설 기사를 
지칭하거나 예문에서 출처를 밝힐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표 34] 주장과 견해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

※ 비율: 백분율(%)

[표 34]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수필에 비하여 관형절이 많이 사용되었
다는 것이다. 수필이나 논설 기사의 장르 전체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본
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만을 본다면 수필에서는 관형절의 비율이 낮게
는 9.3%에서 높게는 26.1%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논설 기사에서는 그 비율이 
25.7%에서 31.0%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논설 기사에서 
지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
다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청자의 이해를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작용하는 것이
다.104) 또한 보문절의 사용률이 비교적 높아 (12다)의 ‘콘텐츠’에서 보문절이 매
우 적게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약 1대 1의 분포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필에서 관계절과 보문절의 사용률이 대략 2대 1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
면 매우 큰 차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는 장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경험적 서사와 달리 개인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글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대상
으로 하고 그에 대한 보충적 설명으로 보문절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보문절을 이끄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를 분석하

104) 이와 같은 화자의 의도는 설명적 장르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한다.

국민연금 출석번호 콘텐츠 마음들 광화문
문장 수 24 21 39 38 33
전체 절 수 74 71 93 126 104
관계절 수(비율) 8 (10.8) 11 (15.5) 24 (25.8) 17 (13.5) 18 (17.3)
보문절 수(비율) 11 (14.9) 11 (15.5) 3 (3.2) 19 (15.1) 15 (14.4)
관형절 수(비율) 19 (25.7) 22 (31.0) 27 (29.0) 36 (28.6) 33 (31.7)



- 132 -

면서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주장과 견해를 나타내는 텍스트에서도 관계절의 통사 구조는 주격에 대하
여 관계화한 관형절(75.3%)이 가장 많이 보였고, 이어서 목적격의 관계화
(13.0%), 사격에 대한 관계화(11.7%)가 나타나 명사구 접근성 위계 가설이 유효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문절을 이끄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를 분석하자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었다.

[표 35] 주장과 견해 텍스트에서 보문절을 요구하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

[표 3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감각’의 의미를 지닌 표제 명사는 전무하고 대부
분 ‘상황’과 ‘보고’의 의미를 갖는 표제 명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논설 
기사가 현재 상황과 관련된 사회적 사건이나 쟁점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라는 점과 
연관된다. 다만 보문절은 관계절에 비하여 그 빈도가 높지 않고 본고 123쪽 각주 
1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르보다는 화자 개인의 문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것으
로 분석하는 편이 타당하여 [표 28]이나 [표 35]와 같이 분포 조사를 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이어지는 다음 장르에서부터는 보문절을 이끄는 표제 명
사의 어휘 의미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이어서 논설 기사에 사용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분석 결과를 지시 차
원의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표 36] 주장과 견해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지시 기능

국민연금 출석번호 콘텐츠 마음들 광화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고 3 27.3 4 36.4 10 52.6 5 33.3
심리 1 9.1 2 10.5 1 6.7
감각
상황 8 72.7 6 54.5 3 100 7 36.8 9 60.0

국민연금 출석번호 콘텐츠 마음들 광화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내포 14 73.7 15 68.2 11 40.7 33 91.7 22 66.7
대상 5 26.3 7 31.8 16 59.3 3 8.3 1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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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논설 기사에 나타난 관형절의 지시 기능은 ‘콘텐
츠’를 제외하고는 내포에 따른 지시가 대상에 따른 지시보다 자주 관찰되었다. 이
는 대부분의 논설 기사에서 총칭적인 개념이나 문제적 상황,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보문절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수필에서 대상에 따른 지시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과 대비를 이룬
다. 다만 ‘콘텐츠’는 다음의 예와 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산업을 거
론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대상에 따른 지시가 우세하게 나타
났다.

  (13) 가.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류 스타들이 전 세계 팬덤을 형성하고 우리 드라마며 예
능 프로그램이 [글로벌 TV인]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콘텐츠’ 중)

       나. 그 대표 사례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총 7176억 원으로 추진되다 전격 
폐기된] 문화 창조 융합 벨트 사업이다. (‘콘텐츠’ 중)

  이어서 맥락적 의미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
일한 관형절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
는 기능은 복수로 표시하였다.

[표 37] 주장과 견해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논설 기사에 나타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에서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는 기능
이 두드러지는 것은 앞의 지시 차원의 기능에서 범주에 따른 지시가 우세하게 나
타나는 것과 연관된다. 즉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시 대상의 범주를 제
한하는 것이다.105) 다만 ‘콘텐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논설 기사와 비교하여 
105) 다만 내포에 따른 지시는 표제 명사의 범주를 속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제한하는 

국민연금 출석번호 콘텐츠 마음들 광화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속성 13 68.4 11 50.0 13 48.1 26 72.2 23 69.7
정황 5 26.3 10 45.5 7 25.9 6 16.7 6 18.2
태도 1 5.3 1 4.5 8 29.6 5 13.9 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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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형절에 화자의 태도가 자주 드러난다. 다음의 예를 보
자.

  (14) 가. 하지만 정부는 [종종 사업자들 발목을 잡는] 존재였다. (‘콘텐츠’ 중)
       나. 2000년대 이후 ‘차세대’, ‘융·복합’, ‘스마트’ 등 [이름만 그럴싸한] 주먹구구식 콘

텐츠 지원 사업이 이어지며 예산 낭비, 사업 표류 및 중단 사태가 반복되었다. 
(‘콘텐츠’ 중)

즉 (14가)의 ‘종종 사업자들 발목을 잡는’이나 (14나)의 ‘이름만 그럴싸한’에서 우
리는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설 기사에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
도록 하자. 먼저 통계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38] 주장과 견해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마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의미적 관련성에 의한 응집성이다. 이는 비교적 짧은 텍스트 안에서 화제와 관련
된 대상을 두루 검토하며 화자의 견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논설 기사의 장
르적 특징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의 경우 텍스트 구성적 기능
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의미적 관련성에 의한 응집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보였는

방법이 보다 일반적으로 관찰되지만 다음의 예와 같이 정황(‘집이 없는’)이나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내가 좋아하는’)를 한정함으로써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가. [집이 없는] 고양이는 불쌍하다.
      나. [내가 좋아하는] 꽃은 개나리다.

국민연금 출석번호 콘텐츠 마음들 광화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입 3 15.8 3 13.6 4 14.8 4 11.1 6 18.2
조응 6 31.6 4 18.2 1 3.7 23 63.9 10 30.3
응집 8 42.1 6 27.3 19 70.4 6 16.7 12 36.4
체계 2 10.5 4 18.2 4 14.8 9 25.0 5 15.2
주제 4 21.1 1 4.5 1 3.7 1 2.8
연속 4 18.2
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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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즉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 비판이라는 화제 아래 그와 관련된 다양한 예들을 
모두 거론하여 그에 따라 의미적 응집성이 더욱 많이 관찰된다. 그에 반해 ‘마음
들’에서는 한 정치인의 자살과 그에 따른 반응과 관련된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
어 조응 기능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죽음에 대한 반응을 대비시켜 
체계적 관련 기능도 많이 보인다.
  이어서 논설 기사의 관형절은 어떤 심적 구조를 보이는지 분석하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39] 주장과 견해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심적 구조

[표 39]에서 보이는 것처럼 논설 기사의 관형절은 대부분 (1가)와 같이 그 심적 
구조가 현재의 언어 상황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쟁
점을 다루는 논설 기사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15) 가. [정부가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수
령액을 뜻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민연금’ 중)

       나. [서로가 가진] 도덕성의 수준이 아니라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들’ 중)

       다.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항쟁의 산실이자 붉은 악마의 월드컵 군무가 펼쳐졌
던] ‘광장 없는 광장’이 비로소 광장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2009년 여름이었다. 
(‘광화문’ 중)

또한 현안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나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경
우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보문절이 쓰였다(15나). 그리고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
한 지시 대상은 다루고 있는 화제와 관련된 과거의 양상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주로 관찰되었다(15다). 한편 관형절의 바탕화 방향은 수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국민연금 출석번호 콘텐츠 마음들 광화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황 8 42.1 13 59.1 23 85.2 12 33.3 13 40.6
삽화 1 5.3 5 22.7 4 14.8 9 28.1
총칭 10 52.6 4 18.2 24 66.7 1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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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적 바탕화가 가장 많았고 대상의 도입에 따른 역행대용적 바탕화가 많았다. 총
칭적 바탕화는 수필에서보다는 많이 보였는데 이는 논설 기사에서는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상식에 기대어 호소하는 내용이 주요한 화제로 기능하기 때
문이다.

(3) 설명적 묘사: 백과사전 정의 

  정의는 묘사하기가 주를 이루는 장르의 산물이다(Ⅲ장 1절 1항 1목 [표 22] 참
고). 본고에서는 묘사가 주를 이루는 텍스트에서 관형절의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백과사전106)에서 ‘개, 고양이, 나비, 사과나무, 우주, 원자, 
운동, 칼륨’을 찾아 그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익숙하고 일상적으로 알고 있
는 것들(개, 고양이, 나비, 사과나무)과 비교적 낯설고 전문적인 개념(우주, 원자, 
운동, 칼륨)으로 나누어 선택한 것이다.

[표 40] 정의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

※ 비율: 백분율(%)

[표 4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주, 원자, 운동, 칼륨 등의 낯선 대상에 대한 정
의 텍스트에서 관형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관형절의 기능 중 맥락적 의
미 기능에서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시 대상의 속성을 상세히 설명
하거나 지시 대상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화자가 의도한 결과인 

106) 웅진씽크빅에서 출판한 <21세기 웅진학습백과사전> 2011년판.

익숙한 대상 낯선 대상
개 고양이 나비 사과나무 우주 원자 운동 칼륨

문장 수 27 22 32 24 36 24 33 26
전체 절 수 71 55 76 61 86 51 86 67
관계절 수

(비율)
14 6 8 14 21 18 17 15

(19.7) (10.9) (10.5) (23.0) (24.4) (35.3) (19.8) (22.4)
보문절 수

(비율)
2 0 0 0 5 0 5 2

(2.8) (0.0) (0.0) (0.0) (5.8) (0.0) (5.8) (3.0)
관형절 수

(비율)
16 6 8 14 26 18 22 17

(22.5) (10.9) (10.5) (23.0) (30.2) (35.3) (25.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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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된다. 람브리치트(Lambrecht, 1994, 고석주 외 역, 2000: 9)를 빌려 
설명하면 화자의 가정과 문장의 형식적 구조 사이의 이러한 관련성은 정보 구조라
고 하는 문법의 구성 요소에서 문장 문법의 규칙과 관습에 지배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언어의 정보-구조 부분에서는 사태의 개념적 표상인 명제가 그 사태가 전달
되는 발화 맥락에 따라 화용적 구조화를 겪게 되는데 이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
제는 형태 통사적 구조와 운율적 구조를 가진 형식적 대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즉 관형절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모를 것이라고 
가정하며 보다 해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형절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원자’에 대한 설명적 정의에서는 다음
과 같은 관형절을 볼 수 있다.

  (16) 가. 원소는 한 가지 원자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화합물은 [[[원자가 두 가지 이상 연
결된] 분자라는] 단위로 이루어진] 좀 더 복잡한 물질이다. (‘원자’ 중)

       나. 예를 들면, [화합물인] 물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한] 분
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중)

(16가)에서는 ‘원소’가 어떤 물질인지 설명하기 위하여 총 세 개의 관형절이 사용
되었고, (16나)는 ‘물’을 예로 하여 ‘화합물’과 ‘원자’, ‘분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
는데 역시 관형절을 사용하였다.
  관계절의 통사 구조는 장르와 관계없이 명사구 접근성 위계 가설이 유효함을 확
인할 수 있어 문장 차원의 통사적 특징에 한할 뿐 장르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반면 보문절에 후행하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는 텍스트의 장르나 내
용 전반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개념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와 설
명이 주를 이루는 정의 텍스트에서는 보문절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우주’와 ‘운동’에서는 보문절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17) 가. [퀘이사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우주’ 중)
       나.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은 [‘우주의 모든 지점이 다른 지점으로부터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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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이다. (‘우주’ 중)
       다. [공간에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 (‘운동’ 중)
       라. 속도는 [어떤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낸] 개념이다. (‘운동’ 중)

(17가~라)에서 표제 명사 ‘증거, 말, 뜻, 개념’은 ‘보고’의 의미로, ‘현상’은 ‘상황’
의 의미로 분류된다. 전반적으로는 다른 장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보고’와 ‘상
황’의 의미를 지닌 개념어들이 표제 명사로 사용되었으나 보문절의 사용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어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지시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41] 정의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지시 기능

관형절의 지시 기능에서는 장르에 따른 경향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대
상에 따른 지시는 (1가)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대상과 관련된 정보나 (1나)와 같
이 그 하위 부류를 대상으로 하여 설명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주로 나타난다. 

  (18) 가. [나트륨과 결합해 합금을 만드는] 칼륨은 주로 [특별한 화학 반응을 거쳐 용융
된] 염화칼륨에서 얻는다. (‘칼륨’ 중)

       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범죄자를 쫓거나,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아내는] 
경찰견이나 수색견으로도 이용된다. (‘개’ 중)

       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주’ 중)
       라. [전 세계에서 과수로 널리 재배하는] 낙엽교목. (‘사과’ 중)

반면 (18다, 라)는 내포에 따른 지시로서 표제 명사 ‘모든 것’과 ‘낙엽교목’의 범주
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시 기능을 수행한다.
  정의 텍스트에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개 고양이 나비 사과나무 우주 원자 운동 칼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내포 11 68.8 3 50.0 3 37.5 5 35.7 14 53.8 9 50.0 21 95.5 11 35.3
대상 5 31.3 3 50.0 5 62.5 9 64.3 12 46.2 9 50.0 1 4.5 6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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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정의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표 42]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정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관형절의 맥락적 의
미 기능은 대개 대상의 주요 속성에 관한 것이거나 대상을 둘러싼 정황에 관한 것
이다. 정의하는 개념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나 설명이 주를 이루어 대상에 대한 화
자의 태도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유일하게 ‘고양이’에서 ‘반면 많은 사람
들은 고양이를 [재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며, 매우 두려워한다.’에서 인용된 화자 
‘많은 사람들’의 고양이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다.
  한편 정의 텍스트에 사용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
다.

[표 43] 정의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정의는 정의하는 대상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병렬적으로 나열된 비교적 단일하고 
균질적인 텍스트이다. 따라서 경험적 서사나 주장 등의 글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나 논의의 전개에 따른 연속적 사태 통합이나 부차적 사건 통합, 주제나 교훈의 
요약 등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하는 대상을 텍스트의 화제로 볼 수는 있
으나 전반적으로 평이한 전개에 의해 화제성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개 고양이 나비 사과나무 우주 원자 운동 칼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속성 8 50.0 2 33.3 7 87.5 5 35.7 9 34.6 12 66.7 8 36.4 11 64.7
정황 8 50.0 3 50.0 1 12.5 9 64.3 17 65.4 6 33.3 14 63.6 6 35.3
태도 1 16.7

개 고양이 나비 사과나무 우주 원자 운동 칼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입 1 6.3 1 16.7 1 12.5 1 7.1 3 11.5 1 5.6 4 18.2 1 5.9
조응 1 6.3 2 33.3 2 25.0 9 34.6 3 16.7 9 40.9 3 17.6
응집 14 87.5 3 50.0 5 62.5 13 92.9 14 53.8 14 77.8 9 40.9 13 76.5
체계 5 31.3 1 16.7 6 42.9 1 3.8 6 27.3 7 41.2
주제
연속
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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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정의 텍스트의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와 바탕화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정의 텍스트의 관형절은 각 텍스트에서 모두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전의 특성상 독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총칭적 지식에 기대어 
설명을 이어가는 형식이어서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바탕화 방향은 대체
로 정의하는 대상을 첫 문장에 도입하여 역행대용적으로 바탕화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조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지시문: 요리법 

  요리법은 주로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장르적 산물이다. 본고에서는 지시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월간 요리잡지 6
권과 요리책 1권에서 각각 요리법을 하나씩 선택하여 ‘김치갈비찜(이하 갈비찜)’, 
‘쇠고기 토마토 리조토(이하 리조토)’, ‘현미팥죽(이하 팥죽)’, ‘버섯 쇠고기 장조림
(이하 장조림)’, ‘맑은 육개장(이하 육개장)’, ‘뿌리채소 사태찜(이하 사태찜)’, ‘바
비큐 치킨 샌드위치(이하 샌드위치)’로, 총 7개의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요리법에
서는 확실히 시간의 전후 관계와 재료의 크기나 조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보인다. 따라서 다음의 (19가, 나)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구성 중 
연결 어미 상당 구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19) 가. 볼에 멥쌀, [잠길] 만큼의 물을 담아 30분간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리조토’ 중)

       나. [한 김 식힌]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 (6)의 밥에 올린다. (‘리조토’ 중)

(19가)에서는 ‘-을 만큼’, ‘-은 후’, (19나)에서는 ‘-은 후’, ‘-은 다음’과 같은 
연결 어미 상당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리법에서는 (20가)의 ‘메 면 1줌(50g) 삶은 것’, (20나)의 ‘통후추 간 
것’과 같은 내핵 관계절107)의 사용이 종종 관찰되는데 청자가 화자의 지시를 보다 
107) 내핵 관계절은 표제 명사가 관계절 내부에서 공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방책으로서 본문의 예를 보면 ‘메 면 삶은 것’이나 ‘통후추 간 것’을 ‘삶은 메
면’이나 ‘간 통후추’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화 방책은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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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잡한 문장보다는 관계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이 없
어 추측할 필요가 없고 한국어의 일반적인 어순을 따르고 있으며 구어적이므로 직
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20) 가. 그릇에 [메 면 1줌(50g) 삶은] 것, 버섯 쇠고기장조림 건더기 1/4컵, 국물 4큰
술, 양조간장 1/2 작은술, 채 썬 파프리카 1/4개, 어린잎 채소 2줌을 넣어 비벼 
먹는다. (‘장조림’ 중)

       나. 불을 끄고 [통후추 간] 것을 넣어 섞는다. (‘리조토’ 중)

먼저 텍스트에 사용된 관형절의 비율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른 장르의 텍스
트와 비교하여 관형절의 사용률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지시문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

그런데 요리법에서는 관계절의 통사 구조가 목적격에 대한 관계화가 가장 많이 관
찰되고(60.7%) 이어서 사격에 대한 관계화(21.4%), 주격에 대한 관계화(17.9%)
의 순으로 관찰되어 명사구 접근성 위계 가설과는 다른 관계화의 양상을 보였
다.108)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볼 수 있다.

어순의 동사가 문미로 가는 언어와 관계절이 명사에 선행하는 언어, 그리고 의문사가 문
두로 이동하지 않고 제 자리에 있는 언어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어 한국어의 유
형론적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어에서도 유사한 구성을 볼 수 있다(문숙영, 2012; 최
준수, 2012; 김용하, 2013; 박기성, 2014; 조수근, 2014; 조수근, 2016). 언어 습득의 차
원에서는 한국인의 관계절 습득에서 관계절을 사용하기 전에 내핵 관계절을 먼저 사용한
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Sorin Huh, 2015 재인용). 

108) 물론 명사구 접근성 위계 가설은 하나의 언어 사용 전체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다. 다만 지시 텍스트에서 이러한 관계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

갈비찜 리조토 팥죽 장조림 육개장 사태찜 샌드위치
문장 수 16 18 21 16 11 13 19
전체 절 수 45 50 55 37 36 37 48
관계절 수

(비율)
3 7 4 5 4 1 5

(6.7) (14.0) (7.3) (13.5) (11.1) (2.7) (10.4)
보문절 수

(비율)
0 1 0 0 0 0 0

(0.0) (2.0) (0.0) (0.0) (0.0) (0.0) (0.0)
관형절 수

(비율)
3 8 4 5 4 1 5

(6.7) (16.0) (7.3) (13.5) (11.1) (2.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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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가. [달군] 팬에 올리브유 2큰술, 쌀을 넣고 센 불에서 1분간 볶는다. (‘리조토’ 중)
       나. [구운] 곡물 식빵(또는 곡물빵) 1장에 치커리 20g, 볶은 양배추 2장(60g), 버섯 

쇠고기 장조림 건더기 1/4컵을 올려 먹는다. (‘장조림’ 중)
       다. [돼지갈비 데칠] 물(10컵)을 끓인다. (‘갈비찜’ 중)
       라. [완성된] 국물의 양은 2컵(400ml)이며 부족할 경우 물을 더한다. (‘육개장’ 중)

(21가, 나)의 관계절에는 모두 재료나 조리 도구 등을 대상역(theme)109)으로 하
는 지시 사항이 통합되어 목적격에 대한 관계화가 이루어졌다. 요리법의 주요 내
용이 재료와 조리 도구에 대한 지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계절의 통사 구
조에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성은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1다)에서는 사격 
관계화이며 (21라)는 주격 관계화이다.
  보문절은 단 한 차례 관찰되었는데 요리법이 추상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구체
적인 사물을 순차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관형
절이 적게 나타나고 특히 보문절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보문절은 ‘[썰었을 때 옅은 붉은 색으로 절반 정도 익은] 상태’이며 어휘 
의미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요리법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 먼저 지시 차원의 기능이다.

[표 45] 지시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지시 기능

요리법에 나타난 관형절은 모두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을 보인다. 이는 생각하기
에 따라 화자에게는 대상에 따른 지시로 해석되고 청자에게는 내포에 따른 지시로 

109) 대상역은 의미역의 하나로 행위나 과정의 영향을 받지만 그 과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논항이다. 즉 위치, 조건, 상태가 바뀌거나 주어진 상태나 위치에 있는 참여자들을 나타내
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홍재성 외, 2002: 238-243)이다.

갈비찜 리조토 팥죽 장조림 육개장 사태찜 샌드위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내포 3 100 8 100 6 100 6 100 4 100 1 100 5 100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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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즉 화자에게는 요리하는 상황에서 이미 준비해 놓은 식재료들과 조리 
도구들(즉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므로 대상에 따른 지시로 볼 수 있는 반면, 청자에게는 요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지시하므로 내포에 따른 지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22) 가. 체에 걸러 팥과 [삶은] 물은 따로 둔다. (‘팥죽’ 중)
       나.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닭안심을 올린 후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중약 불

에서 뒤집어가며 3분간 노릇하게 굽는다. (‘샌드위치’ 중)

(22가)의 ‘팥 [삶은] 물’이나 (22나)의 ‘[달군] 팬’은 요리하는 상황을 상정하면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므로 대상에 따른 지시가 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요리 과정
을 상상하며 읽는다고 보면 ‘물’이나 ‘팬’이라는 대상의 범주를 ‘팥 삶은 물’과 ‘달
군 팬’으로 제한하는, 내포에 따른 지시가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독자
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이들을 모두 내포에 따른 지시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요리법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특이성은 맥락적 차원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화자가 요리를 하면서 지시문을 작성한다고 상정하면 
모든 관형절의 맥락적 기능은 대상을 둘러싼 정황이 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일반
화시켜 보면 모두 대상의 속성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는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
적 구조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 관형절의 맥락적 기능이 정황에 대한 것으
로 해석되면 심적 구조는 현재 언어 상황에 바탕화한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관형
절이 대상이 속성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면 심적 구조는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설명하기 장르에서와 마찬가지로 맥락적 의미 기능에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요리법에 나타나는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비교적 단순하다. 요리법과 
같은 지시 텍스트는 비교적 단순한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것이므로 텍스트
성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텍스트 구성적 기능도 
매우 단순하게 나타났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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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지시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즉 관형절과 함께 어떤 대상이 새로이 도입되면 ‘대상의 도입’ 기능으로 분석되었
고, 그 대상이 다시 언급되면 ‘조응’으로, 요리의 순서에 따라 관련성을 띠는 대상
을 다룰 때에는 ‘의미적 관련성에 의한 응집’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요리법에 나타
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에서는 ‘연속적 사태 통합’과 ‘부차적 사건 통합’의 
기능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서사와 같이 어떤 사건의 흐름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조리 과정을 관형절
에 통합함으로써 더욱 응집성 있고 간결한 지시문을 완성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
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구운] 곡물 식빵(또는 곡물빵) 1장에 치커리 20g, [볶은] 양배추 2장(60g), 버섯 
쇠고기 장조림 건더기 1/4컵을 올려 먹는다. (장조림)

(23)의 ‘구운 곡물 식빵’의 관형절 ‘구운’은 요리 순서에 따른 연속적 사태 통합으
로 분석되고 ‘볶은 양배추’의 관형절 ‘볶은’은 미리 볶아 둔 양배추를 의미하여 부
차적 사건을 통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5) 주관적 심정: 편지 

  끝으로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텍스트에서 관형절의 담화 화용
적 기능이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편지와 서평, 여행기를 선택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편지는 출판된 세 권의 서적(김명옥·임종인, 2015; 오광진, 
2016; 김상민, 2018)에서 6편을 선택하였는데 먼저 각 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편지 ‘아들 1’은 군대에 간 아들이 훈련소에서 엄마에게 보낸 비교적 짧

갈비찜 리조토 팥죽 장조림 육개장 사태찜 샌드위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입 2 33.3 4 66.7
조응 3 75.0 3 37.5 3 50.0 1 16.7 3 75.0 4 80.0
응집 1 25.0 5 62.5 1 16.7 1 16.7 1 25.0 1 100 1 20.0
연속 2 25.0 3 50.0 1 100 4 80.0
부차 2 25.0 1 16.7 1 16.7 2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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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보고의 성격이 짙다. ‘아들 2’는 아들이 자대에 배치를 받
고 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후에 엄마에게 보낸 편지로 ‘아들 1’에 비하여 
길이가 길고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하여 보고하는 내용과 현재 상황이나 느낌에 대
한 내용이 섞여 있다. ‘엄마’는 군대에 간 아들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로 감정적
인 표현이 많다. ‘여동생’은 재수하는 여동생이 군대에 간 오빠에게 쓴 편지로 매
우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모모’는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당부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가 아들을 포
함한 젊은이들을 위해 쓴 편지이다. 각 텍스트의 문장 대비 관형절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7] 편지에 나타난 관형절

  이와 같은 다중 장르 산물의 경우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텍스트
에 쓰인 주된 장르에 따라 관형절의 사용 비율과 기능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문절을 요구하는 보문 명사의 어휘 의미는 편지의 내용이 
화자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교훈 등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보고(61.5%)와 상황
(34.6%)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표 47]의 편지 6편에서도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편지에 나타난 관형절의 지시 기능

아들 1 아들 2 엄마 여동생 모모 아버지
문장 수 10 23 31 91 44 28
전체 절 수 31 54 88 219 106 81
관계절 수

(비율)
4 2 8 9 12 14

(12.9) (3.7) (9.1) (4.1) (11.3) (17.3)
보문절 수

(비율)
2 4 5 8 4 7

(6.5) (7.4) (5.7) (3.7) (3.8) (8.6)
관형절 수

(비율)
6 6 13 17 16 21

(19.4) (11.1) (14.8) (7.8) (15.1) (17.3)

아들 1 아들 2 엄마 여동생 모모 아버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내포 4 66.7 5 83.3 9 69.2 14 82.4 11 68.8 14 66.7
대상 2 33.3 1 16.7 4 30.8 3 17.6 5 31.3 7 33.3



- 146 -

편지에 사용된 관형절의 지시 기능은 내포에 따른 지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편지가 군대에 간 아들과 가족 사이의 편지, 
편지의 형식을 빌려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에게 당부하는 글이어서 화자와 청자 사
이에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이 서로 알고 있
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기보다는 내포에 따른 지시를 통해 자신의 상황(24가, 
다, 마)과 감정(24나, 라, 마)을 전달하거나 총칭적 지식에 기반하여(24바) 의견
을 전달하고 기억(24사)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24) 가. 지난 화요일부터는 [한계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1’ 중)
       나. 너무 추워서 [여기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들 1’ 중)
       다.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낼 거예요. (‘아들 2’ 중)
       라. 반가울 사이도 없이, 네 목소리에서 [내가 너를 많이 난처하게 했다는] 직감이 

들었다. (‘엄마’ 중)
       마. 뭔가 학원에 오니까 [[‘아, 내가 진짜 재수까지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팍

팍 드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 (‘여동생’ 중)
       바. [너를 넘어뜨려야 내가 사는] 구조니 그럴 수밖에. (‘모모’ 중)
       사. [농부가 사는] 마을은 대부분 호박 농장을 운영합니다. (‘아버지’ 중)

이제는 편지에 쓰인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

[표 49] 편지에 나타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다중 장르 산물의 하나인 편지에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은 내용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사적인 성격이 짙은 텍스트여서110)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

110) 편지는 개인의 주관적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한 형식으로서 사적인 의사
소통의 교환일 뿐만 아니라 ‘시적 삶’의 표현으로서 자기 자아의 행위와 감정에 대한 진술

아들 1 아들 2 엄마 여동생 모모 아버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속성 4 66.7 6 46.2 6 35.3 8 50.0 12 57.1
정황 6 100 2 33.3 7 53.8 11 64.7 8 50.0 9 42.9
태도 3 50 1 16.7 3 23.1 4 23.5 6 37.5 5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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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24가, 나, 라, 마). 이어서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표 50] 편지에 나타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편지는 장르적 특성상 텍스트성의 구성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111) 그에 따라 관형
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역시 비교적 단조롭게 나타나는데 [표 50]과 같이 조응
이나 의미적 응집 기능이 주로 분석되고 비교적 공적인 성격을 띤 마지막 편지에
서는 다양한 기능을 볼 수 있다.
  편지에 사용된 관형절의 심적 구조는 군대에 간 아들의 편지는 자신의 지난 상
황을 부모님께 보고드리는 내용에서는 관형절의 심적 구조가 대개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다(24가, 나). 그리고 현재 상황이나 느낌에 관한 내용에서는 현재의 언
어적 상황에 바탕화한다(24다). 지시 대상은 대개 의미적 관련성을 지니는 것(24
가~다)으로 텍스트 전반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한편 엄마가 군대에 있
는 아들에게 쓴 편지인 ‘엄마’는 화자인 엄마가 약속 없이 군대에 찾아간 사건을 
설명하며 그 일에 기대어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드러낸다. 지나간 사건을 설
명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정황에 대한 맥락을 형성하는 기능이 많고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사적으로 설명하여 심적 구조는 모두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다. ‘여동생’은 군대에 있는 오빠에게 여동생이 쓴 편지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오빠에게 응원을 전하는 편지여서 심적 구조는 대개 현재의 언어 상황

이다(이성만, 1998: 168~169). 
111) 정해져 있지 않는 내용을 담는 열린 형식의 사적인 편지에 있어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개인적인 표현이 적합한 것이었다. 이처럼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을 강조
하는 편지는 자아의 내면적인 다양한 모습들, 주위에 대한 다양한 인상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표현 형식을 제공한다(이성만, 1998: 171).

아들 1 아들 2 엄마 여동생 모모 아버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도입 1 16.7 1 7.7 2 11.8 4 19.0
조응 2 15.4 7 43.8 2 9.5
응집 5 83.3 6 100 10 76.9 15 88.2 9 56.3 11 52.4
체계 4 66.7 2 9.5
주제 1 4.8
연속 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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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탕하고 있다. 이상의 편지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라
면 ‘모모’와 ‘아버지’는 화자가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편지로서 다
분히 비판적이며 교훈적이어서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관형절이 많다. 바탕화 방
향은 대개 조응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6) 평가적 견해: 서평

  본고에서는 다중 장르 산물의 하나로 다음의 서평 6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25) 가. 나는 음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존 바에즈의 <존 바에즈 자서전>
       나. 아이들이 마음껏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할 자유를 허하라, 니시카타 타쿠시의 

<일기 쓰고 싶은 날>
       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따뜻한 시심, 이상교의 <우리집 귀뚜라

미>
       라. 자연만으로도 충분한 삶, 이인의 <하양쥐 가족의 새집>
       마. 뒤늦게 떠오른 페미니즘 아이콘, 젤다 피츠제랄드의 <젤다>
       바. 의 ‘자유론’을 수시로 들춰보는 이유, 의 <자유론>112)

서평은 “책의 내용에 대한 평(표준)”으로서 “비판적 내용이 결여된 정보의 요약과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논지에 대한 논쟁적인 입장을 취하며 가능한 
경우 대안까지도 제시한다(박여성, 1997: 96)”.113) 서평에 사용된 관형절의 비율
은 다음과 같다.

112) (25가~바)는 이후 각각 ‘존 바에즈’, ‘일기’, ‘귀뚜라미’, ‘하양쥐’, ‘젤다’, ‘자유론’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113) 독서 교육 사전(2006)에서는 서평에 대하여 ‘책의 내용에 대한 비평문, 책의 표지 디
자인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광고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서 비평하는 글도 서평으로 포
함시킬 수 있지만 서평의 본령은 책의 내용에 대한 평에 있다.’라고 하며 초·중학교 국어
과 교육과정 해설(2007)에서는 ‘대상 책에 대해 평가적 견해를 밝힌 글이다. 대상 책에 
대하여 해설하거나, 쟁점을 도출하여 동의 또는 반박하거나, 책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판
단하거나, 책을 읽은 소감을 밝히는 등으로 대상 책에 대한 평가를 담는다.’라고 한다(김
미선, 2009: 13-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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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서평에 나타난 관형절

[표 51]을 보면 서평은 지금까지 분석한 장르의 텍스트들과 비교했을 때 관형절
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수치로 이해하기 
위해 장르별로 관형절의 사용률의 중간값114)을 비교해 보면 논설 기사가 29.3%
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서평(29.1%), 백과사전의 설명(23.0%), 수필(17.6%), 편지
(13.6%), 요리법(9.7%)의 순으로 나타난다. 서평의 경우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
의 서사성도 강하긴 하지만 평자는 대개 그 책에 빗대어 개인적인 견해와 주장도 
함께 전달한다. 그에 따라 평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소 설명적인 문체를 
유지하게 되고 관형절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서평 역시 논설 기
사에 준하는 논증의 요소와 응집성(혹은 텍스트성)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도 ‘하양쥐’와 ‘젤다’에서 관형절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
양쥐’의 경우 다른 책들에 비해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의 서사가 강하여 평자가 
이를 요약해서 전달하고자 하여 관형절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가 
서사하기 장르에 속할 때 역시 관형절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평
의 대상이 되는 책의 서사성도 강하긴 하지만 평자가 그 책에 빗대어 개인적인 견
해와 주장도 함께 전달하고 있어 평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소 설명적인 
114) 본 연구에서 관형절의 사용에 작용하는 장르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장르별로 적게는 

5개 많게는 8개의 텍스트를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장르에 따른 관형절 사용을 
비교하고 검정하는 데 있어 집단을 이루는 샘플의 수가 정규 분포를 이룰 만큼 크지 않아 
비모수적인 방법인 크루스컬 월리스 검정(Kruskal-Wallis H test)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크루스컬 월리스 검정에 대한 설명은 158쪽 각주 119) 참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
루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집단의 중심으로 삼지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
에는 중간값을 집단의 중심으로 본다. 집단 중 하나라도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비
모수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비모수 검
정에서 사용하는 중간값을 선택한다.

존 바에즈 일기 귀뚜라미 하양쥐 젤다 자유론
문장 수 69 61 52 52 50 29
전체 절 수 213 177 199 185 152 94
관계절 수

(비율)
47 32 45 53 44 9

(22.1) (18.1) (22.6) (28.6) (28.9) (9.6)
보문절 수
(비율)

14 9 10 17 7 10
(6.6) (5.1) (5.0) (9.2) (4.6) (10.6)

관형절 수
(비율)

61 41 55 70 51 19
(28.6) (23.2) (27.6) (37.8) (33.6)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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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를 유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형절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평자는 
현재 인간 사회를 주도하는 경제 논리 등을 비판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에 따라 다른 서평에 비해 평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관형절의 비율
이 비교적 높다. ‘젤다’에서는 젤다 피츠제랄드가 독자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
이어서 보충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관형절이 많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자유론’과 ‘일기’는 관형절의 사용률이 비교적 낮은데 ‘자유론’의 
경우 평자가 담담하고 간결한 문체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런 문체를 
선호하는 경우라면 관형절을 사용하여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것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의 경우는 비교적 쉽고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관형
절을 통한 해설적 보충이 필요하지 않아 관형절의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서평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시 
차원의 기능이다.

[표 52] 서평에 나타난 관형절의 지시 기능

서평에 사용된 관형절의 지시 기능은 대체로 내포에 따른 지시와 대상에 따른 지
시가 비등하게 나타난다. 다만 의 ‘자유론’에 대한 서평에서 내포에 따른 지시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보문절의 사용률이 비교적 높고 총칭적 지식
에 바탕화한 일반화된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을 지닌 관형절을 볼 수 있다.

  (26) 가. ②[①[자유라는] 주제를 놓고 숙고하거나 토론할 때 기본서가 된다는] 뜻이다. 
(‘자유론’ 중)

       나. ②[①[타인에게 주는] 영향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지만, 
은 자유에 대한 주장의 전제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③[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시대”를 들고 있기에 ④[해결 불가
능한] 문제는 아니다. (‘자유론’ 중)

존 바에즈 일기 귀뚜라미 하양쥐 젤다 자유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내포 31 50.8 20 50.0 31 56.4 38 55.1 24 47.1 16 84.2
대상 30 49.2 20 50.0 24 43.6 31 44.9 27 52.9 3 15.8



- 151 -

즉 (26가)의 관형절과 (26나)의 관형절은 모두 표제 명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상
을 지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총칭적인 지식이나 사실 등을 지시하므로 이들은 
모두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을 보인다. 이어서 맥락적 의미 기능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표 53] 서평에 나타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서평에 나타나는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은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날 뿐 장르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다음과 같
이 정리된다.

[표 54] 서평에 나타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특히 해당 장르
가 일반화적으로 요구되는 구조를 지닌 텍스트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한 가지 특
기할 것은 연속적 사태나 부차적 사건의 통합 기능이 매우 드물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적 순서나 인과 관계에 따른 사태를 나열하기보다는 관형절에 통합하여 응집
성을 높이는 기능인데 서평에서는 서사나 인과적인 설명 등의 내용이 드물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양쥐’의 경우 서평의 대상인 책의 내용이 교훈적이다 보니 

존 바에즈 일기 귀뚜라미 하양쥐 젤다 자유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속성 43 70.5 20 50.0 26 47.3 27 39.1 24 47.1 16 84.2
정황 18 29.5 15 37.5 25 45.5 42 60.9 26 51.0 3 15.8
태도 5 8.2 6 15.0 9 16.4 4 5.8 5 9.8 3 15.8

존 바에즈 일기 귀뚜라미 하양쥐 젤다 자유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도입 6 9.8 13 32.5 6 10.9 12 17.4 4 7.8 1 5.3
조응 8 13.1 12 30.0 19 34.5 19 27.5 16 31.4 3 15.8
응집 49 80.3 20 50.0 31 56.4 34 49.3 28 54.9 15 78.9
체계 10 16.4 6 15.0 3 5.5 17 24.6 16 31.4 2 10.5
주제 1 1.6 5 7.2 1 2.0
연속
부차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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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나 교훈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관형절도 비교적 많이 관찰된다.
  한편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표 55] 서평에 나타난 관형절의 심적 구조

서평에서는 관형절의 심적 구조가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 것인지 현재의 언어 상
황에 바탕화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책을 읽고 있는 현재 상
황에서 알게 되는 책 속의 사정에 대하여 상황이라고 볼 것인지 혹은 책 내용이 
과거의 것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삽화라고 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인데 본고에서는 
책에 대한 사실은 현재 상황에 바탕화한 것으로 책 속의 내용에 관한 것은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자유론’은 앞에서 분석했듯이 추상적이고 총
칭적인 주제를 다루는 책에 대한 서평이어서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관형절이 많
고, ‘귀뚜라미’는 서평의 대상인 책이 시집이어서 시라는 장르 자체에 대하여 메타
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많아 심적 구조가 총칭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관형절
이 많다. 

(7) 시간과 공간의 흐름, 여행기

  본고에서는 다중 장르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여행기를 분석하였다. 여행기는 ‘여
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글로서 대체로 일기체, 편지 형식, 
수필, 보고 형식 따위로 쓴다(표준).’ 본고에서는 다음의 5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모두 일기체나 수필 형식으로 되어 있다. 

  (27) 가. 곽재구, 땅끝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신비의 바닷길 (이하 해남)
       나. 신경림, 진도에서 보길도까지 (이하 보길도)
       다. 김훈, 시간과 강물-섬진강 덕치마을 (이하 섬진강)

존 바에즈 일기 귀뚜라미 하양쥐 젤다 자유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상황 21 34.4 3 7.5 14 25.5 30 43.5 4 7.8 4 21.1
삽화 34 55.7 25 62.5 14 25.5 13 18.8 47 92.2 2 10.5
총칭 6 9.8 12 30.0 27 49.1 26 37.7 13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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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송기장(2010), 전라도, 그 매력에 빠지다, 상상나무, 13-22 (이하 무주)
       마. 이민영, 아름다운 성곽 도시를 여행하는 방법 (이하 치앙샌)

  먼저 각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6] 여행기에 나타난 관형절

분석의 대상인 여행기 텍스트 전체를 합하여 관형절의 사용률을 계산하면 24.4%
에 달하여 논설 기사(29.3%)와 서평(29.1%)에 이어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러
한 양상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화의 정도와 관형절 사용률 간
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다. 논설 기사는 대개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따
르며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글이 치 하
고 조직적이다. 서평 역시 책에 대한 화자의 평가적 견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술
-해석-비평(김미선, 2009)’ 혹은 ‘서론-본론-결론(이효진, 2012)’의 구조를 따
르며 문장의 흐름이 비교적 강하다. 여행기는 ‘처음-중간-끝(최선희·이병규, 
2016)115)’의 구조를 따른다. 백과사전의 정의는 설명문의 나열 구조를 갖는다.116) 

115) 최선희·이병규(2016: 163)는 99편의 기행문을 분석하고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구분 내용 요소
처음

필수 여행의 목적
선택 여행의 기대, 설렘 / 출발할 때의 날씨 또는 교통편 / 도착까지의 걸린 시간 

또는 여행 일정
가운데

필수 다닌 곳, 본 것과 느낀 것, 들은 것과 느낀 것
선택 인상적인 경험 또는 에피소드 / 이동하면서 겪은 일 또는 느낌 / 새롭게 알

게 된 사실, 출발 전 조사한 여행지에 대한 자료

해남 보길도 섬진강 무주 치앙샌
문장 수 75 74 56 88 45
전체 절 수 197 291 158 299 137
관계절 수

(비율)
64 58 34 54 29

(32.5) (19.9) (21.5) (18.1) (21.2)
보문절 수

(비율)
4 5 1 12 3

(2.0) (1.7) (0.6) (4.0) (2.2)
관형절 수

(비율)
68 63 35 66 32

(34.5) (21.6) (22.2) (22.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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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역시 ‘서두-본문-결미’ 혹은 ‘발단-전개-결말’의 구조를 갖기는 하나 대체
로 형식이 없고 자유롭게 쓴다는 특징이 있다. 편지와 요리법 등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이 치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관형절의 사용률과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화 정도의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
계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행기에 사용된 주요 장르는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 주세형 외 
역, 2007)의 장르 구분을 따를 때 ‘묘사하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보이는 것의 생생한 전달을 위해 관형절이 쓰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여행기
에서는 보문절보다는 관계절이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풍경
의 묘사나 여행하는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문절의 표제 명사가 주로 보고, 심리, 감각, 상황 등의 의미를 
갖는 추상 명사인 것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것을 지시 대상으로 삼는 여행기에서 
보문절이 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무주’의 경우 보문절의 사용률이 비교
적 높은데 이는 필자의 문체적 특징으로, (28가, 나)와 같이 여행에 수반되는 행
위(28나)나 여정(28가)을 관련된 개념을 지닌 명사에 통합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8) 가. [칠연계곡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일찍 동엽령과 덕유산 최고봉인 향적봉을 오
르고 구천동계곡도 걷는] 일정이다. (‘무주’ 중)

       나. [모처럼 조용히 걸어보는] 한적한 아침 산행이다. (‘무주’ 중)

  여행기에 사용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로 정
리되었다. 먼저 지시 기능이다.

끝 필수 여행에 대한 감상
선택 집으로 가면서의 인상 또는 있었던 일

116) 설명문은 나열 구조와 비교 구조로 유형화되는데 나열 구조는 의미 연결의 긴 도가 
낮고 비교 구조는 좀 더 의미 관계의 긴 성이 높다(김정은·이병규, 201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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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여행기에 나타난 관형절의 지시 기능

여행기에서는 내포에 따른 지시와 대상에 따른 지시가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
나는데 여행지에서 만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형절은 대상에 
따른 지시로(29가①~④), 여행지와 관련된 사실(29나)과 여행지에서 느낀 점(29
다) 등은 내포에 따른 지시로 분석된다.

  (29) 가. ④[③[①[집 앞에 선] ②[4백 년 묵은]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잎이 ‘녹색
의 비’ 같아서 이름 지어진] 이 집의 당호는 우리 역사를 들춰 보았을 때 단순한 
‘은행잎의 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해남’ 중)

       나. [그 척추뼈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땅의 이름은,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
금씩 다르다. (‘해남’ 중)

       다. 아픈 다리도 수려한 경치에 힘을 얻어 [금세 치유되는] 느낌이다. (‘무주’ 중)

  이어서 맥락적 의미 기능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살펴보자.

[표 58] 여행기에 나타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여행기에서는 대상의 속성이나 정황에 대한 맥락을 형성하는 기능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비교적 덜 나타나 앞에서 분석한 다른 장르
의 텍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특히 ‘섬진강’에서는 관형절에서 대
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는 필자의 시선 자체가 판
단이나 평가를 유보한 채 풍경과 사람들, 전해 오는 이야기 등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남 보길도 섬진강 무주 치앙샌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내포 29 42.6 27 42.9 16 45.7 35 52.2 12 37.5
대상 39 57.4 36 57.1 19 54.3 32 47.8 20 62.5

해남 보길도 섬진강 무주 치앙샌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속성 35 51.5 31 49.2 20 57.1 43 64.2 12 37.5
정황 27 39.7 27 42.9 15 42.9 23 34.3 17 53.1
태도 7 10.3 5 7.9 1 1.5 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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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여행기에 나타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여행기에 나타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여타 장르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다만 여행지의 공간적 흐름에 따라 혹은 여행의 서사적 흐름에 따라 서술의 
대상이 바뀌는데 이는 의미적 관련성을 지닌 응집성의 기능으로 분석되었다. 장르
의 특징에 따라 주제나 교훈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관형절은 없었다. 한편 관
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60] 여행기에 나타난 관형절의 심적 구조

일반적으로 여행지에 관한 묘사나 설명에서는 관형절의 심적 구조가 현재의 언어 
상황에 바탕하고(30가), 여행지에서 경험한 것(30나)이나 느낀 것(30다)을 기록
할 때나 여행지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할 때의 심적 구조는 대체로 삽화적 기억에 
바탕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실(30라)이나 알게 된 것(30
마)을 이야기할 때에는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관형절이 나타난다.

  (30) 가. 계곡물이 암반 위에서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세차게 쏟아지고, [쏟아진] 물은 다
시 커다란 소를 만든 후 아래로 흘러간다. (‘무주’ 중)

       나. [마주 보는] 마을 사이에 다리가 없어서 신발을 벗고 자전거를 끌면서 물속을 걸

해남 보길도 섬진강 무주 치앙샌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도입 3 4.4 8 12.7 4 11.4 3 9.4
조응 17 25.0 18 28.6 14 40.0 13 19.4 9 28.1
응집 49 72.1 40 63.5 20 57.1 54 80.6 22 68.8
체계 4 5.9 5 7.9 2 5.7 3 4.5 2 6.3
주제
연속 1 1.5 1 1.6
부차 1 1.6

해남 보길도 섬진강 무주 치앙샌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상황 31 45.6 23 36.5 13 37.1 52 77.6 15 46.9
삽화 9 13.2 22 34.9 10 28.6 7 10.4 12 37.5
총칭 28 41.2 18 28.6 12 34.3 8 11.9 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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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강을 건넜다. (‘섬진강’ 중)
       다. [날씨도, 기분도, 컨디션도 좋은] 즐거운 날이었다. (‘치앙샌’ 중)
       라. [해남을 여행하는] 여행자는 근본적으로 땅끝에 대한 깊은 향수를 지닌다.
       마. 흔히 진도를 가리켜 ‘민속의 보고’라고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며칠이라도 묵으면

서 생활, 역사, 방언, 무속, 신앙, 그림, 노래 등을 깊이 있게 조사해 볼 만한] 곳
이었다. (‘보길도’ 중)

  관형절의 바탕화 방향은 다른 장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시 대상을 새로이 
도입할 때에는 역행대용적으로, 앞에서 다룬 것을 다시 지시할 때에는 조응적으로 
나타났다.

1.3. 장르적 특성에 따른 관형절의 기능

  앞에서는 장르별로 선정한 각각의 개별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기능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장르에 따른 관형절 사용의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장르에 따라 관형절의 사용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하여 분석 
대상인 개별 텍스트의 관형절 사용률을 구한 후 중간값(median)117)을 구하였다. 
중간값은 샘플의 개수가 적고 데이터 값의 편차가 큰 경우에 값들의 특성을 대표
하는 값으로 적절하다. 본고에서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한 텍스트의 
개수는 각각 5개에서 8개로 정규 분포를 이루지 못한다.118) 또한 같은 장르에 속
하는 텍스트여도 관형절의 사용 양상에 큰 편차를 보이는 샘플도 있어 장르적 경
향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간값을 이용하기로 한다.

[표 61]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률

117) 데이터의 분포에서 높고 낮은 데이터 가운데 가장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로 중심경향측
정(measure of central tendency)을 말한다. 통계 자료의 처리에서 중간값의 이점은 평균
값(mean)에 비하여 극단적인 몇몇 데이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18) 정규 분포를 이루는 샘플 집단의 경우에는 대푯값으로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필 논설 기사 백과사전 요리법 편지 서평 여행기
문장 수 278 155 224 114 227 313 338

전체 절 수 897 468 553 308 579 1020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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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률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
(nonparametric test) 방법 중 크루스컬 월리스 검정(Kruskal-Wallis H test)을 
실시하였다.119) SPSS를 활용한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아 0.05의 유의 수준에서 
‘관형절 비율의 분포가 장르의 범주 전체에서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관
형절 비율의 분포가 장르의 범주 전체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대립 가설을 선택한
다.

119) 크루스컬 월리스 검정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모수적인 방법인 분산분석
(ANOVA)의 비모수적인 방법이다. 비모수적이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표를 따르지 않
는다는 것으로 대푯값을 비교하고자 하는 여러 집단 중 하나라도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크루스컬 월리스 검정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
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귀무가설: 모집단의 중간값은 같다. 즉 K개의 집단의 분포가 모두 동일하다.
      나. 대립가설: 모집단의 중간값은 같지 않다. 즉, 적어도 하나의 모집단의 중간값은 다른 하나의 

모집단의 중간값과는 다르다.
  
     본고의 분석 자료는 샘플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고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비

모수적 방법을 사용하며 세 개 이상의 집단의 경향성을 비교하고자 하므로 크루스컬 월리
스 방법을 활용하여 장르에 따른 관형절 사용률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정한다.

관형절 수 158 139 127 30 79 297 264
관형절 사용률 16.3 29.0 24.2 10.4 15.0 28.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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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별 관형절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아 장르에 따
른 관형절 사용률의 분포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그림 6]을 보면 수필과 백과사전의 정의, 서평의 경우 관형절 사용률의 분포 범
위가 넓어 개별적인 텍스트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큼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논설 기사나 여행기의 경우 범위가 좁아 관형절의 사용에 장르적 요소가 비교적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61]과 같은 결과는 사실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어
느 정도 예측한 바이기는 하다. 실제로 장르에 따라 관형절의 사용률은 비교적 상
이하게 드러났는데(물론 이때 필자의 개인적인 문체적 선호나 수사학적 성향이 함
께 작용하는 요소이기는 하다) 텍스트의 구조화 정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논설 기사에서 관형절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고(29.0%), 이어서 서평
(28.1%)120), 백과사전의 설명문(24.2%), 여행기(22.2%)에서 비교적 높은 사용

120) 서평의 구조에 대하여 김미선(2009)은 ‘기술-해석-비평’을 들었고 이효진(2012)은 
‘서론-본론-결론’으로 들고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서평들을 분석하면서 체계화할 
수 있었던 구조는 역시 대체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에서 책과 관련하
여 생활적인 혹은 개인적인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둘째 부분에서 책을 소개하고 내
용을 요약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책의 내용에 대하여 현실과 결합해서, 혹은 현실에 적용

1 수필
2 논설 기사
3 백과사전
4 요리법
5 편지
6 서평
7 여행기

[그림 6]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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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험적 서사로서 ‘발단-전개-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
나 보통은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말하는 수필에서는 비교적 낮은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16.3%) 개인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15.0%)와 순서에 따라 지시문을 
나열하는 것이 전부인 요리법(10.4%)에서는 매우 낮은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부르는 것이 텍스트의 긴 성 즉 응집성의 문제라
고 보는데 구조화 정도가 높은 텍스트일수록 텍스트 전반의 응집성이 중요하게 작
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주요하게는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과 관
련되는데 텍스트의 전개에 따라 관형절의 적절한 사용을 교육함으로써 보다 구조
화되고 응집성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Ⅳ장 3
절 2항 3목 참고).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어떤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장르별로 층위에 따른 기능의 사용률을 산출하였다. 

[표 62]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지시 기능의 사용률

[표 62] 역시 크루스컬 월리스 검정에 의하면 0.05의 유의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
각하여 장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즉 장르에 따라 내포에 
따른 지시와 대상에 따른 지시의 사용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를 관형
절의 지시 대상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63]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심적 구조

[표 63] 역시 장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관형절은 

해서 메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수필 논설 기사 백과사전 요리법 편지 서평 여행기
내포 44.0 68.2 50.0 100 69.0 52.9 42.9
대상 56.0 31.8 50.0 0 31.0 47.1 57.1

수필 논설 기사 백과사전 요리법 편지 서평 여행기
상황 0.0 42.1 6.3 23.3 45.6
삽화 87.0 14.8 64.4 40.6 28.6
총칭 12.9 31.3 100.0 100.0 3.0 33.9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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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가 담화 화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화자가 어떻게 추정하는
지에 따라 그리고 지시 대상이 화자의 심적 구조에 어떻게 바탕하고 있는지에 따
라 지시 차원에서의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청자도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대
상을 화제로 다룰 때에는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청자가 잘 모른
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다룰 때에는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다. 또한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대상을 지시할 때에는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이 
많이 쓰인다. 이에 근거하여 장르별로 나타난 지시 기능의 양상을 보면 요리법의 
지시 대상이 모두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것이어서 내포에 따른 지시로 분석된 
것 외에 백과사전에서 설명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지시 대상 역시 총칭적 지식에 
바탕하고 있다. 청자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근황을 전하는 편지의 경우 지시 대상
에 대하여 청자가 잘 모를 것이라는 추정하에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주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돌이켜 이야기하다 보니 심적 구조 역시 많
은 경우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문절의 사용률121)이 가
장 높은 논설 기사 역시 일반적 상식에 기대어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총칭
적 지식에 바탕화한 내포에 따른 지시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경험적 서사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수필에서는 심적 구조가 삽화적 기억에 바탕
화한 관형절이 많았다. 서평 역시 책의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면서 평하는 부분이 
많아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관형절의 명제로 실현될 때 심적 구조는 삽화
적 기억에 바탕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행기의 경우 여행지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등에 대하여 현재 시점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두드러지는 부분에서는 심적 구
조를 현재의 언어 상황에 바탕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은 장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표 64]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의 사용률

121)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전체 절 대비 보문절의 사용률 역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논설 기사가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지 6.1%로 두 번째, 그리고 서평이 5.9%, 
수필 5.4%, 백과사전의 정의가 1.4%, 여행기 2.0%, 요리법 0.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수필 논설 기사 백과사전 요리법 편지 서평 여행기
속성 43.6 68.4 43.2 100.0 48.1 48.7 51.5
정황 51.3 25.9 50.0 0.0 51.9 41.5 42.9
태도 6.7 12.1 0.0 0.0 23.7 12.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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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정되었는데 장르에 따른 관형절
의 맥락적 의미 기능은 요리법과 편지, 논설 기사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경향성을 
볼 수 있었다. 요리법의 경우 청자의 총칭적 지식에 기대어 재료나 조리 방법 등
을 전하는 글로서 관형절은 모두 지시 대상의 속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편지와 논설 기사의 경우 다른 장르의 텍스트에 비하여 화자의 태
도가 반영된 관형절이 많았다. 개인의 주관적인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편지
에서는 자연스럽게 화자의 태도가 많이 분석되고 책에 대한 평가적 견해를 담고 
있는 서평과 어떤 사안이나 쟁점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주장을 밝히는 논설 기사
에서도 화자의 태도는 비교적 많이 드러난다. 그에 반하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와 설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과사전의 정의와 요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지
시하는 요리법에서는 화자의 태도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장르에 따른 맥락 형
성의 이러한 특징은 학습자들이 담화를 구성하는 경우에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의 사용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형절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기능은 주요하게는 먼저 대상을 
도입하고 반복적으로 조응하며, 의미적 관련성이 있는 화제를 도입하고 대조 관계
에 있거나 대비되는 대상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텍스트 내용의 일
관성과 응집성을 확보하고 주제를 요약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시간
이나 인과 등의 연속 관계에 있는 사태나 이미 발생한 사태를 포함하여 사건 전개
에 대한 의미적 응집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장르에 관계없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있으며 관형절은 그 요소들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를 보자.

[표 65]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의 사용률
수필 논설 기사 백과사전 요리법 편지 서평 여행기

도입 13.3 14.8 9.3 0.0 9.8 10.4 9.4
조응 24.0 30.3 21.3 50.0 4.8 28.8 28.1
관련 51.6 36.4 69.5 25.0 80.1 55.7 68.8
체계 0 15.2 22.0 25.0 0.0 15.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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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5]에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장르는 
개인의 경험적 서사 장르로서 선택한 수필이다. 텍스트 구성적 기능 중 연속적 사
태 통합과 부차적 사건 표시 기능은 텍스트의 서사성에 기여하는데 역시 개인의 
경험적 서사 장르로서 선택한 수필에서 그 기능의 발현을 볼 수 있다. 조응, 의미
적 관련, 체계적 관련 기능은 텍스트의 응집성에 기여하는데 대부분의 장르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표 65]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의 사용률에 대한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형절의 대상의 도입과 조응 기능은 영가설을 채택하여 장르 전반에 걸쳐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그에 반해 의미적 관련, 체계적 관련, 주제 요약, 연속적 사태 통
합, 부차적 사건 표시 기능은 장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즉 담화의 화제인 
대상을 도입하고 텍스트 전반에 걸쳐 그것을 반복적으로 조응함으로써 응집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장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의미적 관
련, 체계적 관련, 주제 요약 등의 기능은 화자의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증명하여 

주제 4.3 3.7 0.0 0.0 0.0 0.8 0.0
연속 7.7 0.0 0.0 0.0 0.0 0.0 0.0
부차 9.7 0.0 0.0 16.7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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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를 설득해야 하는 논증적 성격의 장르에서 좀 더 주요하게 기능하며 연속적 
사태 통합, 부차적 사건 표시 등의 기능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가 중
요한 서사적 성격의 장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장르에 따라 나타나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서사성, 묘사성, 응집성, 구체성과 추상성, 의도
성, 형식성으로 압축된다. 이상의 요소들은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작성한 메
모에 근거하여 종합하고 범주화한 것이다.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서사성의 정도

  서사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시간의 연쇄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적는(우리말
샘)” 것으로 “대상의 행동이나 상황의 변화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냄으
로써 독자의 머릿속에 그 행동이나 상황이 뚜렷하게 재생되도록 하는 것(김미자, 
1998: 183)”이다.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서사적 구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다. 

  (31) 가. [갑판에 있던] 나는 한 할아버지께 [어느 아낙네가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말을 
듣고 객실로 내려가 그녀에게 대뜸 한 곡조를 청했다. (여행기, ‘보길도’ 중)

       나. 아버지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내 얼굴을 닦아 주며 “이게 철이 들어
서, 철이 들어서...”라고 하면서 우셨다. (수필, ‘아버지’ 중)

(31가, 나)는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차원의 연속적 사태 통합과 부차적 사건의 
표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형절의 사건과 모문의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결된다. 이러한 기능은 주로 수필과 여행기에서 관찰된다. 
  특히 라보브(Labov, 1972, Stubbs, 1983: 32-33 재인용)는 개인적 경험에 대
한 서사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갖는다고 하였다.

  (32) 가. 개요(abstract): 이야기에 대한 요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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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재감(所在感, orientation): 시간, 장소, 인물, 행위, 상황 등 지시. 대개 과거 진
행형 시제로 나타남.

       다. 평가(evaluation): 이야기의 요점이나 중요성을 나타냄.
       라. 서사 절(narrative clauses):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된 최소 두 절의 연속체. 두 

절의 순서가 바뀌면 서사적 사건도 바뀜. 
       마. 결과(result): 결국 어떤 일이 생겼는지 말함.
       바. 결말(coda): 끝을 알림.

이 중 서사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32라)의 ‘서사 절’이다. 서사 절은 서사
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문장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어지
는 두 개의 연속된 사건으로 이루어지며 관형절과 관련하여서는 연속적 사태 통합
과 부차적 사건 표시 기능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묘사성의 정도 

  묘사란 “어떤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있는 그대로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것(우리말샘)”으로 “독자의 마음속에 상상 작용을 일으켜 묘사 
대상을 직접 감각할 때와 같은 인상과 느낌을 받도록(김미자, 1998: 183)” 하며 
“공간적 정적 개념이 특징인 언술로 규정된다(Genette, 1966, 김정숙, 1996: 3 재
인용).”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묘사가 부각되는 장면에서 관형절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33) 가.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십 미터쯤 되는] 오르막이 있었다... 내리막 아래쪽
은 길이 휘어 있었고 정면에는 [내가 어릴 적 물장구를 치고 놀던] 도랑이 기다
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 해 봄에 거름으로 쓸] 분뇨를 모아두는] 
‘똥통’이 있었다. (수필, ‘자전거’ 중)

       나. [사과나무의 열매인] 사과는 [살과 즙이 많은] 과육층, 그 안쪽의 퍽퍽한 응어리, 
[응어리 속에 들어 있는] 한 개 이상의 씨들로 이루어져 있다. (백과사전, ‘사과
나무’ 중)

       다. 치앙샌은 오래된 성곽 도시이다. 구시가지 입구에는 [[이끼 낀] 붉은 벽돌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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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성벽과 우람한 나무들이 평화롭게 서 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몇 
백 년 묵은] 큰 탑과 불상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여행기, ‘치앙샌’ 중)

(33가)에서는 화자가 자전거를 타고서 내려다보는 내리막과 그 주변 광경이 공간
적 이동에 따라 잘 묘사되어 있어 청자의 의식 속에 그 광경에 대한 이미지가 생
생하게 활성화된다. (33나)에서도 사과의 내부 구조에 대한 묘사가 세 하게 되어 
있어 쉽게 상상이 된다. (33다)에서는 여행자의 이동에 따라 보이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다. (33가~다)에서 모두 높은 관형절의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어 
묘사성과 관형절의 사용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묘사성은 주로 
공간성과 연관되며122) 공간에 대한 묘사는 관형절의 정황의 세부 묘사 기능을 통
해 실현될 수 있다. 

(3) 응집성의 정도 

  응집성은 ‘담화의 심층적, 내용적, 의미적 연관성’을 의미하며(한국텍스트언어학
회, 2004: 43) 텍스트의 구성적 원리의 하나로 작용한다(Beaugrande & Dressler, 
1981).123) 응집성은 대개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된다. 첫 번째는 통사·의미적 
응집성으로서 텍스트에 존재하는 각 부분들 간의 의미 관계로 규정할 수 있는데 
텍스트 내의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의지하여 해석되는 현상에서 드러나며 지시, 
대치, 조응, 접속, 생략(Halliday & Hasan, 1976: 4), 명명적 연쇄, 의미상의 응축
과 확장(고영근, 1990: 17-22) 등을 통해 실현된다. 이는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
적 기능 중 ‘대상의 도입’과 ‘조응’, ‘의미적 관련에 의한 응집’ 등이 해당한다.
  두 번째는 화재 전개의 연쇄성과 계층성에 의한 응집성의 실현이다. 이삼형

122) 김정숙(1996)은 서사는 동적 시간적 개념을 연루하는 언술로, 묘사는 공간적 정적 개
념이 특징인 언술로 상호 대비되는 상반된 개념으로 언급되어 왔다고(Genette, 1966; 
Barthes, 1970 등) 하며, 묘사의 대상은 공간 속에 단번에 지시되는 사물이지만 텍스트 
공간에 펼쳐지면서 필연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연루하며 서사와 상호작용한다는 논의로 이
어간다. 

123)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는 응집성 외에 결속구조, 의도성, 
용인성, 상황성, 정보성, 상호텍스트성을 텍스트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모두 텍스트 구성
적 원리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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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에 따르면 연쇄성은 화제들이 제시된 순서 그리고 앞부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 주는 순차적 관계에 중점을 둔 개념이고 계층성은 화제들 사이
의 위계적 관계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다네쉬(Daneš, 1964, Brinker, 1985 재인
용, 이성만 역, 2004: 68-73)는 연쇄성을 중심으로 텍스트 구조를 설명하며 주제 
전개 유형을 단순 선형식 전개, 주제 순환식 전개, 상위 주제 파생식 전개 설명부 
분열식 전개, 주제 비약식 전개로 분류한 바 있는데 이는 그대로 화제 전개에 적
용할 수 있다. 

  (34) 다네쉬(Daneš)의 화제 전개 방식
       가. 단순 선형적 전개: 첫째 문장의 논평이 둘째 문장의 화제가 되는 형태
       나. 화제 순환식 전개: 화제는 변하지 않고 각 문장의 논평만이 바뀌는 형태
       다.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하나의 상위 화제로부터 하위 화제들이 파생되고 각각의 

하위 화제들에 논평이 결합되는 형식으로 전개
       라. 논평 분열식 전개: 한 문장의 논평이 다음 문장에서 다수의 화제로 분열되는 형

식으로 전개
       마. 화제 비약식 전개: 앞에 나온 화제나 서술부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닌, 맥

락이나 세계 지식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화제로 전개

(34가~마)와 같은 화제 전개 방식의 연쇄성에 따른 응집성은 사실상 관형절이 표
제 명사와 함께 어떤 대상을 지시하고 담화 내에서 그 지시 대상이 화제로 기능한
다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관형절의 명제는 지시 대상에 대한 논
평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34가~마)의 화제 전개 방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
과 같이 관형절이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35) 가. [흐르고 또 흘러서 마침내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않는] 강물의 자유는 얼마나 부
러운가. 그 강가에서 인간의 기나긴 고통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역사를 이루던] 
인간의 마을은 이제 인간의 유적지로 변해간다. (수필, ‘섬진강’ 중)

       나.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의 <자유론>(1859)은 그의 대표작이면서 동시에 가
장 유명한 ‘자유론’이다. [[자유라는] 주제를 놓고 숙고하거나 토론할 때 기본서
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한번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수시로 참고하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서평, ‘자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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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과나무의 열매인] 사과는 [살과 즙이 많은] 과육층, 그 안쪽의 [퍽퍽한] 응어
리, [응어리 속에 들어 있는] 한 개 이상의 씨들로 이루어져 있다. (백과사전, ‘사
과나무’ 중)

       라.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소득대체율은 현행(2028년까지 40%로 인하)대
로 놔두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3~4%포인트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즉각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논설 
기사, ‘국민연금’ 중)

       마. 양파, [다진] 마늘을 넣어 중간 불에서 1분간 볶는다. 방울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양조간장을 넣고 중간 불에서 3분, 피자치즈를 넣고 1분간 볶는다. 불을 끄고 
[통후추 간] 것을 넣어 섞는다. (요리법, ‘리조토’ 중)

(35가)에서 ‘강물’은 화제이고 그 앞의 관형절이 화제에 대한 논평이 된다. 논평 
중 ‘역사’는 이어지는 문장의 화제가 되고 ‘역사를 이루던 인간의 마을’이 다시 이
어지는 문장의 화제가 된다. (35나)의 화제는 서평의 대상인 <자유론>이다. 화제
가 도입된 후 이어지는 문장에서 화제는 변하지 않으며 논평만이 바뀐다. (35다)
에서는 상위 화제인 ‘사과’에서 하위 화제인 ‘과육층’, ‘응어리’, ‘씨들’이 논평인 관
형절과 결합되어 파생된다. (35라)의 관형절 ‘지금까지 공개된’은 화제 ‘내용’에 대
한 논평이다. 이는 이어지는 문장의 화제인 두 가지 방안으로 분열되어 각각 논평
인 관형절과 결합되어 전개된다. (35마)는 화제가 선행 문장으로부터 파생되지 않
고 맥락상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시문과 같이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 유용한 전개 방식으로 보인다. 이들 관형절에서 분석되는 담화 화용적 기능
은 ‘도입’, ‘조응’, ‘의미적 관련’, ‘체계적 관련’, ‘연속적 사태 통합’이다. 
  한편 화제의 계층성은 화제가 제시되는 순서가 아니라 개념적 위계에 의해 결정
된다. 개념적으로 위계화하면 화제는 크게 대등적 화제와 종속적 화제로 나뉜다. 
화제의 종속성을 결정하는 속성에는 하의 관계, 부분·전체 관계 등이 있다. 특히 
만과 톰슨(Mann & Thompson, 1986, 이삼형, 1999: 217 재인용)은 일반적인 진
술과 구체적인 진술이 결합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관계를 상세화라고 하며 ‘집합-
성분, 일반-예시, 전체-부분, 과정-단계, 대상-특질’의 5가지124)로 구분한 바 있

124) 만과 톰슨(Mann & Thompson)의 의미 상세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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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의미 상세화에 의한 전개는 관형절의 ‘의미적 관련’과 ‘체계적 관련’ 기
능이 쓰인 부분에서 볼 수 있으며 역시 응집성에 기여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과 관련하여 보면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텍스트에 따
라 다양하게 양상이 드러나지만 [표 65]에서 알 수 있듯이 백과사전 설명과 요리
법에서는 대상의 도입과 조응, 그리고 관련된 대상의 도입에 따른 의미적 관련에 
의한 응집 기능만이 관찰되어 다양한 기능이 두루 사용되는 다른 장르에 비하여 
텍스트가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다른 장르에서는 조응, 
의미적 관련, 체계적 관련, 연속적 사태 통합, 부차적 사건 표시 등의 기능을 가진 
관형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컨
대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의 대부분이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
므로 관형절의 사용과 텍스트의 응집성 사이에는 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4) 화제의 구체성과 추상성

  관형절의 지시 기능은 텍스트의 화제가 총칭적인 것인지 개별적인 것인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와도 연결되는데 텍스트에
서 주요하게 다루는 대상이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것일수록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이 많이 나타났고 화자와 청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개별적인 대상을 다루
는 것일수록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이 많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는 청자에게 요
리의 상황을 가정하고 방법을 알려 주는 요리법에서는 모든 대상이 내포에 따른 
지시에 의해 지칭되었고(100%), 이어서 청자가 알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
하여 전달하는 편지(72.9%), 상황이나 쟁점을 일반화시켜 상식에 호소하며 견해

집합-성분 화제들의 관계가 하나는 집합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그 집합에 속한 성분을 나타
내는 경우

일반-예시 화제들의 관계가 하나는 일반적인 것을,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
타내는 경우

전체-부분 화제들의 관계가 하나는 전체를, 다른 하나는 그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
과정-단계 화제들의 관계가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전체의 과정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의 한 단계를 나타내는 경우
대상-특질 화제들의 관계가 하나는 어떤 대상이나 사상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해 

색깔, 질, 특징들을 기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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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히는 논설 기사(68.2%), 책에 대한 해설과 평이 주를 이루는 서평(57.3%),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는 백과사전(53.3%)에서 비교적 많이 나
타났다.
  반면 대상에 따른 지시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여행기
(57.1%)와 경험적 서사로서 선택한 수필(56%)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고 뒤를 
이어 백과사전(50%), 서평(47.1%), 논설기사(31.8%), 편지(31%)의 순으로 나타
났다. 즉 우리는 청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지시 대상을 환기할 때 구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형절을 사용하는데 이때 화제가 총칭적인 것일 때에는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을 사용하고, 화제가 개별적인 것인 때에는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을 사용하
게 되는 것이다.

(5) 화자의 태도 노출의 정도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노출의 정도는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상의 속성이나 대상을 둘러싼 정황은 텍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으나 화자의 태도는 장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화자들이 관습적으로(혹은 필수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평가나 견해를 
맥락화하는지가 장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앞에서 정리한 
[표 64]를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4]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의 사용률

화자의 태도는 개인적 심정을 전하는 편지에서 가장 높은 비율(23.7%)로 나타났
고, 독자에게 자신의 견해와 평가를 피력하는 서평(12.4%)과 논설 기사(12.1%)
가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반해 설명적 묘사에 해당하는 백과사전이나 지시문에 해
당하는 요리법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관형절을 찾아 볼 수 없다. 장르별로 

수필 논설 기사 백과사전 요리법 편지 서평 여행기
속성 43.6 68.4 43.2 100.0 48.1 48.7 51.5
정황 51.3 25.9 50.0 0.0 51.9 41.5 42.9
태도 6.7 12.1 0.0 0.0 23.7 12.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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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면 서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 등장인물이나 소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는 기능이나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를 환기하
는 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데 반해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독자에게 
맡기는 편이므로 화자의 태도는 비교적 적게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에 반
하여 주장이나 평가 및 견해를 밝히는 장르의 글인 논설 기사나 서평에서는 화자
의 태도가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 청자에게 화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한
편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는 백과사전의 정의나 조리 과정을 절차에 따라 지시하는 
요리법에서 화자의 태도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개인의 주관적 심정을 직접적으
로 표현하고 사적인 사연들이 교환되는 편지에서 화자의 태도는 구구절절하게 드
러난다. 여행기에서도 화자의 태도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는 감상이나 평가
는 청자에게 맡기고 대개는 여행지에 대한 묘사나 여행지에서 겪은 서사를 담담하
게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관련하여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 화자의 태도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방법으
로 교육 내용화할 수 있을 것이다.

(6)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화의 차이

  앞(153-154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논설 기사는 대개 ‘서론-본론-결론’의 구
조를 따르며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며 치 하고 조직적이다. 서평 역시 화자의 견
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술-해석-비평(김미선, 2009)’ 혹은 ‘서론-본론-결론
(이효진, 2012)’의 구조를 따르며 문장의 흐름이 비교적 강하다. 여행기는 ‘처음-
중간-끝(최선희·이병규, 2016)’의 구조를 따른다. 백과사전의 정의는 설명문과 비
슷하여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수필은 
대개 ‘서두-본문-결미’ 혹은 ‘발단-전개-결말’의 구조를 갖지만 본고에서는 개인
의 경험적 서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필을 선택하여 서사의 구조인 ‘발단-위기
-갈등-절정-대단원’을 따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논증적인 태도를 취하는 
논설 기사나 평가적인 태도를 취하는 서평에 비하여 비교적 형식이 없고 자유롭게 
쓴다는 수필의 특징이 공존한다. 편지는 ‘서두-본문-결말’의 형식을 지니며 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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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호칭, 인사, 문안, 자신의 안부 등을 쓰고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사연을 밝
힌다. 결말에서는 끝인사와 쓴 날짜, 이름, 서명 등을 넣는다. 대상에 따라 알맞은 
예절과 격식을 갖추기는 하나 대체로는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형식성
이 매우 높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요리법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음식의 재료를 나
열하는 부분과 조리의 순서를 알려 주는 본문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부
분으로 구성된다. 전반적으로 텍스트의 길이가 짧고 1, 2, 3, 4 등과 같이 번호를 
붙여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시문을 나열하는 방식을 따르므로 문장의 
흐름을 강하게 유지하거나 응집성이 크게 작용할 필요가 없다. 즉 편지와 요리법 
등도 일정한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문장의 흐름이나 글의 전개 방식이 치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본고의 분석 대상이었던 텍스트들의 관형절 사용률을 다시 살펴보자.

[표 61]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률

관형절의 사용률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논설 기사(29%), 서평(28.1%), 백과
사전(24.2%), 여행기(22.2%), 경험적 서사로서의 수필(16.3%), 편지(15%), 요리
법(10.4%)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텍스트가 일정한 구조를 갖도록 발전한 장르의 
경우 응집성을 더욱 중시하고 그에 따라 관형절의 사용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
는 대체로 텍스트의 형식과 전개 방식의 차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관형절의 
사용률과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화 정도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125) 

125) 이와 같이 장르에 따른 관형절 사용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텍스트의 형식성이라
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텍스트의 구어성이나 실용성 등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즉 편지나 요리법 등이 다른 장르의 글에 비하여 비교적 구어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구어적 성격이나 실용적 성격 역시 형식성이 덜한 장르의 글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해
석하여 텍스트의 형식성이 보다 포괄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수필 논설 기사 백과사전 요리법 편지 서평 여행기
문장 수 278 155 224 114 227 313 338

전체 절 수 897 468 553 308 579 1020 1082
관형절 수 158 139 127 30 79 297 264

관형절 사용률 16.3 29.0 24.2 10.4 15.0 28.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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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대조 분석적 이해
  대조 분석적 특징은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하여 항상 메타적으
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명시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126) 이에 본고에
서는 학습자의 모어에서는 관형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어 관
형절의 학습과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언어에
서는 관형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외국어 학습자에게 목표어의 
언어적 특징은 중요한 상황적 맥락으로 작용한다(조영미, 2017). 따라서 본고에서
는 한국어 관형절에 대한 대조 분석적 이해가 관형절의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결론짓는다.
  대조 분석을 위한 절차에는 휘트먼(Whitman, 1970: 191-192)이 설정한 기술
(description), 선택(selection), 대조(contrast), 예측(prediction)의 4단계가 있다. 
여기에서 기술은 대조 분석하고자 하는 개별 언어에 대한 기술을 말하고, 선택은 
대조를 하기 위하여 자료의 규칙과 구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대조는 한 언어
의 선택된 규칙 및 체계를 다른 언어의 규칙 및 체계와 대조하는 것을 말한다. 끝
으로 예측은 앞의 세 단계를 통해 얻은 자료로 오류 및 학습 난이도를 측정하여 
학습상의 난점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각 언어에서 관형절과 유사한 
통사적 형식을 선택하여 대조할 것이며 각 형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기술
하도록 한다.

2.1. 한국어 관형절과 유사한 통사적 형식 이해

  한국어의 관형절은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형태·통사·의미론적 특징과 담화 
화용적 특징(혹은 기능)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에서 한국어

126)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박영순(1980: 298)은 “대조분석은 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려우며 또 언어의 어떤 현상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어떤 현상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시해 줄 수 있으며 그 두 언어의 공통점이나 상이점의 근본적인 이해와 진
정으로 어떠한 종류의 상이점이 언어 습득에 있어 난점이 되는지를 캐냄으로써 자국어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할 뿐만 아니라 목표로 하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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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형절에 해당하는 문법이 어떤 형태·통사·의미론적 특징과 담화 화용적 특징
을 갖는지 이해하고 실제 텍스트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학
습자의 모어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며 패권을 가진 언어인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
습자와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학습자 수를 보이는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1) 영어의 관계절: Relative Clause

  한국어의 관형절에 해당하는 영어의 통사적 구성은 관계 대명사절, 선행사가 있
는 관계 부사절, 그리고 동격절이다. 
  관계절은 주절 내에 있는 선행사인 표제 명사를 한정하는, 관계사가 유도하는 
종속절로 정의된다. 관계사는 관계절의 표지이자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하며 
선행사의 성격과 관계절 내부에서의 기능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관계 대명사
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6] 영어 관계 대명사의 종류

관계 대명사절이 포함된 문장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영
역본 중).

  (36) 가. Before you, there was a child [who went to the other world] as he was 
being born. (네 위로 [태어나면서 저세상으로 가버린] 아이가 하나 있었재.)

       나. Her everyday words, [which you didn't think deeply about and sometimes 
dismissed as useless when she was with you], ([엄마가 곁에 있었을 땐 깊이 
생각하지 않은 엄마의 사소하고 어느 땐 보잘것없는 것 같이 여기기도 한] 엄마
의 말들)

       다. the seaweed [that I brought] ([가져간] 미역가닥)

표제 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사람 who whom, who whose

사물, 동물 which which whose, of which
사람, 사물, 동물 tha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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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This is the boy [whose mother is a teacher]. (이 애가 [그의 어머니가 선생님
인] 소년이다.)

(36가)의 ‘who’가 이끄는 관계절은 표제 명사가 사람(a child)이고 관계사는 관계
절 내에서 생략된 주어로 기능한다. (36나)의 ‘which’가 이끄는 관계절은 표제 명
사가 사물(her everyday words)이고 관계사는 전치사(about)의 목적어이자 동사
(dismissed)의 목적어로 기능한다. (36다)에서 ‘that’이 이끄는 관계절의 표제 명
사는 사물(the seaweed)이고 관계사는 관계절 내에서 동사(brought)의 목적어로 
기능한다. (36라)에서 ‘whose’가 이끄는 관계절의 표제 명사는 사람(the boy)이며 
관계사는 관계절 내에서 소유격으로 기능한다.
  한편 관계 부사는 ‘전치사+관계 대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접속사와 부사의 역
할을 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7] 영어 관계 부사의 종류

관계 부사절의 형식으로 번역된 예는 다음과 같다.

  (37) 가. Under the clock tower [where Mom used to wait for him]. ([엄마가 그를 기
다리곤 하던] 서울역 시계 탑 아래서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영역본 중)

       나. One winter night [when the snow drifted onto the porch], (그해 [겨울눈이 마
루까지 들이치던] 날)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영역본 중)

       다. Tell me the reason [why you made the decision]. ([그 결정을 내린] 이유를 
말해 줘.)

       라. This is the way [how I found it]. (이것이 [내가 그것을 찾아낸] 방법이야.)

(37가)의 ‘where’는 표제 명사 ‘the clock tower’를 설명하는 관계절을 이끌고 관
계절 내에서 생략되었으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의 기능을 한다. (37나)의 ‘when’

선행사 관계 부사 전치사+관계 대명사
장소 the place[house, city] 등 where in[on, at] which
시간 the time[day, year] 등 when at[on, in] which
이유 the reason why for which
방법 (the way) how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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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의 의미를 갖는 표제 명사 ‘one winter night’에 후행하며 관계절 내에서 
시간 부사로 기능한다. (37다)의 ‘why’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제 명사 ‘the reason’
을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끌며 관계절 내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로 기능한다. 
(37라)의 관계사 ‘how’가 이끄는 관계절은 ‘the way’를 해설하며 관계절 내에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로 기능한다.
  끝으로 동격절은 that을 표지로 하며 한국어의 보문절과 유사한 통사 형식이라
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He would see marvel that one woman could have 
brought them all by herself(한 여인이 혼자 그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경
이를 볼 수 있었다.).’에서 that이 이끄는 절은 ‘marvel’에 대하여 어떤 ‘경이’인지
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관계절이 내부에 관계사로 공지시되는 생략된 논항이 
있는 반면 동격절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
  한국어 관형절과 영어의 관계절, 동격절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어순과 위치
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관형절이 표제 명사 앞에 위치하는 반면 영어의 관계절과 
동격절은 표제 명사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다.127) 그러나 영어는 관계절의 활용이 
높고 모든 격에서 관계화가 일어나며 체계적인 관계절을 가지고 있어 영어를 모어
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관형절의 사용에 있어서 비교적 산출 빈도가 
높은 편이다(김신영, 2017).
  또한 이영옥(2004: 145-146)에 따르면 영어는 명사형 목적어를 수반하는 전치
사구 및 다양한 타동사의 발달, 시제를 갖춘 모든 문장에서 주어가 반드시 표현되
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한 명사 지향 언어 또는 객체 지배 언어
(object-dominant language)로서 명사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명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 기재가 발달하였으며 한국어와 비교할 때 명사를 수
식하는 관계절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명사를 중심으로 수식
을 가하여 명사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구조가 한국어에서보다 훨씬 많이 발
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어의 관형절이 영어로 번역될 때 동일한 형식의 
통사 구조를 실현하며 번역되기보다는 다양한 형식으로 의미적 등가가 구현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128) 
127)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좌분지(left-branching) 또는 핵어 후치(head final) 언어와 

우분지(right-branching) 또는 핵어 전치(head initial)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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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어의 관형절: 定语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절에 해당하는 구성을 정어(定語)라고 칭한다. 그러
나 본고에서는 정어라는 표현 대신 중국어의 관형절이라고 하겠다. 형식은 한국어
의 관형절과 유사하게 관형절이 표제 명사 앞에 나오며 관형사형 어미와 유사하게 
관형절 끝에 구조조사(結構助詞) ‘的’이 붙는다. 다만 이는 관형사형을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기능만 할 뿐 시제나 상 등의 의미는 없다. 중국어의 관형절은 한국어
의 관형절과 마찬가지로 관계절과 보문절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
할 수 있다(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중국어 번역본). 

  (38) 가. [问我名字的]人 ([내 이름을 물어본] 사람) 
       나. [几十万人死于战争的]事 ([수십만의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일)

여기에서 (38가)는 관계절로서 표제 명사인 ‘사람’이 관형절 내부의 생략된 주어
로 기능한다. (38나)는 보문절로 볼 수 있는데 관형절이 표제 명사 ‘일’의 내용을 
설명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절 교육 연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조 내용
은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다(민명숙, 2010; 전영미, 
2012; 서만, 2012; 장춘뢰, 2012; 이빙청, 2013; 장천, 2014; 전욱기, 2014; 소문
경, 2015; 유호, 2015; 장미, 2015; 서은로, 2016; 赫美萍, 2017 등). 이는 한국
어의 관형사형 어미에는 관형절 표지 외에도 시제, 상, 서법의 의미 기능이 함께 
있는 반면 중국어의 ‘的’은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적인 표지이므로 의미적 대
응을 위해서는 관형절 내부에 시제, 상, 서법의 의미를 갖는 부사나 조동사, 동태
조사 등이 별도로 필요하다. 다음의 [표 68]은 이빙청(2013)을 정리한 것이다.

128) 이영옥(2004: 147)은 ‘관계절 구문은 인간 언어에서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지만 각 언어마다 화용론적 상황과 의미 표현 기능에서 관계절이 차지하
는 비중이 다르므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는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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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빙청, 2013: 43)

[표 68]을 보면 각각의 관형사형 어미에 대하여 결합하는 서술어의 품사와 관형
절의 시제, 상, 서법의 의미에 따라 중국어에서 대응하는 표현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관형절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어와 대조 분석한 논의를 살펴보면 한국
어의 관형절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김민정
(2009: 13)은 중국어에서는 관형절의 사용 빈도가 한국어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고 특히 관형절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사용을 회피한다며 이는 중국인들의 언어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어가 SVO의 어순을 취하고 주로 결론을 문장의 첫머
리에 제시한 뒤 그 뒤에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한국어의 관계절이나 보문절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동일한 통사 구조를 사용
하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관형절을 표제 명사의 뒤로 보내어 서술하는 구조가 자연

상황 유형 중국어 표현
-는 (상대 시제에서) 현재 혹은 진행을 나타낼 때 (現在/正在/正)…的

대응 표현이 자동사인 동사와 결합할 때 ø

-(으)ㄴ
동사와 결합할 때

(以前/之前/昨天)…的
(以前/之前/昨天)…(过)的
…(着)…的

형용사 혹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是)…的
ø

-(으)ㄹ

예정을 나타낼 때 要/將/將要/卽要…的
추측을 나타낼 때 会/可能/可能会…的
의도를 나타낼 때 想/要/想要…的
-았/었을 大槪/可能+已经…的

可能…过的
시제의 의미가 없을 때 …的

-던

동사와 결합할 때
以前/过去/会经+常常/時常/
一直…的
没…完的

형용사와 결합할 때 以前/过去/会经(一直)…的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以前/过去/会经(一直)…是

的
‘-았/었던’이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할 때 (以前/过去/会经)…过的
‘-았/었던’이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以前/过去/会经是…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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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는 것을 다양한 예문을 들어 설명한다. 반면 중국어의 관형절은 그대로 한
국어 관형절로 번역해도 어색하지 않다고 하며 한국어의 관형절을 중국어로 번역
하는 경우의 전략으로 관형절을 동일한 통사 형식을 사용하여 번역하기보다는 별
도의 절로 나누어 번역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김아영(2010)은 한국어의 관형절이 사용상 제약이 매우 적은 반면 중국어 
관형절은 제약이 매우 많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9) 중국어에서 관형절의 사용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김아영, 2010)
       가. 비한정적 의미를 갖는 명사는 그 의미를 한정해 줄 말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한국

어에서는 종종 관형절로 표현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
식하는 관형절로 표현되기도 하고 명사 뒤에서 명사를 설명하는 술어처럼 표현되
기도 하는데 특히 표제 명사가 포함된 선행절이 존재문129)이거나 목적을 위한 
행위를 나타낼 때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설명하는 술어처럼 표현된다(362).

       나. 한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의미가 이미 충분히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이를 추가적으로 한정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한정 명
사(구)를 수식하는 절은 여전히 명사(구) 앞에 위치하여 관형어로 표현되는 데 
비해 중국어에서 한정 명사(구)를 수식하는 절은 명사(구) 뒤에 위치하여 명사
(구)를 설명하는 술어처럼 표현된다(364).

       다. 관형어 표지의 차이로 인해 한국어는 관형절 내에 관형절이 사용되는 데 별 어려
움이 없는 반면 중국어는 관형절 내에 관형절이 사용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366).

(39가)에 해당하는 예문은 ‘他友一个妹妹, 很喜欢看电影。(그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영화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으로 한국어에서는 ‘그에게는 영화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여동생이 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한국어 문장의 관
형절 ‘영화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이 중국어 문장에서는 별도의 문장인 ‘很喜欢
看电影。(영화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로 나타나는 것이다.

129)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문장(김기혁, 200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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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어의 수식절: 連体修飾節

  일본어에서 한국어의 관형절에 상당하는 구성은 연체수식절(連体修飾節)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다. 한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관형절의 
표지로 삼고, 이와 유사하게 영어에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중국어에서 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본어의 연체수식절에는 별도의 표지가 없다. 다음 예문과 
같이 명사를 수식하고자 하는 문장의 서술어를 기본형으로 하여 명사 앞에 붙이는 
방식으로 실현된다(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일본어 번역본 중). 

  (40) 가. [あたしの名前を訊いた]人 ([내 이름을 물어본] 사람)
       나. [うちの子どもらに食べさせる]小麥粉 ([내 자식들에게 먹일] 가루)
       다. [製造業を維持する]必要がなかった。([제조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라. [冷藏庫が作動している]音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40)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본어의 연체수식절은 한국어 관형절에 거의 일대일로 
대응하는 번역이 가능하다. (40가)의 연체수식절 ‘あたしの名前を訊いた’은 서술어 
부분이 ‘訊いた’와 같이 과거형으로 쓰였고 (40나)의 서술어 ‘食べさせる’는 동사 
‘食べる(먹다)’의 사동형이다. 특히 (40다)의 표제 명사 ‘必要’와 (40라)의 표제 
명사 ‘音’을 사용하여 한국어의 보문절 역시 동일한 의미와 구조로 번역할 수 있는
데 이는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이다.130) 즉 한국어 관형절을 일본어
로 번역하는 것은 의미와 통사 구조의 일대일 대응이 거의 가능하여 비교적 쉬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40라)의 연체수식절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돌아가는’이라고 

130) (40다, 라)는 영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거나 번역되었는데 모
두 의미의 등가는 이루고 있으나 구조나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대응을 이루기는 어렵
다.

     가. There was no need to maintain manufacturing industries. (제조업을 유지할 필요
가 없다.)

     나. 无需继续制造。(제조를 계속할 필요 없다)
     다. the hum of the refrigerator (냉장고의 윙윙거림)
     라. 冰箱发出的声音 (냉장고가 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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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것을 ‘作動している(작동하고 있는)’으로 표현하여 상적인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어의 연체수식절은 관형격을 나타내는 형태적 표지
를 제외하면 한국어의 관형절과 매우 유사한 통사 구조를 보이지만 관형절 내부의 
명제를 면 히 살펴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인지적 차이로 인하여 상적인 특
징이나 관점, 시점, 화법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일본어 번역본 중).

  (41) 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 [久方ぶりに顔をそろえた]家族 (오랜만에 얼굴을 모
은 가족)

       나.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 [オンマがいなくなつた]場所 (엄마가 없어진 장소)

(41가)는 표제 명사 ‘가족’이 한국어에서는 관형절 내부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지
만 일본어의 연체수식절 내부에서는 소유격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 (16나)의 
관형절에서는 ‘엄마’가 목적어이지만 일본어의 연체수식절에서는 주어로 실현되고 
그에 따라 동사 역시 ‘잃어버리다’에서 ‘없어지다’로 타동형에서 자동형으로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형절에 나타나는 시제와 상의 대
응 관계를 분석한 논의(송정혜, 2003)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9]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형절에 나타나는 시상의 대응 관계(송정혜, 2003)
일 한 대응하는 시상

관
계
절

る
-는 기준 시점의 상태, 눈앞의 행위, 미래의 일(사실성), 심리적 상

태, 반복적 행위, 속성, 관계 동사
-은 형용사, 관계 동사
-을 미래의 일(확실성)
-던 상태동사가 주절시의 상태를 나타내며 기준 시점이 다른 경우

た

-었던 과거의 특정 주체에 의한 특정 시간에 일어난 일

-은
주절시를 기준으로 발화시보다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경우
언제 일어났는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재귀 동사나 변화 동사가 기준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형용사, 관계 동사

-는 이미 일어나 있는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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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더욱 거시적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하여 인지언어학적으로 대조한 조
은숙(2009)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표 70]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형 대조(조은숙, 2009: 207)

조은숙(2009: 207-208)은 [표 70]을 포괄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특성을 구상
(具象)과 추상(抽象)의 대비라고 말한다. 추상은 구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
한 인식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표상이나 개념에서 일정한 특성이나 

131) ‘ている’와 ‘ていた’는 주로 한국어의 ‘-는, -던, -었던, -아/어/고 있-’과 대응하나 그 
양상이 복잡하여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2)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 구조와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 구조로 표현되는 개념 화자의 인
지 구조는 연속 주사(sequential scanning) 방식과 요약 주사(summary scanning) 방식이
라는 대비되는 해석 방식을 갖는다. 연속 주사 방식은 어떤 사태에 대하여 단독으로 개념
화하기보다는 복수의 다른 사태들을 시간적 순서별로 해석하려는 사태 인지 구조이다. 요
약 주사 방식은 연속 주사 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더불어 전개되는 연속된 사
태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재조합하여 하나의 총체적 형태로 포착하려는 인지 처리 방법
이다(조은숙, 2009: 200-201). 

유형 한국어 일본어
표현 구조   동사적 표현 구조   명사적 표현 구조

  능동적 표현 구조   피동적 표현 구조

인지 구조
  복합 비시간적 관계   단순 비시간적 관계
  연속 주사 방식   요약 주사 방식132)
  객관적 사태 인지   주관적 사태 인지
  규범적 관점 배열   자기중심적 관점 배열

시점 구조
  동적 시점 구조   정적 시점 구조
  고정적 시점 구조   유동적 시점 구조
  관찰자 시점 구조   서술자 시점 구조

의미 역할   동작주 중심   피동작주 중심
  사태주 중심   개념 화자 중심

의미 구조   구체화 언어   간결화 언어
  결과 중심 언어   과정 중심 언어

-던 상태동사가 주절시의 상태를 나타내며 기준 시점이 같은 경우
ていた -던 과거 미완료를 나타내며 동사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경우131)

보
문
절

る -는 수식절이 표제 명사의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
-을 비현실의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

た -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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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빼내거나 빼낸 것을 사고의 대상으로 하는 정신 작용이다. 한국어에서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되는 동사적 표현이 일본어에서는 동사적 속성을 배제시
키고 명사적으로 간결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한국어는 구상 언어이며 일본어는 
추상 언어라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관형절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른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에 비하여 우위에 있으나 관형절 내부의 시제나 
상과 같은 세부적인 문법 요소들의 실현에 있어서는 오류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을 배제할 수 없다. 

2.2. 동일한 의미의, 언어에 따른 통사적 실현 양상

  한 언어의 어떤 형식에 대하여 언어 유형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조 
분석적 관점에서 다른 언어의 유사한 형식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
는 방법이 유효하다. 

(1) 분석 자료와 절차

  본고에서는 한국어 관형절을 중심으로 대조 분석을 하기 위하여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외국어로 번역133)되어 보급된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
탁해』와 그 번역본, 그리고 한국 신문의 논설 기사와 그 외국어판의 해당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승권(2004ㄱ: 2)은 ‘번역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통사 구조의 기능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는 단순한 의미의 이동만이 아니라 
통사적 등가 구조도 함께 이동하는 것이다. 통사 구조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경험
이 여러 층위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인간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때 경험 

133)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는 출발 언어와 목표 언어에 있어서 음성, 음운, 형태, 의미, 통사 
등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차원에서의 등가를 넘어, 출발 언어와 목표 언어
의 텍스트를 단순한 언어 기호의 총체 대 총체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목
적을 지향하는 가운데 화용 심지어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등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서정목, 200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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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언어의 층위에서는 통사적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
을 밝혔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번역에서 두 언어 간의 통사론적 유사점
과 차이점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며 실제 번역에 있어서도 통사적 등가를 우선시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정목(2009)은 번역이 언어 간 대조 분석의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분석 절차를 체계화하였다.

[그림 7] 대조 분석과 번역의 절차(서정목, 2009: 262)

  여기에서 대응은 대조언어학적 용어이고 등가는 번역학적 용어이다. 대조언어학
에서는 대조 분석을 기제로 형식적 대응의 조건과 전제를 연구하고 대응하는 구조
와 문장을 기술하는 것이고, 번역학은 출발 언어의 메시지에 가장 자연스러운 등
가의 조건들을 연구하고 개별 언어에 있어서 번역 등가의 기준이 유효한 발화와 
병렬된 텍스트를 기술하는 것이다(서정목, 2009: 264). 즉 대응은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에 구현된 의미의 형식이 동일한 경우를 가리키고 등가는 두 텍스트가 
내용면에서는 강한 유사성을 보이지만 형식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본
고의 대조 분석 절차와 관련지어 [그림 7]을 설명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L2)
에서 한국어(L1)의 관형절과 비교 가능한 대조점을 찾고 번역의 등가를 통하여 
공유된 의미를 찾아 대응을 통한 대조 분석을 하는 것이다.134) 
134)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언어 형식의 대조 분석을 위해 문학 작품의 원본과 번역본을 자

료로 선택한 선행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응
(correspondence)

대조 분석
(CA)

↑   ↓

L1 비교 가능성
(comparability) →

대조점
(tertium comparationis)  L2

↑   ↓

번역의 등가
(translation equivalence)

번역
(translation)

대조 절차
(contras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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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 한국어 관형절의 대조 분석을 위해 선택한 자료는 서사적 장르의 산물
인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와 그것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본 그리
고 논증적 장르의 산물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논설 기사와 그것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기사이다.135) 

논의 언어 대조점 분석 자료
구정연
(1999)

프랑스어, 
한국어, 
영어

텍스트  카뮈(Camus)의 『L’Étranger』 원본과 한국어, 영어 
번역본

변선화
(2001)

프랑스어, 
한국어 지시한정사

 이문열의 『금시조』 원본과 프랑스어 번역본
 황순원의 『소나기』 원본과 프랑스어 번역본
 카뮈(Camus)의 『L’Étranger』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플로베르(Flaubert)의 『Trois contes』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송정혜
(2003)

한국어, 
일본어

관형절의 
시제와 상

 김대중의 『나의 삶, 나의 길』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중앙일보의 한국어판과 일본어 번역판

예유진
(2012)

일본어, 
한국어

「-ている」
와 한국어 
대응 표현

 東野圭吾의 『容疑者Xの献身』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이길섭
(2012)

한국어, 
영어 관형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원본과 영어 번역본
 공지영의 『인간에 대한 예의』의 원본과 영어 번역본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의 원본과 영어 번역본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원본과 

영어 번역본
주순

(2013)
한국어, 
중국어 피동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원본과 중국어 번역본

이영화
(2013)

일본어, 
한국어

자동사, 
타동사

 黒柳徹子의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유양
(2014)

한국어, 
중국어 지시 관형사  공지영의 『도가니』 원본과 중국어 번역본

진경애
(2016)

한국어, 
일본어 호칭, 지칭

 김은희 외의 『겨울연가』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원본과 일본어 번

역본
 이우정 외의 『응답하라 1997』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江国香織의 『流しのしたの骨』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綿失りさ의 『되りたい背中』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奧田英朗의 『サウスバウンド』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왕노신
(2019)

한국어, 
중국어

대립관계 
접속어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원본과 중국어 번역본

135)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논설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 신
문사의 기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에 번역이 비교적 균일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타 신문사의 경우 외국어판에 기사가 선택적으로 소개되어 일치하는 기사를 찾
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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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가. 신경숙(2008), 엄마를 부탁해, 파주: 창비.
       나. 김지영 역(2011), Please Look After Mom, Knopf Publishing Group.
       다. 설주 역(2010), 尋找母親, 人民文學出版社.
       라. 안우식(安宇植) 역(2011), 母をお願い, 集英社.
  (43) 동아일보 논설 기사
       가. ‘脫코드·대탕평 개각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쇄신 이끌라’ (2019. 11. 12.) (이하 

국정 쇄신)
       나. ‘美합참 “지소미아는 필수”… ‘동맹 위기’ 자초 말라는 경고다’ (2019. 11. 13.) 

(이하 지소미아)
       다. ‘미중 전략경쟁이 동아시아 질서 무너뜨린다’ (2019. 11. 13.) (이하 미중 전략경

쟁)
       라. ‘오케이 부머, 오케이 레니얼’ (2019. 11. 16.) (이하 오케이 부머)
  (44) 중앙일보 논설 기사
       가. ‘디플레이션 징조, 중산층 위축…무기력한 한국 경제’ (2019. 9. 4.) (이하 디플레

이션)
       나. ‘3분기 성장률 0.4% 쇼크…노동·규제 개혁이 해답이다’ (2019. 10. 25.) (이하 규

제 개혁)
       다. “K팝의 나라 왜 이리 혁신은 못하냐”는 블룸버그의 탄식’ (2019. 11. 11.) (이하 

K팝 혁신)
  (45) 한겨레신문 논설 기사
       가. ‘미국의 잇단 대화 촉구, 북한 호응 기대한다’ (2019. 9. 8) (이하 북미 대화)
       나. ‘한 여성 연예인의 죽음 앞에서’ (2019. 10. 15.) (이하 여성 연예인)
       다. ‘‘금강산 관광 문제’, 남북이 만나 돌파구 찾아야’ (2019. 10. 27.) (이하 금강산 

관광)

  먼저 대조 분석을 위해 먼저 한국어로 된 소설(17가)에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
라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서사적 전개가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하여 텍스트 10개
를 선정하였다. 영어(17나), 중국어(17다), 일본어 번역판(17라)에서 각각 해당되
는 부분을 찾아 한국어의 관형절이 포함된 문장의 번역문을 찾아 의미적 등가를 
이루는 부분의 언어적 대응 방식, 즉 통사적 형식을 파악하고 어떤 번역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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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방법에 대하여 비네와 다르벨네(Vinay & Darbelnet, 1958, 전성기 역, 
2003)는 비교문체론136)적 관점에서 먼저 직접 번역과 간접 번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7가지 방법으로 세분하였다. 직접 번역에는 차용(borrowing), 모사(calque), 
축어역(literal translation)의 방법이 있고 간접 번역에는 전위(transposition), 변
조(modulation), 등가(equivalence), 번안(adaptation)의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
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비네와 다르벨네(1958), 지정숙(1997), 이승권(2001)의 논
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표 71] 비교문체론에 따른 번역 방법(Vinay & Darbelnet, 1958; 지정숙, 1997)

136) 언어 간의 대조를 통해서 번역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된 연구 분야로서 둘 이상의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각각의 언어에 대한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승권, 2004ㄴ: 6).

방법 해설 예시
차용

한 언어권에 없거나 전혀 새로운 개념
을 표시하기 위해 외국어를 그대로 옮
겨와 표기하는 방식

SOHO(Small Office Home Office)→소
호
케이크, 불도저, 서스펜스, 카페, 앵콜 등

모사
차용의 일종으로 단어만 대응어로 바
꾸어 외국어 표현을 그대로 쓰는 방식
으로 단어나 구절이 특유한 용법을 차
용

iron curtain → 철의 장막
hot potato → 뜨거운 감자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빕니다.

축어
역

외국어를 똑같은 뜻의 자국어로 옮기
는 방법으로 어원이 같은 말과 문화가 
비슷한 말의 경우에 많이 사용. 언어
적 차원의 동일성과 문법 규칙만을 의
식해 일대일 대응을 시도. 같은 어족, 
문화권 내에서 효과적인 번역

I go to school. → 나는 학교에 간다.
He loves Jude. 
→ 그는 쥬드를 사랑한다.
I left my spectacles on the table 
downstairs. → 나는 아래층 탁자 위에 
내 안경을 놓았다.

전위
담화의 전체적인 의미에는 변화를 주
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문법적인 성격
이 변화. 주로 품사의 변화

Usually(부사) the bus would arrive 
five to ten minutes late.
→ 버스는 5분 내지 10분씩 늦는 것이 
보통이었다(보어).

변조
텍스트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 번역. 
자율/타율, 능동/피동, 긍정/부정, 원인
/효과, 시간/공간, 은유/환유, 구체/추
상, 부분/전체, 부분/다른 부분, 화법, 
시점 등의 변조

The soup was not very hot.
→ 수프는 식어 있었다.
He felt like a pudding.
→ 그는 푸딩을 먹고 싶었다.

등가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므로 뜻은 같으
나 문장 구조나 문체가 전혀 다른 표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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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의 번역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관형절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면 한국어 텍
스트가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전환될 때 의미의 동일성과 의사소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두 언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관형절은 번역될 때 대개 통사적 등가를 유지하는 경우와 자연스러운 등
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사적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로 나누고 통사적 변이가 일어
난 경우는 다시 그 변이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관형절과 유사한 통사 형태는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관계 대명사절, 선행사가 있는 관계 부사절, 
그리고 동격절, 중국어에서는 정어(定语)，일본어에서는 연체수식절(連体修飾節)
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번역된 경우는 통사적 등가를 유지하는 경우로 분석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빈도를 산출하여 한국어 텍스트에서 관형절이 나타난 빈도와 비
교하였다. 통사적 변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변이 결과를 대등절, 부사절, 독립 문장
을 포함하는 별도의 절, 명사(구), 형용사, 동사(구), 생략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림 8] ‘엄마를 부탁해’ 원본과 번역본 대조 분석 예시

현의 번역. 주로 상투적 문구, 속담, 
격언, 감탄사, 간투사 등의 번역

Greeting of the season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번안
메시지와 관련된 상황이 목표어에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 등가성을 유지하
며 다른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상황
으로 대체하는 방법

프랑스어의 68세대 → 한국어의 4.19세
대
Let’s have a high tea tomorrow.
→ 내일 저녁 같이 합시다. 
Yours Sincerely, →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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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 분석 대상인 한국어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쪼개어 
엑셀에 입력하고 각 문장에서 관형절을 인식한 후 각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을 지시, 맥락, 텍스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번역된 텍스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관형절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분석한 
텍스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텍스트: 잃어버린 엄마137)

  이 부분은 소설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여러 인물과 상황이 도입되어 독
자들을 활성화시키고 맥락을 형성하고 상황을 전제한다. 딸의 시선으로 묘사되는 
이곳에서는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과 정황이 화제화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엄마라는 명사와 그에 대한 수식으로 잃어버렸다는 관형절이 반복되는데 그에 따
라 ‘잃어버리다’라는 서술어가 7회에 걸쳐 등장한다. 이 텍스트에서는 모두 14개의 
관형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72] ‘엄마를 부탁해’ 첫 번째 텍스트의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137)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텍스트의 제목은 연구자가 붙였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①[오빠 집에 모여 있던] 너의 가족들은 궁리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 ②[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일단 전단지 초안을 
짜보기로 했다. 옛날 방식이다.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④[③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실종신고를 내는 것, 주변을 뒤
지는 것, 아무나 붙잡고 이런 사람 보았느냐 묻는 것, ⑤[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동
생이 인터넷에 ⑥[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⑦[잃어버린] 장소와 엄마의 사진을 올
리고 비슷한 분을 보게 되면 연락해 달라고 게시하는 것. ⑧[엄마가 갈 만한]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싶었으나 이 도시에서 ⑨[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
고 있었다. ⑩[글을 쓰는] 사람이니 문안 작성은 네가 해라, 오빠가 너를 지명했다. ⑪
[글을 쓰는] 사람. 너는 ⑫[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귀밑이 붉어졌다. 과
연 ⑬[네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이 ⑭[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관형절 지시 맥락 텍스트
① 오빠 집에 모여 있던 너의 가족들 대상 정황 도입,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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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관형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표 73] ‘엄마를 부탁해’ 첫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원문 영어 번역 중국어 번역 일본어 번역

① 오빠 집에 모여 있던 
너의 가족들

㉠ The family is 
gathered at your 
eldest brother 
Hyong-chol’s 
house, 

㉮ 
你们家人聚集在哥哥
家里

兄の家に集まつてい
たあなたの家族

②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 where Mom was 
last seen

㉯ 
散发到妈妈失踪地点
的周围

ⓐ 
オンマがいなくなつ
た場所

③ 남은 가족들 ㉢ a missing 
person’s family ㉰ 其他人 殘された家族

④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

㉣ there are few 
things a missing 
person’s family can 
do

㉱ 其他人能做的 殘された家族できる
こと

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동생

㉤ Your younger 
brother, who owns 
an online clothing 
store

㉲ 
经营网上服装点的弟
弟

衣類のショッピング
モールお經營してい
る弟

⑥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

㉥ something about 
your mother’s 
disappearance

㉳ 妈妈失踪的经过
ⓑ 
オンマがいなくなつ
た經緯

⑦ 잃어버린 장소 ㉦ where she went 
missing

㉴ 
妈妈失踪的经过和场
所

ⓒ その場所

②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내포 속성 조응, 화제
③ 남은 가족들 내포 속성 관련, 체계
④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 내포 정황 관련, 체계
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동생 대상 정황 관련, 도입
⑥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 내포 정황 조응, 화제
⑦ 잃어버린 장소 내포 정황 조응, 화제
⑧ 엄마가 갈 만한 곳 내포 정황 관련
⑨ 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 내포 정황 관련, 체계
⑩ 글을 쓰는 사람 내포 속성 도입
⑪ 글을 쓰는 사람 내포 속성 조응
⑫ 해서는 안 될 일 대상 태도 조응
⑬ 네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 대상 속성 관련
⑭ 잃어버린 엄마 대상 정황 조응,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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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에서 음영을 주어 표시한 부분은 해당 언어에서 관형절과 유사한 통사적 
형식으로 표현된 곳이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관형절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번역을 
하면서 해당 언어에서는 관형절 구성을 보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46) 가. All [you can do] is file a missing-person report, search the area, ask 
passersby if they have seen anyone who looks like her. (실종신고를 내는 것, 
주변을 뒤지는 것, 아무나 붙잡고 이런 사람 보았느냐 묻는 것)

       나. anyone [who looks like her] (비슷한 분)
       다. [似ている]人 (비슷한 분)

  영어 번역문과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 관형절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텍스트만을 봤을 때 한국어에서는 보문절 1개를 포함하여 총 14개의 
관형절이 사용된 것에 반해 영어에서는 7개의 관계절을 볼 수 있다. 특히 ‘잃어버
린 엄마’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엄마’라고만 한다. 한국어에서 ‘잃어버린 엄
마’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대조되는 지점인데 영어에서는 반복하
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문장 구성상의 관습도 작용하는 것 같다. 이에 반해 
한국어에서는 ‘잃어버린 엄마’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황을 강조하
고 독자의 마음을 울린다. (46가)의 ‘all you can do’나 (46나)의 ‘anyone who 

⑧ 엄마가 갈 만한 곳
㉧ places where 
you think she might 
be

㉵ 妈妈可能去的地方 オンマが行きそうな
場所

⑨ 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

㉨ she can’t go 
anywhere by 
herself

㉶ 
妈妈一个人能去的地
方

オンマが一人で出か
けていけるところ

⑩ 글을 쓰는 사람 ㉩ you write for a 
living ㉷ 作家 物書きおしている人

間
⑪ 글을 쓰는 사람 n/a ㉸ 作家 物書きおしている人

間
⑫ 해서는 안 될 일 ㉪ something you 

shouldn’t ㉹ 做了亏心事 してわいけないこと
⑬ 네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 ㉫ your words ㉺ 你笔下的某个句子 あなたが作り出すい
かなる文句

⑭ 잃어버린 엄마 n/a ㉻ 失踪的妈妈 ⓓ 
いなくなつたオン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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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s like her’는 한국어에서는 관형절로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서 상황에 대한 해
설을 부가하거나 비슷한 대상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영어 텍스트의 번역 방법을 분석하면 ㉠, ㉥, ㉦, ㉨, ㉩, ㉫과 같이 전위가 6회
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의미적 등가를 최대한 유지하되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통사적 불일치가 반영된 것이다.138) 이어서 ㉡, ㉢, ㉪와 같이 변조가 3회 
사용되었다. 이 역시 사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영어 사용자와 한국어 사용자의 
관점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 ‘where Mom was last seen
(엄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의 번역으로 능동이 수
동으로 번역되어 태의 변조를 확인할 수 있다.139) 그 외에 축어역이 3회(㉣, ㉤, 
㉧), 생략이 2회 나타났다.
  영어의 관계절 사용과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는 관형절을 사용하여 지시 대상
의 속성이나 정황을 지시 대상에 보다 접하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즉 영어에서는 대등절이나 종속절로 풀어 해설하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명사에 귀
속시켜 응집성을 높이는 것이다.
  [표 73]의 ㉠, ㉮과 같이 영어와 중국어에서는 모두 연속적 사태 통합 기능을 
관형절이 아닌 대등절로 처리하고 있다. 즉 연속적 사태를 관형절을 사용하여 명
사에 통합시킴으로써 사건의 전개를 보다 치 하고 긴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중
국어로 번역된 텍스트 역시 한국어에 비해 관형절은 8회로 비교적 적게 사용된다. 
138) 영어는 명사형 목적어를 수반하는 전치사구 및 다양한 타동사의 발달, 시제를 갖춘 모

든 문장(명령문과 몇 가지 관용구문 제외)에서 주어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조건 등으
로 인하여 명사 지향 언어 또는 객체 지배 언어(object-dominant language)라고 규정된
다. 반면 한국어는 다양한 종결 어미를 동반하는 서술어로 문장이 종결되며 주어나 목적
어 등이 문맥에 따라 자유로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유연성 때문에 동사 지향 언어 또는 
행동 지배 언어(action-dominant language)라고 한다(Talmy, 2001, 이영옥, 2004: 145 
재인용). 이에 따라 영어는 명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표현법이 발달되어 있고 이를 한
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일치하는 대응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 품사 변화 등의 전위가 사용
된다(박소연, 2013: 22).

139) 영한과 한영 번역에서 다른 태로 변조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로서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에서 태의 부호화 체계(coding system)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김은일, 
2014: 36). 언어 유형론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BECOME-언어로서 행위자보다는 전
체적인 상황 묘사에 중점을 두면서 만일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행위자를 감추거나 혹
은 환경에 동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영어는 DO-언어로서 행위자에 중점을 두
고 주어를 의무적인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중요하게 여긴다(Ikegami, 1991, 박소연, 
2013: 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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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절을 사용하여 속성이나 정황, 태도 등을 나타내는 대신 ㉷, ㉸, ㉺와 같이 명
사(作家)나 명사구(你笔下的某个句子)를 사용하여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텍스트에서 ⑩, ⑪ ‘글을 쓰는 사람’이나 ⑬ ‘네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은 모두 글을 쓴다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글을 써야 
하는 정황을 맥락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자신이 부각하고
자 하는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관련된 정황, 혹은 그에 대한 태도를 의도적으로 
관형절에 담아 표현하거나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Ⅳ
장 3절 2항 참고). 이러한 관점에서 ⑩, ⑪에 대한 ㉩의 ‘you write for a living
(너는 생계를 위해 글을 쓴다)’이라는 영어 번역은 통사적 등가는 실현되지 않았
으나 한국어 표현에서 의도한 정황적 맥락화가 잘 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어로의 번역 방법은 전위가 7회(㉮, ㉰, ㉱, ㉷, ㉸, ㉹, ㉺), 축어역이 4회(㉯, 
㉲, ㉵, ㉶), 변조가 3회(㉳, ㉴, ㉻)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영어나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관형절은 종종 관형절이 아닌 다
른 통사 구조, 즉 대등절이나 종속절 혹은 명사(구)로 번역된 반면 일본어에서는 
통사적 등가를 지니는 형식으로 번역되어 전반적으로 축어역이 많이 사용되었다
(10회). 그 외에 변조가 3회, 전위가 1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변조로 
분석되는 ⓐ, ⓑ, ⓓ는 수식절을 사용하여 관형절과 통사적 등가는 이루고 있으나 
‘잃어버린 엄마’가 ‘いなくなつたオンマ(없어진 엄마)’로 태가 변조되었다. ⓒ의 ‘そ
の場所(그 장소)’는 전위로 분석된다. 축어역이 많이 사용된 데에서 우리는 일본어
와의 언어적 거리가 중국어나 영어와의 거리에 비해 매우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⑥과 ⑦의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잃어버린 장소’라고 
표현한 것을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엄마를 잃어버린 경위와 (그) 장소’로 줄여서 
표현한다. 한국어에서는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관형절에 담아 
표현함으로써 강조하고 화제로 삼는 데 반해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언어적 경제
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어에서는 ‘something about your mother’s 
disappearance’와 ‘where she went missing’이라고 번역하여 의미적 등가를 비교
적 충실히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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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① 소설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 결과는 소설 「엄마를 부탁해」 중 본고에서 선택한 부분적 텍스트를 중심
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 두 번째 텍스트: 아들이 기억하는 엄마

  이 텍스트의 관형절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아들)와 엄마를 둘러싼 담화 배경을 
형성하는 맥락화이다. 잃어버린 엄마를 찾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였는
지 어떠한 헌신을 해 왔는지가 몇몇 관형절(피난살이만큼 많이 짊어지고 온 아들
에게 줄 물건들,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온 깐 마늘, 많은 양의 보퉁이들을 끌고 아
들을 기다리곤 하던 서울역 등)을 통해 담담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엄마에 
대한 아들의 태도 역시 담담하게 드러난다. 텍스트 내에 사용된 관형절의 담화 화
용적 기능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4] ‘엄마를 부탁해’ 두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영·중·일 번역

②[①[그가 나눠준] 전단지를 받아든] 한 여자가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사진을 가만 들여
다보았다. ③[엄마가 그를 기다리곤 하던] 서울역 시계 탑 아래서다. 그가 도시에 방을 
얻은 뒤로 서울역에 도착할 때의 엄마는 ④[전쟁이 터져 피난살이를 온] 사람의 행색이
었다. 엄마는 ⑤[그에게 실어나를] 것들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양손에 들고도 모자
라 허리에 찬 채 서울역 플랫폼을 걸어 나왔다. 그러고도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신
기했다. 엄마는 할 수만 있다면 가지나 호박 같은 것을 다리에 매달고라도 왔을 것이다. 
엄마의 주머니에서 풋고추나 알밤, ⑥[신문지에 싼] 깐마늘들이 쏟아져나오기도 했으니
까. 그가 엄마를 마중 나가보면 엄마의 발치 아래엔 ⑦[젊은 여인 혼자 들고 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보퉁이들이 수북했다. 엄마는 뺨이 상기된 채 그 보퉁이들 가운데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번
호

담화 화용적 기능  번역
지시 맥락 텍스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① 대상 정황 연속 his flyers 他散发的寻人启事 彼が手渡した枚のビ
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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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번역에서는 역시 ㉠과 같이 연속적 사태 통합의 관형절이 대등절로 처리되
었다. ⑤번 관형절은 ㉡과 같이 2개의 관계절로 표현되었다. 엄마의 몸에 매달린 
짐들의 상태를 관계화하여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독자는 엄마의 모습을 쉽게 이미
지화할 수 있다. 이는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에서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
지에 해당한다.
  중국어 번역에서는 관형절의 개수가 4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그 외의 관형절
들은 대등절이나 종속절로 풀어서 표현되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한
국어에서는 관형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관형절을 표제 명사
에 귀속시킴으로써 지시 대상과 관련된 맥락을 좀 더 착시켜서 촘촘하게 전달하
며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대상 정황 도입 ㉠ A woman takes 
one of his flyers

一个女人接过他散发
的寻人启事

彼が手渡した枚のビ
ラを受け取つた一人
の女性

③ 대상 정황 부차
Under the clock 
tower where Mom 
used to wait for 
him

妈妈曾经在那里等他
オンマがいつも彼と
待ち合わせていたソ
ウル驛の時計塔前

④ 내포 속성 조응 looking like a war 
refuge 躲避战乱的女人

まるきり戰爭が起き
て避難してきた人た
ち

⑤ 내포 속성 관련

㉡ bundles 
balanced on her 
head and slung 
over her shoulders 
and in her hands, 
the things she 
couldn't otherwise 
carry strapped to 
her waist

给他的东西 彼に届けてやるため
の荷物

⑥ 대상 정황 부차
peeled garlic 
wrapped in 
newspaper

用报纸包着的蒜瓣 古新聞に包まれた剝
きニンニク

⑦ 대상 속성
태도 부차

marvel that one 
woman could have 
brought them all 
by herself

那么多的包袱

若い女性なら一人で
引つさげてきたとは
とても信じられない
ほど、風呂數包みな
どがうずにかく積ま
れ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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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번역에서는 ⑤, ⑦의 관형절이 수식절로 표현되지 않았는데 ⑤는 엄마의 
의도(아들에게 전해 주려는 마음)를 전달하기 위해 다른 형식을 사용했고 ⑦은 부
사절(信じられないほど, 믿기지 않을 정도로)로 표현했다. 이는 선택의 문제로 보
이는데 번역을 맡은 사람이 일본어에서 의미가 더 잘 전달되는 형식을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 세 번째 텍스트: 떠난 아버지

  이 부분은 아들의 시각에서 본 외도하던 아버지와 그 시기를 견디던 엄마에 대
한 회상이다. 서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텍스트로 사건의 전개가 주를 이루다 보니 
관형절의 연속적 사태, 부차적인 사건을 통합하는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한 연속적 사태나 부차적 사건의 통합 기능에서는 관형절의 지시 기능이 거의 내
포에 따른 지시가 아닌 대상에 따른 지시임을 알 수 있다. 텍스트 내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번역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엄마는 그길로 집에 들어와 여자를 부엌에서 어내고 밥을 지었다. 여자와 아버지가 
마을의 다른 집을 얻어 살자 엄마는 팔을 걷어붙이고 그 집으로 달려가 ②[①[여자가 쌀
을 씻어 밥을 안치는] 아궁이에 걸린] 솥을 떼어내 도랑물에 떠내려 보내버렸다.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움꾼이 되기로 한 것 같았다. ③[엄
마의 훼방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여자와 함께 마을을 떠났을 때 엄만 그를 불러 무릎 
앞에 앉혔다. ④[엄마마저 집을 나갈까 봐 두려워 겁을 내고 있는] 그에게 엄마는 침착
한 목소리로 오늘은 공부를 얼마만큼 했나? 물었다. 그가 ⑤[백점 맞은] 시험지를 내
자 ⑥[침울해 있던] 엄마의 눈가에 화기가 돌았다. ⑦[모든 시험문제에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가 그려진 것을 들여다보던] 엄마가 그를 끌어안았다. 
- 어이구, 내 새끼!
아버지가 없는 동안 엄마는 그를 끼고돌았다. 아버지 자전거를 타도록 허락했다. ⑧[아버
지가 깔던] 요를 그에게 내주었고 ⑨[아버지가 덮던]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었다. ⑩[아
버지만 쓰던] 큰 밥그릇에 밥을 퍼주었다. 국을 뜨면 맨 먼저 그 앞에 놓아주었다. 동생
들이 밥을 먹으려 하면 형이 아직 숟가락을 안 들었는데! 나무랐다. ⑪[고무통에 포도를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온] 과일장수에게 ⑫[마당에 널어놓은] 참깨를 반 됫박 퍼주고 
포도와 맞바꿔서는 이건 형이 먹을 거다, 며 따로 두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에게 너
는 꼭 검사가 되어야 한다, 다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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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엄마를 부탁해’ 세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영·중·일 번역

  영어 번역에서는 ①의 관형절, ‘여자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을 생략하고 ㉠과 

번
호

담화 화용적 기능  번역
지시 맥락 텍스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① 대상 정황 관련 ㉠ the rice pot 女人洗好米，正准备
做反。

女が米をといでご飯
を炊くためにかま

② 대상 정황 관련
the rice pot 
hanging over their 
hearth

他的妈妈从炉灶上端
下목

かまどに載せてあつ
た釜

③ 대상 정황 연속
㉡ Father and the 
woman, unable to 
stand Mom's 
harrassment

父亲和女人受不了妈
妈的折腾

オンマの嫌がらせに
耐えきれなくなつた
父

④ 대상 태도 연속
㉢ Hyong-chol, 
who was once 
again frightened 
that she might 
leave as well

他害怕妈妈也里开而
去心理充满了恐惧

オンマまでが家を出
ていくのではと恐れ
なしてビクついてい
る彼

⑤ 내포 속성 도입
the test he had 
gotten a perfect 
score on

得了百分的试卷 百点をもらつた試驗
の(案

⑥ 대상 정황 관련 Mom's gloomy 
eyes 原本沉闷的妈妈眼角 沈み込んでいたオン

マ

⑦ 대상 정황 연속
㉣ the test, on 
which his teacher 
had circled in red 
every correct 
answer

看到是卷上所有的题
目都被老师用红笔画
了圆圈

試驗問題に一つ殘ら
ず赤丸がついている
のをのぞき込んでい
たオンマ

⑧ 내포 속성 관련, 
체계

㉤ Father’s 
sleeping mat 父亲铺过的褥子 父が使つていた敷き

布団
⑨ 내포 속성 관련, 

체계 ㉥ Father's blanket 父亲盖过的被子 父が掛けていた布団

⑩ 내포 속성 관련, 
체계

the big rice bowl, 
which only Father 
had used

以前只有父亲才用那
么大的碗

父だけが使つていた
大ぶりのご飯茶碗

⑪ 대상 정황 연속
the fruit vendor 
came by with a 
rubber bin filled 
with grapes

头顶装满葡萄的橡胶
桶的水果

段ボールの箱にいつ
ぱいの 
ブドウを頭の上に載
せて來た果物の行商
人

⑫ 대상 정황 연속
a half bowl of 
sesame seeds 
drying in the yard

在原子里的芝麻 庭先に拡げて干して
あつたゴ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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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the rice pot’이라고만 표현했다. ‘여자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를 의미하고 안주인임을 의미하
고 먹거리를 책임지는 위상을 드러낸다. 영어 문장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다. 즉 
한국어 관형절에는 직접적인 화자의 태도나 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속성이나 정황
을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간접적으로 드
러내고 있다. 한국어 관형절 중 연속적 사태나 부차적 사건 통합 기능의 관형절은 
영어에서 비제한적 관계절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 ㉤의 ‘아버지의 요
(Father’s sleeping mat)’, ㉥의 ‘아버지의 이불(Father’s blanket)’에서보다는 ‘아
버지가 쓰던 요’, ‘아버지가 덮던 이불’에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제한적 
접근성과 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어 번역에서는 한국어에서 관형절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관형절로 표현된 
것이 있다. ‘아버지가 없던 동안(父亲不在的日子)’이 그것인데 이는 본고에서는 문
장 연결형 구성으로 구분하여 관형절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
서와 마찬가지로 연속적 사태 통합이나 부차적 사건 통합의 기능을 보이는 관형절
이 별도의 서술절로 나타나는 경향이 짙다. 다만 영어 번역에서는 이들이 대등절
이나 종속절로 나타나는 데 반해 중국어 번역에서는 단문으로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어 번역에서는 한국어 텍스트에서와 거의 비슷하게 관형절이 표현되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확실히 거의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형절의 사용
에 있어서도 다른 언어에 비하여 서로 일대일 번역이 거의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네 번째 텍스트: 돌아온 아버지
  어느날부턴가 엄마는 밤이 되어도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또 어느날부턴가 아침에 밥
을 풀 때 아버지 밥그릇에도 밥을 담아 아랫목에 묻어두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그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는 그가 논일을 거드는 것도 밭일을 거드는 것도 달가워하
지 않았다. 형제들에게 ①[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비 맞게 놔뒀다고 야단을 치다가도 
그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목소리를 죽였다. ②[고단함과 수심으로 일
그러져 있던] 엄마는 그가 소리내 책을 읽을 적이면 분가루를 발라놓은 것처럼 눈가가 
밝아졌다. 엄마는 ③[그가 공부하고 있는] 방의 문을 가만히 열어본 뒤에 가만히 닫았다. 
④[삶은] 고구마나 홍시 같은 것을 소리나지 않게 방 안에 들여놓고 또 조용히 문을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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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온 날에 대하여 아들의 시선에서 묘사하
고 있다. 관형절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사건이 있던 날의 정황을 매우 생
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생생한 전달은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도 한다. 사건이 촘촘하게 착되어 전개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와 심
정 등이 관형절에 담겨 매우 절절하게 전달된다. 다음을 보자.

[표 76] ‘엄마를 부탁해’ 네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영·중·일 번역

았다. 그해 겨울 ⑤[눈이 마루까지 들이치던] 날 아버지는 ⑥[엄마가 열어둔] 대문으로 
걸어들어와 흠흠, 소리를 내며 토방에 ⑦[눈 묻은] 신발을 탁탁 턴 뒤에 방문을 열었다. 
날이 추워 ⑧[모두 한방에 모여 자던] 때였다. 아버지가 그를 비롯해 ⑨[잠든] 형제들의 
이마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바라보는 것을 그는 실눈을 뜨고 보았다. 엄마가 ⑩[아랫목에 
묻어둔] 밥그릇을 상에 올리는것도. ⑪[들기름을 발라 구운] 김을 꺼내와 밥그릇 옆에 
내려놓는 것도. ⑫[여름에 나갔다가 겨울에 들어온] 아버지를 ⑬[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온] 사람 대하듯 엄마가 아무 말 않고 그저 숭늉을 떠다 밥그릇 옆에 놓아주는 것
도.

담화 화용적 기능  번역
지시 맥락 텍스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① 대상 정황 관련 the peppers spread 
out in the yard 晒在院子里的辣椒 庭先に日干してあつ

た唐辛子

② 대상 태도 연속
In those days, 
Mom's face was 
always crumpled 
with fatigue and 
worry

原本因为艰难和忧愁
而眉头紧蹙的妈妈

疲勞と憂いた打ちひ
しがれていたオンマ

③ 대상 정황 연속 his room 他房间的门 彼が勉强をしている
部屋

④ 대상 속성 연속 boiled sweet 
potatoes 煮红薯 ふかしたお芋

⑤ 내포 정황 도입
One winter night 
when the snow 
drifted onto the 
porch

一个雪花漫天飞舞的
日子

雪が緣側にまで吹き
込んでいた日

⑥ 대상 정황 
속성 연속 the open gate ㉠ 妈妈敞开的大门 オンマが心張り棒を

はずしておいた表門
⑦ 대상 정황 조응 

연속
took his shoes and 
smacked them 鞋上的雪 雪まみれの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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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텍스트에는 전반적으로 연속적 사태나 부차적인 사건의 통합 기능이 많이 사용
되었으며 서사성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 텍스트의 영어 번역에는 관계절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삶은 고구마’와 같은 
표현은 ‘boiled sweet potatoes’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어의 관형절이 영
어의 관계절보다 의미 기능적 사용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140) 눈 묻은 신발을 
탁탁 털거나 날이 추워 모두 한방에 모여 자던 때 등의 표현을 보면 영어에서는 
모두 풀어서 대등절이나 종속절로 표현하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관형절에 담아 표
제 명사에 귀속시킨다. 이와 같이 사태를 관형절로 명사에 귀속시키는 것과 대등
절이나 종속절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의 차이는 텍스트의 촘촘함, 즉 응집성의 차

140) 박옥수(2015)에 따르면 한국어의 관형절은 영어로 번역될 때 형용사절, 형용사구, 명
사절, 부사절, 독립 문장, 의미 번역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영어에서 관형절과 유사한 통
사 형태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절, 선행사가 있는 관계 부사절, 동격절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등가를 추출하기 위해 의미와 형식이 충돌할 경우 형식보다는 의미를 먼저 고
려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against the wall to 
get the snow off

⑧ 내포 정황 관련
It was so cold that 
everyone was 
sleeping together.

天冷了，家人都挤在
一个房间里睡觉。

家族全員が一つの部
屋に集まつて眠つて
いるとき

⑨ 대상 속성 조응 everyone 孩子 眠つている弟や妹

⑩ 대상 속성 
정황 연속

the rice bowl she'd 
kept in the 
warmest part of 
the room

㉡ 放在炕头的饭碗
オンドルの焚き口の
近くに布団をかぶせ
て溫めておいた飯茶
碗

⑪ 대상 속성 
태도 연속

sheets of seaweed 
toasted with perilla 
oil

㉢ 
用香油烤好的紫菜

えごまの油を塗りつ
いて焼いた海苔

⑫ 대상 정황 조응 
연속

instead of having 
left in the summer 
and returned 
sheepishly in the 
bitter cold of 
winter

父亲夏天离开家门，
冬天才回来

夏場に家を出ていつ
て冬場になつて歸つ
てきた父

⑬ 내포 정황 관련
as if Father had 
left that morning 
and had back at 
night

仿佛父亲是早晨出门
，晚上回家

朝方出かけていつて
晩になつて歸つてき
た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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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이어진다.
  중국어 번역에서는 앞의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없는 동안(父亲不
在家的日子里)’이 관형절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의미 기능이 대상의 속
성을 설명하는 관형절의 경우 중국어에서도 관형절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
  일본어 번역의 경우 한국어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관형절이 거의 동일하게 실현
되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관형절을 사용하는 이유와 그 기능이 비슷함을 
짐작할 수 있다.141) 

◎ 다섯 번째 텍스트: 돌아오지 않는 엄마

  이 텍스트에서 관형절은 대개 집안의 일상적인 풍경을 묘사하고, 일상과는 반대
로 사라져 버린 엄마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참담한 모습을 묘사하고, 쓸쓸하고 힘
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를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묘사가 두드러지
는 부분인데 관형절은 맥락적으로 주로 정황을 묘사하고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쓰이고 있다. 이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번역은 다음과 
141) 다만 관형절 내의 시제나 상 등은 미묘하게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본고

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분석하지 않도록 한다.

  ①[술에 취한]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으나 안에서 ②[문을 여는] 기
척이 없었다. 그는 몸을 비틀거리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땄다. 여동생과 헤어져 
집에 오는 동안 그는 술집을 두 군데나 더 들렀다. ③[어쩌면 엄마일지도 모르는] ④[파
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⑤[어찌나 걸었는지 슬리퍼에 발등이 패어 뼈가 보일 지경
이었다는] 사람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마다 술을 한 잔씩 더 마셨다. ⑥[실내등이 켜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⑦[엄마가 가져다 놓은] 성모상이 그를 응시했다. 그는 비척거리
며 안방으로 가려다가 ⑧[아버지가 기거하고 있는] 딸의 방 문을 슬며시 어보았다. ⑨
[딸의 침대 아래 요를 깔고 등을 모로 세우고 잠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⑩[ 려 나간] 이불을 끌어당겨 아버지를 덮어주고 가만히 문을 닫고 나
왔다. 부엌으로 들어가 ⑪[식탁에 놓인] 물병을 기울여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집 안을 
들러보았다. 아무것도 ⑫[변한] 게 없다. ⑬[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여전하고 ⑭[설거
지를 뒤로 미루기 좋아하는] 아내가 ⑮[개수대에 쌓아놓은] 그릇들도 그대로다. 그는 얼
굴을 떨구고 안방으로 들어가 ⑯[자고 있는] 아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아내의 목
에서 목걸이가 반짝거렸다. 그는 ⑰[아내가 덮고 있는] 침대 시트를 확 젖혔다.



- 202 -

같다.

[표 77] ‘엄마를 부탁해’ 다섯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영·중·일 번역
번
호

담화 화용적 기능  번역
지시 맥락 텍스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① 대상 정황 도입 He is drunk. 他喝醉了酒 酒に醉つた彼
② 내포 정황 체계 No response. 没有人开门 內側からドアを開け

る気配
③ 대상 속성 

태도 화제 the woman who 
could be Mom 他的妈妈的女人 ことによるとオンマ

だつたかもしれない
④ 대상 속성 화제 the woman wearing 

blue plastic sandals 那个穿着蓝拖鞋， 복いサンダルを履い
ていたちいう

⑤ 대상 정황 
태도 화제

the woman who 
had walked so 
much that the 
sandals dug deep 
into her foot, 
practically 
revealing the bones

因为走路太多而被拖
鞋磨坏脚背，露出骨
头的女人

どれくらい步き續け
たのかサンダルに足
の甲がえぐられて、
骨がのぞいて見える
ありさまだつたとい
う人間

⑥ 대상 정황
관련  
체계  
연속

the light is on in 
the living room. 客厅里关了灯 室內燈が点されてい

る居間

⑦ 대상 정황
관련  
체계  
연속

the statue of Mary 
that Mom brought 妈妈带来的圣母像

オンマが運んできて
おいた聖母マリアの
像

⑧ 대상 정황 관련
his daughter's 
room, where 
Father is staying.

父亲睡在这个房间 父が寖起きしている
娘の部屋

⑨ 대상 정황 조응 
연속

Father sleeping on 
his side, on a mat 
on the floor next 
to his daughter's 
bed.

父亲挺直后背，睡在
女儿床下的褥子上面

娘のべッドの脇の床
に布団を敷いて、背
中を向けて寢入つて
いる父

⑩ 대상 정황 관련 
연속

the blanket his 
Father had pushed 
off in his sleep

推在旁边的被字 押しのけられている
掛け布団

⑪ 대상 정황
관련  
체계  
연속

the carafe on the 
table 放在餐桌上的水瓶 食卓の上におかれた

いる水差し

⑫ 내포 정황 체계 nothing has 
changed

何一つ変わつたとこ
ろは見めたらなかつ
た

⑬ 내포 정황 관련  the hum of the 冰箱发出的声音 冷藏庫が作動して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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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번역에서는 엄마일지도 모르는 여성에 대한 묘사에서 관계절이 비교적 많
이 사용되었다. 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재구해 낸 이미지와 잃어버린 엄마
에 대한 그의 염려를 독자에게 활성화시키고 앞으로의 담화에 전제로 기능하도록 
한다. 다른 텍스트에 비해 한국어의 관계절이 영어에서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관
계절로 나타난다. 배경이나 상황의 묘사에 관계절이 유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중국어 번역에서는 ⑫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는 ‘냉장고가 내는 소리(冰箱发
出的声音)’로 표현되었다. 한국어에서는 보문절이지만 중국어에서는 관계절로 표현
된 것이다. 다른 텍스트에 비하여 관형절의 형식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
다.142)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한국어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과 거의 유사하게 번역되어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형절은 어휘나 시제, 상적인 것들의 미세한 의미적 차
이는 있으나 통사적으로는 확실히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여섯 번째 텍스트: 남편이 기억하는 아내

142) [표 83]을 참고하면 중국어 번역본의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관형절의 형식으로 번역된 
비율이 전체적으로 43%로 집계되는 데 반해 다섯 번째 텍스트에서는 그 비율이 58.8%에 
달한다.

체계 refrigerator る音
⑭ 대상 속성 관련

she always puts 
off doing the 
dishes.

喜欢推迟洗碗的妻子 後片づけを後まわし
たしがらな妻

⑮ 대상 정황
관련  
체계  
연속

the sink piled with 
dishes his wife has 
left undone

妻子堆在水槽里的餐
具

シンクの上に積み上
げてある食器

⑯ 대상 정황 조응  
연속 his sleeping wife 睡梦中的妻子 眠ている妻

⑰ 대상 정황
관련  
체계  
연속

the blanket 
covering her 盖在妻子身上的床单 妻が掛けているべッ

ドのシーツ

  당신은 젊어서도, 결혼해서도, 자식이 생긴 뒤에도 ①[이 집을 떠날] 생각을 했다. ②
[이 나라 땅 남쪽에 별 특징 없이 붙어 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살다가 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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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고백과도 같은 반성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집에 희망
을 품지 않았음이, 아내에게 특별한 애착을 가지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
러한 자신의 욕망과 대비되는 아내의 모습도 담담하게 기억하고 있다. 

[표 78] ‘엄마를 부탁해’ 네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영·중·일 번역

어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독해졌다. 그럴 때면 말도 없이 집을 나가 팔도를 떠돌아다
녔다. 그러다가 제사 때가 되면 유전자가 시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나가 ③
[몸이 아파 운신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기신기신 돌아왔다. ④[몸이 회복된] 어느날 
⑤[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웠다. 그 오토바이에 ⑥[아내하고는 생판 다르게 생긴] 여자
를 태우고 다시 집을 떠나기도 했다. ⑦[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이 집 
따위는 다 잊고 내질러가서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 계절을 넘기지 못했
다. 집을 떠나 낯선 것에 익숙해지면 어김없이 ⑧[아내가 쉴 새 없이 기르는] 것들이 눈
앞에 어른거렸다. 강아지들이 닭들이 ⑨[캐도캐도 또 나오는] 감자들이... 자식들이.

담화 화용적 기능  번역
지시 맥락 텍스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① 내포 속성 도입 All you wanted in 
life

还是总想着离开这个
家

この家を飛び出すこ
と

② 대상 정황 
태도 관련

in this dull town 
stuck to the south 
of the country

这个南部地区普普通
通的小村庄

この国の領土の南の
地に、これといつた
特徵もなしたひつつ
いているこんなつ村

③ 내포 속성 연속 when you became 
ill 直到浑身疼痛难忍

身動きすらままなら
ないていたらくにな
ると

④ 대상 정황 연속
One day, after you 
recovered from 
some illness,

恢复健康以后 健康を取り戻したあ
る日

⑤ 내포 속성 도입 you learned to ride 
a motorcycle. 你学会了骑摩托车 バイクの運轉習い覺

えた
⑥ 대상 속성 관련  

체계
a woman who was 
not your wife

一个和妻子截然不同
的女人

女房とはまるきり似
てもつかない女

⑦ 내포 속성 조응
There were times 
when you thought 
you would never 
return.

你甚至想过永远不在
归来

わが家えは二度と舞
い戻るまいと思い結
めたこと

⑧ 내포 정황 체계 the things your 
wife grew and 妻子养的东西 かみさんが丹끄込め

て育てているもの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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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번역에서는 ‘아내하고 생판 다르게 생긴 여자’라는 표현을 단지 ‘당신의 아
내가 아닌 여자(a woman who was not your wife)’라고만 번역했다. 한국어에서
는 아내와 다른 스타일의 여자를 원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영어에서는 그것을 특
별히 밝히지는 않는다. 또한 확실히 연속적 사태 통합의 기능을 가진 관형절이 영
어에서는 종속절이나 대등절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중국어 번역에서는 아내하고는 생판 다르게 생긴 여자의 의미가 그대로 잘 번역
되었다. 이 텍스트에서는 관형절 형식의 번역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역시 일본어 번역에서는 대부분의 관형절이 수식절의 형태로 나타났다. 연속적 
사태 통합 기능의 관형절이 영어나 중국어에서 종속절이나 대등절과 같은 별도의 
절로 나타나는 점은 통사론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두 언어 사이의 통사적 
유사성으로 인해 의미의 전달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에 반해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통사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서 그 다른 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한국어의 관형절을 학습하는 데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일곱 번째 텍스트: 엄마가 딸에게

raised ち

⑨ 대상 속성 
태도 관련

potatoes that kept 
coming out when 
they were dug up

挖也挖不完的马铃薯
掘り起こしても掘り
起こしても後から後
から出てくるジャガ
イモ

  얘야, 너는 이 에미에게 항상 기쁨이었다는 것만 기억해. 너는 내 네 번째 아이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엄 히 셈하면 너는 다섯 번째란다. 네 위로 ①[태어나면서 저세
상으로 가버린] 아이가 하나 있었재. 고모가 아이를 받았지만, 사내아이라고 말해줬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눈도 뜨지 않았재. 사산이었어. 네 고모가 사람을 사서 ②[죽은] 아
이를 묻어야겠다고 해서 내가 그만두라고 했고나. 네 아버진 그때도 집에 없었고나. ③
[죽은] 아이와 함께 나흘을 방 안에 누워 있었어. 겨울이었다. 밤이 되면 ④[마당에 눈 
내리는] 모습이 문풍지에 비쳤다. 닷새째 되던 날, 일어나서 ⑤[죽은] 아이를 독에 넣고 
지고 가 산에 묻었재. ⑦[⑥[언] 땅을 판]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 그 
아이가 ⑧[언] 땅에 묻히지 않았으면 네겐 오빠가 셋일 텐데. 그러구선 나는 너를 혼자 
낳았고나. 무슨 일이 있었냐구? 아니...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아. 내가 너를 혼자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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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출산과 함께 죽은 아이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으로 인해 두려운 감
정, 그리고 그것을 깨고 태어나 위로를 선사해 준 딸아이에 대한 엄마의 고백으로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사건의 전개가 비교적 빠르게 이어지며 그에 따른 감정이 담
담하고 절절하게 드러난다. 이 텍스트의 화제는 단연 죽은 아이와 그를 둘러싼 사
건들이며 당시의 배경, 사건의 참여자 등이 세 하게 묘사되어 있다. 관형절의 기
능과 번역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79] ‘엄마를 부탁해’ 일곱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영·중·일 번역

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네 고모가 서운해 할 지경이었재. 지금에야 말하지만 나는 혼자 
아이를 낳는 거보다 또다시 ⑨[죽은] 아이가 나올까봐 그것이 두려웠어. 누구에게도 보
여주고 싶지 않았고나. 또다시 ⑩[죽은] 아이가 나오면 이젠 그 사람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손으로 묻고 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재. 산통이 왔을 때 네 고모에겐 
알리지도 않고 물을 데워 방 안에 들여놓고 ⑪[어린] 네 언니를 내 머리맡에 앉혔단다. 
⑫[죽은] 아이가 나올까봐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 그런데 내 안에서 꼬물꼬물하고 따뜻
한 네가 나왔어. ⑬[젖은] 걸 닦아주지도 않은 채 엉덩이를 때리자 곧 울음을 터뜨렸재. 
너를 보고 ⑭[어린] 네 언니도 웃음을 터뜨렸다. 아가- 하며 손바닥으로 네 말랑한 뺨을 
문질러 주었재. 네가 살아 있다는 거에 취해 난 아픈 줄도 몰랐어. 나중에 보니 내 혓바
닥이 피투성이였고나.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⑰[⑯[또다시 ⑮[죽은] 아이를 낳을까 봐 
슬픔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를 위로하며 세상에 나온] 아이가 너란다. 

담화 화용적 기능  번역
지시 맥락 텍스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① 내포 속성 
정황 도입

a child who went 
to the other world 
as he was being 
born

你上面还有个孩子，
可惜没有活下来。

あの世へ行つてしま
つた子

② 대상 속성 화제 
조응 the dead baby 孩子 死んだ子

③ 대상 속성 화제 
조응 the dead baby 死了的胎儿 死産した子

④ 내포 정황 관련 ㉠ the falling snow 外面下雪的情景 庭先に雪の降り積も
る樣子

⑤ 대상 속성 화제 
조응 the dead baby 死胎 死産した子

⑥ 내포 속성 
정황 관련 the frozen earth 凍てついたてる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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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번역에서 ‘마당에 눈 내리는 모습’은 ㉠의 ‘내리는 눈(the falling snow)’으
로 번역되었다. 그 차이는 상적인 것 같다. 한국어에서의 느낌은 보다 정적이고 상
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영어에서는 눈이 떨어지는 동작성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죽은 아이’가 대부분 형용사로 표현되어(dead baby) 관계절의 개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도 ‘죽다’는 동사이지만 ‘죽은’이라고 했을 때 상
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 어휘론적인 문제이거나 상적인 문제인 것 같다.
  본고에서는 대조 분석을 통해 언어권별로 나타나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을 이해하고자 하였지만 동일한 의미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출현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동일할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러한 
기능들이 한국어에서 보다 빈번하게 관형절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
다. 형태론적으로 생각하면 관형사형 어미는 한국어에서 매우 유용한 형태라는 것

⑦ 내포 정황 관련
The person who 
dug the frozen 
earth

挖坑的人

⑧ 내포 속성 
정황 관련 n/a 凍てついたてる土

⑨ 내포 정황 화제 
조응 a dead baby 死産

⑩ 내포 속성 화제 
조응 another dead baby 死胎 死んだ子

⑪ 대상 속성 
태도

관련 
체계

your sister, who 
was very young 你年幼的姐姐 幼いあんたのお姉ち

やん
⑫ 내포 속성 화제 

조응 a dead baby 死胎 死んだ子
⑬ 대상 정황 관련 

체계 you 你的身体 濡れてる赤子
⑭ 대상 속성 

태도
관련 
체계 your sister 你年幼的姐姐 幼いあんたのお姉ち

やん
⑮ 내포 속성 화제 

조응
the child that came 
into this world 死胎 ㉡ 死産

⑯ 대상 태도 체계
fear that another 
dead baby would 
be born

我担心再生出死胎, 
终日沉浸在悲伤和恐
惧之中,

不安と恐怖におのの
いていたあたし

⑰ 대상
속성 
정황 
태도

화제 
체계 
연속

the child that 
reassured me when 
I was stuck in 
sorrow and fear

你的到来给了我安慰
。

㉢ 
この世に生まれてた
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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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관형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
결 어미 상당 어구나 양태 표현 등에도 사용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중국어 번역에서 관형절의 통사 구조는 3개만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본어 번
역에서는 ㉡의 ‘사산(死産)’이라는 표현과 ㉢의 ‘-는 것(-の)’이라는 표현을 제외
하면 모두 한국어에서와 동일하게 관형절을 사용하였다. 

◎ 여덟 번째 텍스트: 엄마의 인생 동무

  ‘내 자식들에게 먹일 가루가 담긴 함지를 훔쳐가 눈앞을 캄캄하게 하던 이’는 
앞에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받음으로써 텍스트를 결속화한다. 이 소설을 읽으며 
가장 당황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엄마도 사실은 엄연한 한 사람이었음이, 그
리고 그녀의 마음과 고뇌, 갈등, 연민, 감정, 사람됨 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텍스트에서 관형절은 대부분 사건의 전개를 설명하는 데 쓰여 사건을 촘촘하게 연
결한다. 관형절의 기능과 번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은 내 인생의 동무였네. ③[②[①[내 
자식들에게 먹일] 가루가 담긴] 함지를 훔쳐가 눈앞을 캄캄하게 하던] 이가 이리 오랜 
동무가 될 줄이야.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이해 못 할 거요. 당신과 나를 이해하느니 ④
[전쟁통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은] 일을 더 잘 이해할 거요. 이미 산모가 ⑤[이 세상
에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나 그냥 나올 수가 없어 ⑥[가져간] 미역가닥을 물에 불렸
소. ⑦[전날 내 함지에서 퍼서 남겨놓은] 가루를 또 반죽해서 미역을 넣어 수제비를 
끓여 한 그릇씩 퍼서 상에 올려주고 돌아서 나오려다가 방 안의 갓난쟁이에게 내 젖을 
물렸소. ⑨[⑧[내 딸애에게 먹일] 젖도 모자라던] 때였네. 당신은 갓난아이를 안고 마을
로 내려가 동냥젖을 얻어 먹이고 있었소. 목숨은 때로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두 어떤 
목숨은 무서울 만큼 질기요. 큰딸이 그러는데 트랙터로 잡초를 베어내면 말이우, ⑩[베어
지는] 그 순간에도 잡초는 트랙터 바퀴에 매달려 번식하려고 씨앗을 흩뿌린다 합디다. 
당신의 아이는 무섭게 젖을 빨았소. 어찌나 세차게 빨던지 내가 딸려 들어갈 것 같아 ⑪
[아직 태열이 가시지 않아 붉은] 아이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소이. 그래
도 안 되어 억지로 떼어 놓았소. ⑫[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아이는 본능적으로 젖만 
물면 젖꼭지를 내놓으려고 하질 않았소.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그때 당신이 내
게 물었소. 이름이 무엇이냐고. 결혼하고 나서 그때까지 ⑬[내 이름을 물어본] 사람은 당
신이 처음이었네. 갑자기 수줍어져서 고개를 반쯤 숙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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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0] ‘엄마를 부탁해’ 여덟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영·중·일 번역
담화 화용적 기능  번역

지시 맥락 텍스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① 대상 속성 

태도 조응
the flour I needed 
to feed my 
children

准备给孩子做饭的面
粉

うちの子どもらに食
べさせる小麥粉

② 대상 속성 
태도 조응

the basin with the 
flour I needed to 
feed my children

n/a
うちの子どもらに食
べさせる小麥粉が入
つてるボール

③ 대상 속성 
태도 조응

you made me feel 
so despondent by 
stealing the basin 
with the flour I 
needed to feed my 
children

准备给孩子做饭的面
粉被你偷了

うちの子どもらに食
べさせる小麥粉が入
つてるボールを騙し
取つて、あたしの目
の前を眞つ暗にした
人間

④ 내포 정황 관련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died in the 
war

几十万人死于战争的
事

戰爭のせいで數十萬
の人が死んだこと

⑤ 내포 속성 연속 I knew that your 
wife is gone

明明知道产妇已经离
开人世 この世にいない人

⑥ 대상 정황
도입 
관련 
연속

the seaweed that I 
brought 带去的海带 持つていつたわかめ

⑦ 대상 정황 조응 
연속

the remaining flour 
I'd given you the 
other day

那天从我的罐子里舀
出之后剩余的面粉

この前あしたがボー
ルから掬い取つて殘
しておいた小麥粉

⑧ 내포 속성 조응 milk for my own 
daughter

自分の娘に飮ませる
お乳

⑨ 대상 정황 
태도 연속

It was a time 
when I didn't have 
enough milk for 
my own daughter.

自分の娘に飮ませる
お乳さえ不足してた
時期

⑩ 대상 정황 관련 the moment 
they're being cut 割斷的瞬間 刈り取られたその瞬

間

⑪ 대상 속성 관련
the baby's bottom, 
which still had 
traces of redness 
from his birth

他因为胎热未散而红
彤彤的屁股

生まれてきたばかり
でまだ体の熱が引か
なくて赤い乳飮み子
の尻

⑫ 대상 정황 
속성

조응 
연속

a baby who's lost 
its mother

刚刚出生就失去母亲
的孩子

生まれたばかりで母
親を亡くした乳飮み
子

⑬ 내포 속성 
태도 조응 You were the first 

person since I got 第一个问我名字的人 あたしの名前を訊い
た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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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일본어 번역본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번역된 표현이 많았고 영어와 중국어
에서 동일한 통사적 형식이 적게 사용되었다. 한편 중국어 번역에서는 ‘갓난쟁이
(刚出生的孩子)’가 관형절의 형식으로 표현되었고 일본어 번역에서도 ‘약한 것(弱
いもの)’, ‘무서울 정도로 질긴 것(怖いくらいしぶといもの)’ 등이 한국어에서와 달
리 관형절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 아홉 번째 텍스트: 아버지의 회상

  아버지의 기억 속에 있는 서사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담담
하게 서사하고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 역시 절절하게 담겨 있다. ④
의 ‘청이 파란 무’와 ⑤의 ‘붉게 지져 내온 갈치찜’에서 식재료의 대비, 색감의 대
비 등이 이루어지며 체계적 관련을 이룬다. 관형절의 기능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표 81] ‘엄마를 부탁해’ 아홉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영·중·일 번역

married to ask me 
my name.

  ①[잠시 숨을 죽이고 있던] 아버지는 금세 옛날 일을 입에 담았다. ③[②[오빠가 보
낸] 갈치를 지져먹던] 날이 있었다고 했다. ⑥[⑤[엄마가 ④[청이 파란] 무를 산밭에서 
캐와 흙을 툭툭 털어내고 칼로 싹싹 껍질을 다듬은 뒤에 큼지막하게 싹둑싹둑 잘라 냄비 
밑바닥에 깔고 갖은양념을 친 후 붉게 지져 내온] 갈치찜을 해먹은] 날이 있었다고. ⑧
[⑦[살이 통통하게 찐] 갈치살을 발라서 흰밥에 얹어주던] 엄마. ⑩[⑨[아침에 지진] 갈
치찜을 점심에도 한 토막씩 나눠먹고 배가 불러서 엄마랑 둘이서 방 안에서 발 뻗고 낮
잠에 든] 그런 봄날이 있었다고 얘기하며 아버지는 슬그머니 흐느꼈다. 그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을 몰랐다면서. 네 엄마에게 미안하구나. 늘 내가 아프지 않었냐, 고 했다. 그랬
다. 아버지는 집에 없거나 있을 땐 늘 아팠다. 그것이 회한이 되는 모양이었다. ⑪[늙은] 
아버지의 흐느낌이 거세졌다.

담화 화용적 기능  번역
지시 맥락 텍스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① 대상 속성 연속 Father was quiet 
for a moment, 沉默片刻 しばし息を殺してい

た父
② 대상 속성 연속 a scabbard fish 哥哥寄回了带술 兄が送つてくれた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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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번역에서는 마지막 문장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 중국어 번역에서는 서사가 
두드러지는 텍스트여서 예상대로 관형절이 매우 적게 실현되었다. 서사적 장면이 

that Hyong-chol 
had sent down. 刀魚

③ 내포 정황 도입
one day they 
cooked a scabbard 
fish that 
Hyong-chol had 
sent down.

有一天，哥哥寄回了
带술，妈妈要煎着吃
。

兄が送つてくれた太
刀魚を, 
煮て食べた日

④ 대상 속성
도입 
관련 
체계

a radish topped 
with green leaves 青缨的萝卜 복首大根

⑤ 대상 정황 체계 
연속

the scabbard fish, 
which turned red 
from all the 
seasonings she 
added

煎成红色 赤い色に煮上げて出
してきた太刀魚

⑥ 대상 정황 조응
赤い色に煮上げて出
してきた太刀魚の煮
物を食べた日

⑦ 대상 속성 조응 a plump piece of 
fish 肥嫩的带술 肉つきのよい太刀魚

⑧ 대상 정황 
태도

조응 
화제 
연속

Mom plucked a 
plump piece of fish 
and set it on 
Father's bowl of 
rice.

妈妈剥下肥嫩的带술
，放在白米反上面

白いご飯の上に裁せ
てくれたオンマ

⑨ 대상 속성
조응 
화제 
연속

the scabbard fish 
that Mom had 
cooked in the 
morning

早晨煎好带술 朝のうちに煮込んだ
太刀魚

⑩ 대상 정황 
태도

조응 
화제

one spring day, 
when they shared 
for lunch the 
scabbard fish that 
Mom had cooked 
in the morning and, 
stomachs full, 
napped together, 
stretched out

早晨煎好带술，午饭
时还是每人一块，吃
饱义后父亲和妈妈躺
在房间里睡午觉

白いご飯の上に裁せ
てくれたオンマ

⑪ 대상 속성 
태도 조응 n/a 衰老的他 年老いた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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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는 연속적 사태 통합이라는 기능의 관형절로 표현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별도의 절로 나열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어 번역에서는 역시 한국어 텍스트와 거의 유사하게 관형절이 사용되고 있
다. ‘파란 청 무(복首大根)’나 앞의 ‘사산(死産)’과 같이 한 단어로 그 개념을 표현
할 수 있는 경우, 관형절은 사용되지 않는다.

◎ 열 번째 텍스트:　딸이 기억하는 엄마

  엄마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어떤 사건을 전개하기보다는 
엄마 그리고 엄마와 관련된 엄마가 했던 일, 엄마가 했던 말, 엄마의 상황 등에 대
한 묘사, 그리고 엄마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주요하게 나타난다. 관형절의 담화 화
용적 기능과 번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82] ‘엄마를 부탁해’ 열 번째 텍스트의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영·중·일 번역

  엄마를 잃어버린 다음에야 너는 엄마의 이야기가 너의 내부에 무진장 쌓여 있음을 새
삼스럽게 실감했다. ①[끊임없이 반복되던] 엄마의 일상. 엄마가 곁에 있었을 땐 ②[깊이 
생각하지 않은] 엄마의 ③[사소하고 어느 땐 보잘것없는 것 같이 여기기도 한] 엄마의 
말들이 너의 마음속으로 해일을 일으키며 되살아났다. 너는 깨달았다. 전쟁이 지나간 뒤
에도, 밥을 먹고 살 만해진 후에도 엄마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④[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아버지와 밥상 앞에 둘러앉아 대통령선거 얘기를 나눌 때도 엄마는 음식
을 만들어 내오고 접시를 닦고 행주를 빨아 널었다. 엄마는 ⑤[대문과 지붕과 마루를 고
치는] 일까지도 도맡아 했다. ⑥[엄마가 끊임없이 되풀이해내야 했던] 일들을 거들어주
기는커녕 너조차도 관습으로 받아들이며 아예 엄마 몫으로 돌려놓고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때로 오빠의 말처럼 엄마의 삶을 실망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기까지 했다
는 것을. ⑦[인생에 단 한 번도 좋은 상황에 놓인 적이 없던] 엄마가 너에게 언제나 최
상의 것을 주려고 그리 노력했는데도. ⑧[외로울 때 등을 토닥여준] 사람 또한 엄마였는
데도.

담화 화용적 기능  번역
지시 맥락 텍스트 영어 중국어 일본어

① 대상 속성 
태도 관련

Mom's everyday 
life used to go in 
a repeating loop, 
without a break

妈妈日复一日的生活
ひつきりなしに繰り
返されてきたオンマ
の日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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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번역에서는 한국어의 많은 관형절이 종속절이나 대등절로 번역되었다. 중
국어 번역에서는 역시 관형절이 적게 나타났다. 한국어에서 ‘오빠의 말’이라고 표
현한 것을 ‘오빠가 말한 그런 모양처럼(像哥哥说的那样)’이라고 번역하였다. 사태
의 통합 기능은 역시 별도의 절로 구성되어 번역되었다(㉠, ㉡, ㉢). 역으로 생각
하면 중국어에서 관형절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 때문인지 중국인 학습자들은 종
종 관형절보다는 단문을 나열해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다. 
  일본어 번역에서는 ‘엄마의 이야기’가 ‘엄마에게 얽힌 곡조(オンマにまつわる語

② 대상 태도 관련 
연속

Her everyday 
words, which you 
didn't think deeply 
about 

深く考えてみたこと

③ 대상 태도 관련 
연속

Her everyday 
words, which you 
didn't think deeply 
about and 
sometimes 
dismissed as 
useless when she 
was with you,

妈妈说过的琐碎的话
语

ときにはくだらない
ことのようにさえ思
われもした言葉

④ 대상 정황 관련 
연속

When the family 
got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 家人们久别重锋 久方ぶりに顔をそろ
えた家族

⑤ 내포 속성 관련
Mom took care of 
fixing the gate and 
the roof and the 
porch.

甚至连修理大门，房
顶和廊台也是妈妈的
事。

表門と屋根と板の間
の修理

⑥ 대상 정황 
태도

조응 
연속

the work that she 
did nonstop

㉡ 
妈妈每天不停得重复
这些琐事

オンマがひつきりな
しに繰り返しやつて
のけねばならかつた
家事

⑦ 대상 정황 
태도

조응 
화제 
연속

Mom, despite 
never having been 
well off, 

㉢ 
妈妈这辈子从来没有
碰上好的时候

生涯を通じてただの
一度も好ましい境遇
におかれたことがな
かつたオンマ

⑧ 내포 속성 
태도 관련

Mom who patted 
your back 
soothingly when 
you were lonely

给你安慰的人 孤獨を嚙みしあてい
るあな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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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로 번역되어 관형절이 사용되었다.

② 논설 기사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논설 기사를 분석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사실상 이는 텍스트 내 관형절의 
사용을 포함하여 텍스트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조에 의한 번역으로 압축할 수 
있다. 소설의 번역에서는 서사적 의미의 전달과 심리적 묘사에 중점이 있는 것으
로 보였다면 논설 기사의 번역에서는 논조의 조율이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특히 
국내 상황이나 번역판이 보급되는 국가의 정치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논평143)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우 민감해 보였는데 번역판에서는 종종 생략되거나 보충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을 인식하고서 번역 양상을 살
펴보다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본어판에서는 거의 모
든 내용이 100% 번역되어 전달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사에 따라서도 이러한 경
향성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흔히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되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
서 이러한 변조를 많이 사용한다면 진보 언론이라고 평가되는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러한 번역 방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관형절의 사용을 중심으로 보면 앞에서 논설 기사에서 관형절은 사건이나 쟁점
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독자에게 맥락을 형성하고 전제화하는 데 기
능한다고 한 데(Ⅱ장 3절 2항 4목 참고) 반해 번역판에서는 좀 더 중립적인 논조
로 바뀌고 평가적인 태도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을 택한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144) 먼저 외국어판이 보급되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경우나 다른 나라에 대한 평가가 드러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43) 사건, 시사 문제, 또는 그와 관련된 말이나 글에 대하여 그 가치나 시비, 영향 등을 따

져서 평가함(우리말샘).
144) 관형절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번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나타난다.
      가. 이 글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함께 안타까움과 탄식이 뚝뚝 흘러넘친다. (K팝 혁신

_S8)
      나. It bemoans the fact that vitality and experimentation in Korea are being killed by 

red tape.
      다. 这篇专栏提出了一个疑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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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하층 백인의 오래된 불만과 세계화에 대한 적대가 미
국 국내 정치를 짓누르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전략전쟁_S5145))

       나.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는 [자신을 미국 중·하층 백인의 대변인으로 형상화한] 덕
분이다. (미중 전략전쟁_S10)

       다. [놀림감으로 전락한] 기성세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미국은퇴자협회로 잘 알
려진] AARP의 미어나 블리스 수석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오케이 레니얼, 
하지만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오케이 
레니얼’ 발언은 [불평등 문제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역린을 다시 건드렸다. (오케
이 부머_S5, 6, 7)

  (48) 가.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애만 쓰고 성과는 올리지 못하는 것과 달리 
경제력이 [한국보다 한참 뒤처진]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형 스타트업을 쏟아내고 
있다는 현실이다. (K팝 혁신_S13)

       나.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한때 크게 앞
서 가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보다 혁신 경제에서 뒤떨어졌다
는 통렬한 지적이다. (K팝 혁신_S14)

(47가, 나)는 해당 기사의 영어판에서는 모두 생략되었다. 즉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논평은 노출하지 않는 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47다) 역시 영어판에서 모두 생략되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감한 사건
의 서사와 그에 대한 평가가 모두 번역되지 않았다. (48가)에서 ‘인도네시아’의 정
황에 대한 설명과 평가가 나타난 관형절 ‘한국보다 한참 뒤처진’은 영어판에서는 
생략되었다. (48나)의 관형절은 ‘중국’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으며 영어판과 중국
어판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평가나 한국의 국내 정세에 대한 정황이 드러난 예를 보자.

  (49) 가.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반짝이는] 한국이 세계적 혁신의 흐름에서 
뒤처져 있느냐는 거였다. (K팝 혁신_S9)

       나. The country that leads in many areas 
       다. 这个走在先进行列的耀眼国家
145) ‘S숫자’는 텍스트 내의 문장에 출현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S5’는 

그 문장이 포함된 텍스트 내에서 5번째 문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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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このように先端を走って輝く韓国
  (50) 가. 치 한 정책 점검을 통해 기업·가계 등 [위축된] 경제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말할 것도 없다. (K팝 혁신_S22)
       나. economic stakeholders
       다. [萎靡不振的]经济主体
       라. [萎縮した]経済主体
  (51) 가. [무능과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와대 참모진도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국정 쇄신_S10)
       나. 최근 정부가 5분위 소득 분배 지표를 들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되고 있

다는]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디플레이션_S14)
       다. 블룸버그는 [기소 바로 그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행사에 참여해 혁신의 중

요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놓치지 않고 소개했
다. (K팝 혁신_S17)

또한 (49가)의 관형절에서 ‘반짝이는’에는 표제 명사 ‘한국’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맥락화되어 있는데 영어판인 (49나)에서는 생략되었다. 반면 중국어판과 일본어판
에서는 (49다)의 ‘耀眼(눈부시다)’와 (49라)의 ‘輝く(빛나다)’로 동일한 의미로 번
역되어 외국어판의 논조에서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50가)의 ‘위축된’ 역시 
영어판에서는 생략되고 (50다)의 중국어판(萎靡不振的, 맥이 빠지다) 번역과 (50
라)의 일본어판(萎縮した, 위축되었다) 번역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현 정
권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담고 있는 관형절이나 문장은 대부분 중립적으로 변조
되거나 생략되었는데 예를 들어 (51가)는 모든 외국어판에서 번역되지 않았다. 
(51나)는 중국어판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으며 영어판에서는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
의 결과다’ 부분이 생략되었다. 다만 일본어판에서는 그대로 번역되었다. (51다)는 
중국어판에서는 번역되지 않았고 영어판에서는 ‘코미디 같은’이 생략되었다. 일본
어판에서는 역시 그대로 번역되었다.
  한국어판과 비교했을 때 논조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쪽은 영어판이다. 
즉 전반적으로 한국어판의 논조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영어
판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언어 유형론적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차이와 관련하여 김미형(2009: 166)은 인지언어학적으로 “한국어 문장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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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명제 외에 덧붙이는 내포적 의미로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 정황적인 고려를 
한 섬세한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 영어에서는 어떤 일이나 행위에 대해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이 다른 듯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어 관형절이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정황의 세부, 화자의 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지시 대상과 
관련된 맥락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관형절이 영어로 번
역될 때 종종 생략되는 것은 표현 방식의 선호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결과로 판단
된다.
  한편 청자의 인식 정도에 대한 화자의 추측에 따라 관형절의 사용량이 달라지는
데 외국어판에서는 한국의 특정 상황 등에 대하여 보충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관
형절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52) 가. 오히려 한국에선 승차공유 사업을 벌이다가는 이재웅 타다 창업자처럼 경영자가 
검찰에 기소당하는 게 현실이라면서다. (K팝 혁신_S16)

       나. Lee Jae-woong, head of Socar — [responsible for the van-hailing service 
Tada] 

       다. [尝试在韩国提供汽车共享服务的]TADA创始人李在雄(音)等
  (53) 가.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디플레이션_S3)
       나. What that means is that inflation has fallen below zero percent for the first 

time since 1965, [when the government started to gather related data] 
       다. 这是[1965年韩国开始相关统计以来史无前例的]情况。

한국인 독자는 (52가)의 ‘이재웅 타다 창업자’를 잘 알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설명
이 필요 없지만 외국의 독자에게는 그러한 맥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52
나)의 관계절 ‘responsible for the van-hailing service Tada(자동차를 부르는 서
비스 타다를 책임지는)’과 (52다)의 정어 ‘尝试在韩国提供汽车共享服务的(한국에
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시험하는)’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146) (53)은 한국어판에서 명사구로 표현한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146) 이와 유사하게 한국어판 기사에는 없는 내용이 외국어판에서는 마지막에 추가되는 경

우가 있는데 이 역시 외국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다 정보 제공적이고 설명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현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중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면 
관계상 비교적 짧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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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어의 관계절 ‘when the government started to gather related data(정부가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과 중국어의 정어 ‘1965年韩国开始相关统计以来史无
前例的(1965년 한국이 관련된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역사에 전례가 없던)’로 표현
되어 한국에서 해당 통계가 1965년에 시작되었다는 맥락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
공한다.
  또한 한국어판에서는 중립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외국어판에서는 일정한 논조를 
형성하며 관형절을 추가적으로 삽입하기도 한다.

  (54) 가.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이뤄져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4000억 달러어치 상품
에 부과하는] 25% 관세에 직면한다. (미중 전략전쟁_S22)

       나. Even after the phase one trade deal, 25 percent tariffs will remain on 400 
billion U.S. dollars of Chinese products, [which Beijing is unlikely to accept 
considering its political situation at home.] 

(54나)의 관계절 ‘which Beijing is unlikely to accept considering its political 
situation at home(중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은 한국

   (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스타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내년 의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총리와 일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것으로 예측한다. 올바른 후보를 찾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인사 논란이 생길 경우 큰 부담이 된다. 실제로 전 법무부 장관인 조
국이 사임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들은 모두 거절했다. 그러나 
의회 선거의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관직을 비워 두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업무를 포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과거의 인사 실패로부
터 교훈을 얻어 통합과 협치의 정신으로 내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나) 그것만이 공동 이익을 위해 동맹을 지키면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이탈도 막을 길이다.
     (가)는 2019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의 사설 「脫코드·대탕평 개각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쇄신 이끌라」의 마지막 문장 ‘부실 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경질하
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법무부 장관에 지명해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뒤에 덧붙은 새로
운 문단으로 외국어판에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되었다. 한국어판 사설이 비판적 평가
로 마무리된 것에 반해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한국어판 사설의 
비판적 논조를 중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2019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의 사설 「美합참 “지소미아는 필수”… ‘동맹 위
기’ 자초 말라는 경고다」의 마지막 문장 ‘우리 정부가 나서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한일 
양국은 막바지 외교적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뒤에 추가된 문장으로 사설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갖는 의의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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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판에 없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중국의 태도에 대한 평가와 예측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어판의 논설 기사에서 ‘우리’로 표현되는 1인칭 복수형의 관점이 외국
어판에서는 ‘한국’이라는 3인칭 단수의 관점으로 변조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논설 기사에서 ‘우리’로 표현한 부분과 그것의 번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두 겹
의 밑줄로 표시하였다.

  (55) 가. [북한의 위협, 특히 핵무기 대응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처지 (지소
미아_S12 중)

       나. South Korea ... depends entirely on the U.S. for responding to threats from 
North Korea, especially in terms of nuclear umbrella.

       다. 在[韩国完全依赖美国应对朝鲜威胁，特别是应对核武器的]处境下，
       라. [北朝鮮の脅威、特に核兵器への対応を全面的に米国に依存している]私たち
  (56) 가. 일부 악플 다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여성 아이돌을 대하는] 방식

도 돌아봤으면 한다. (여성 연예인_S15)
       나. Korean society as a whole needs to reconsider how it treats female idols.
       다. [我们对待女性偶像的]方式
       라. [韓国社会全体にも女性アイドルへの対し]方

(55가)의 ‘우리 처지’는 영어판에서 (55나)의 ‘South Korea(남한)’, 중국어판에서 
(55다)의 ‘韩国(한국)’, 일본어판에서 (55라)의 ‘私たち(우리들)’로 각각 번역된다. 
또한 (56가)의 ‘우리 사회’는 영어판에서 (56나)의 ‘Korea society(한국 사회)’, 
중국어판에서 (56다)의 ‘我们(우리)’, 일본어판에서 (56라)의 ‘韓国社会(한국 사
회)’로 각각 번역되어 인칭의 변화에 따른 미세한 변조를 감지할 수 있다.

2.3. 한국어 관형절의 대조 분석적 특징

  이상의 텍스트에서 한국어의 관형절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어떤 통사적 양상
을 띠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를 관형절이라는 통사적 형식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
하여147)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음 표는 각 텍스트 내에서 한국어의 관형

147) 한국어의 관형절에 준하는 통사 형태를 영어에서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절,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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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 관형절 형식과 한국어에서는 관형절의 형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번역본에서 관형절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의 개수를 정
리한 것이다. 먼저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원본과 번역본에서 발췌한 일부 텍
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이다.

[표 83] 소설에 쓰인 관형절의 영·중·일 번역에서 동일한 형식의 사용률

※ ‘동일’은 한국어의 관형절이 동일한 의미와 형식으로 번역된 경우를 말하고 ‘그 외’는 한국어에서는 

관형절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번역본에서는 관형절의 형식으로 번역된 경우를 말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관형절이 동일한 통사 형식으로 번역된 경우는 
일본어로 번역된 텍스트에서 가장 많았고(92.6%) 이어서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
(51.2%)와 중국어로 번역된 텍스트(4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어에서
는 관형절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가 번역본에서 관형절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 → 번역문(한국어 직역)’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56) 비슷한 분 → anyone [who looks like her](그녀처럼 보이는 누군가)
  (57) 가. 아버지가 없던 동안 → [父亲不在的]日子(아버지가 있지 않은 날), [父亲不在家

的]日子里(아버지가 집에 있지 않은 날 가운데)

사가 있는 관계 부사절, 동격절로 보았고(표에서는 공간의 한정성으로 인해 관계절
(relative clause)이라고 표시하기로 함) 중국어에서는 정어(定语), 일본어에서는 연체수
식절(連体修飾節)로 보았다. 

출처 한국어 
관형절

영어 관계절 중국어 정어 일본어 연체수식절
동일 그 외 동일 그 외 동일 그 외

텍스트 1 14 4 1 7 14 1
텍스트 2 7 6 4 6
텍스트 3 12 8 6 1 12
텍스트 4 13 4 6 1 12
텍스트 5 17 11 10 15
텍스트 6 9 6 3 8
텍스트 7 17 6 3 14
텍스트 8 13 7 9 1 13 2
텍스트 9 11 6 2 10
텍스트 10 8 4 2 1 8 1

합계 121 62 1 52 4 112 4
비율 51.2 43.0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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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갓난쟁이 → [刚出生的]孩子(갓 태어난 아이)
       다. 오빠의 말 → [哥哥说的]那样(오빠가 말한 그런 모양)
  (58) 가. 비슷한 분 → [似ている]人(닮아 있는 분)
       나.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두 → [弱い]もの(약한 것)
       다. 무서울 만큼 질기요 → [怖いくらいしぶとい]もの(무서울 정도로 질긴 것)
       라. 엄마의 이야기 → [オンマにまつわる]語物(엄마에게 얽힌 곡조)

(56)은 원본의 ‘비슷한 분’이 영어 번역본에서 관계절의 형식으로 번역된 것으로 
의미는 같으나 품사가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뀌어 전위에 해당한다. 
  (57가)는 본고에서 문장 연결형 관형절로 구분한 바 있다(39-41쪽). 중국어에
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제 명사 ‘日子(날)’를 정어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
다. (57나, 다)는 모두 한국어에서 명사로 쓰인 것을 정어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
하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즉 ‘갓난쟁이148)’라는 말이 태어난 지 얼마 지
나지 않은 아이를 가리킨다면 소설 속의 ‘갓난쟁이’는 그야말로 방금 막 태어난 아
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상황적 맥락을 전달하기 위하여 정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상세화한 것으로 보인다. ‘오빠의 말’ 역시 후행하는 ‘엄마의 삶을 실망스러운 것으
로 간주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응하기 위하여 ‘那样(그런 모
양)’을 표제 명사로 하여 관계화하였다.
  (58가)는 영어 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의 ‘비슷한 분’이 수식절의 형식으로 
번역된 것으로 의미는 같으나 품사가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뀌어 전위에 해당한다. 
(58나)는 한국어에서 서술어로 표현된 것을 표제 명사와 함께 관형화한 것으로 
(58다) 역시 비슷한 통사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보다 (58나)와 (58다) 
사이에 명시적으로 대비를 이룬다. (58라)는 번역된 표현에 보다 풍부한 정보가 
비유적으로 담겨 있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한편 논설 기사 10편에 사용된 관형절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 관
형절 형식과 한국어에서는 관형절의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국어판에서 관
형절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의 개수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48) ‘갓난아이(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아이(표준))’를 낮잡아 이르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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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논설 기사에 쓰인 관형절의 영·중·일 번역에서 동일한 형식의 사용률

※ ‘동일’은 한국어의 관형절이 동일한 의미와 형식으로 번역된 경우를 말하고 ‘그 외’는 한국어에서는 

관형절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번역본에서는 관형절의 형식으로 번역된 경우를 말한다.

[표 84]에서 알 수 있듯이 논설 기사에서 한국어 관형절이 동일한 통사 형식으로 
번역된 경우는 일본어판에서 가장 많았고(85.9%) 이어서 중국어판(54.0%)과 영
어판(2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소설의 번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어판에서 한국어의 관형절이 가장 많이 동일한 통사 형식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영어판과 중국어판에서는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영
어판에서 동일한 통사 형식인 관계절로 번역된 경우가 29.4%에 불과하다는 것이 
큰 차이로 주목된다.149) 또한 한국어판에서는 관형절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가 외
국어판에서 관형절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9) 가. 2014년에도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 2014, [when she suspended her music career because of online 
bullying and rumors](그녀가 온라인 폭력과 루머로 인해 그녀의 음악 활동을 중
단한 2014년)

        나. 25살의 여성 연예인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 → the drastic choice [made 
149) [표 83]을 보면 소설에서 한국어 관형절이 동일한 통사 형식으로 번역된 비율은 영어 

번역본에서는 51.2%로 논설 기사의 영어판에서 동일한 통사 형식으로 번역된 비율인 
29.4%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의 일부는 화자의 태도나 해당 국가에 대한 평가 
및 정세 등과 관련한 정보를 생략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출처 한국어 
관형절

영어 관계절 중국어 정어 일본어 연체수식절
동일 그 외 동일 그 외 동일 그 외

기사 1 17 7 9 1 16
기사 2 12 4 11 10
기사 3 19 4 11 14
기사 4 14 2 5 2 8
기사 5 14 6 4 5 14
기사 6 18 4 10 16
기사 7 19 2 12 17
기사 8 13 3 8 2 10
기사 9 13 6 3 12
기사 10 24 10 2 15 23

합계 163 48 2 88 10 140 0
비율 29.4 54.0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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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is 25-year-old female entertainer](이 25살의 여성 연예인에 의해 이루
어진 극단적인 선택)

  (60) 가. 이에 대응함과 동시에 → 在[应对这一挑战的]同时(이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나. 한국의 투자자들이 애만 쓰고 성과는 올리지 못하는 것과 달리 → 在[韩国的投단

者用尽力量却迟迟拿不出成果的]同时(한국의 투자자들이 힘을 다해도 느리고 성과
를 내지 못하는 동안)

  (61) 가. 공직자 사퇴 시한 → [辞去公职者的]时限(공직을 사퇴하는 시한)
       나. 재벌 기반의 성장모델 → [以财阀为基础的]增长模式(재벌을 기초로 하는 성장 모

형)
       다. 북한발 금강산 문제 → [朝鲜挑起的]金刚山问题(조선이 도발한 금강산 문제)
  (62) 가. 경이로운 나라 → [令人惊讶的]国家(사람을 놀라게 하는 국가)       
       나. 한국에선 혁신에 대한 저항이 크다 → [创新在韩国遭到的]抵触(혁신이 한국에서 

만나는 저촉)

한국어판에서는 관형절 형식이 아니지만 영어판에서 관계절로 표현된 것을 (59)
에 정리하였고 (60~62)에는 중국어판에서 정어로 표현된 것을 정리하였다. (59
가)는 한국어 문장인 (59가)에서는 모문으로 표현된 명제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
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가 관계절 ‘when she suspended 
her music career because of online bullying and rumors’로 나타나 있다. (59나)
는 한국어판에서는 ‘-은 것’의 형태를 사용하여 명사절로 표현한 하나의 사건을 
영어판에서는 표제 명사 ‘the drastic choice(극단적인 선택)’를 중심으로 관계화하
여 표현하였다. 한국어판에서는 명사절로 사건을 비교적 평이하고 단조롭게 기술
한다면 ‘the drastic choice made by this 25-year-old female entertainer(이 25
살의 여성 연예인에 의해 이루어진 극단적인 선택)’로 번역하여 목적어를 관계화
함으로써 화제인 ‘the drastic choice(극단적인 선택)’가 전경화되고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150) 

150) 관계화를 화제화와 관련하여 가능성과 구조적 유사성을 논의한 김민국(2010)에 따르면 
화제화가 가능한 문장 성분은 모두 관계화가 가능하다(145). 사실, 관계화와 화제화의 관
련성은 관계절과 표제 명사의 본질적 특성에서 이미 파악되는 것이다. 관계절은 근본적으
로 표제 명사에 대한 서술이다(146). 화제화 자체는 통사적 현상이고 문장 성분의 기능에 
따른 화제화 제약 자체도 표면적으로는 통사적 제약이다. 그러나 화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 구조나 실제 세계의 해석과 연관되는 화용적 해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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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가, 나)는 모두 표제 명사 ‘同时’를 사용하여 선행하는 정어에 나타난 사태가 
후행하는 절과 시간적으로 같은 시기에 발생함을 나타낸다. (61가~다)는 모두 한
국어판에서는 명사구로 표현된 것이 정어의 형식으로 번역되어 기본적으로는 의미
의 등가를 이루고 있다. (62가)는 한국어판의 ‘경이로운’을 ‘令人惊讶的(사람을 놀
라게 하는)’으로 번역하여 전위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62나)는 한국어판에서 ‘혁
신에 대한 저항이 크다’라고 표현한 것을 ‘体现创新在韩国遭到的抵触(혁신이 한국
에서 만나는 저촉을 드러냈다)’으로 번역하여 변조하였다.  
  한편 한국어의 관형절이 번역되면서 관형절이 아닌 다른 통사적 형식으로 나타
난 양상을 분석하자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에서 가장 다양한 통사적 형식을 [표 
85]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표의 통사 형식은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나타난 양
상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여 나열하였다. 먼저 소설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85] 소설에 쓰인 관형절의 영·중·일 번역에 나타난 다른 통사 형식

분석 결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텍스트에서 모두 동일하게 한국어의 관
형절은 관형절의 통사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대부분 대등절이나 종속절과 같은 
별도의 절의 형식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명사(구)가 많이 나타났다. 절의 형

있다. 이는 관계화는 통사적 절차이고 통사적 요소에 의해서도 일정 제약을 받지만 정보 
구조나 담화 상황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147). 즉 관계절을 사용함으
로써 화자는 표제 명사를 담화 화용적으로 화제화하게 되는 것이다.

번
호 통사 형식 영어 번역 텍스트 중국어 번역 텍스트 일본어 번역 텍스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대등/종속절 21 35.6 36 52.9 3 33.3
2 형용사 13 22.0 4 5.9
3 명사(구) 9 15.3 18 26.5 1 11.1
4 생략 6 8.5 5 7.4
5 부정사구 3 5.1
6 전치사구 3 5.1
7 과거분사 2 3.4
8 의미 2 3.4 1 1.5
9 동사구 1 1.7 4 5.9 2 22.2
10 소유격 2 22.2
11 명사절 1 11.1

합계 59 100 69 100 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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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번역된 경우는 대개 의미에 기반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른 나열, 혹은 원인, 
양보 등의 의미에 따른 종속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한국어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대개 연속적 사태 통합이나 부차적 사건 통합인 경향이 있다. 명사나 명사
구로 번역된 경우는 ‘관형절+표제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하나의 개념어가 있는 
경우 명사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형용사+명사’ 혹은 ‘소유격+명사’의 형식
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와의 언어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일본어로 번역된 텍스트에서 수식
절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전환된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63) 가. [젊은 여인 혼자 들고 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보퉁이들이 수북했다. → 若い女性
なら一人で引つさげてきたとはとても信じられないほど、風呂數包みなどがうずに
かく積まれていた(젊은 여성이라면 혼자서 들고 왔다고는 믿기 힘든 정도로 보자
기에 싸인 짐이 소용돌이를 그리듯이 쌓여 있었다.)

        나. [청이 파란] 무 → 복首大根(파랑청무)
        다. [대문과 지붕과 마루를 고치는] 일 → 表門と屋根と板の間の修理(대문과 지붕과 

마루의 수리)

즉 (63가)의 관형절은 일본어 번역에서는 ‘若い女性なら一人で引つさげてきたとは
とても信じられないほど(젊은 여성이라면 혼자서 들고 왔다고는 믿기 힘든 정도
로)’라고 하여 별도의 부사절로 표현되어 있다. (63나)의 ‘청이 파란 무’는 하나의 
개념어 ‘복首大根(파랑청무)’로 번역되었고 (63다)의 보문절은 소유격 조사 ‘の’와 
함께 ‘대문과 지붕과 마루의 수리’로 번역되었다.
  한편 논설 기사에 나타난 관형절이 다른 통사 형식으로 번역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역시 관형절 외의 통사 형식으로 번역된 비율이 가장 높은 영어판(69.9%)
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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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논설 기사에 쓰인 관형절의 영·중·일 번역에 나타난 다른 통사 형식

[표 86]과 같이 정리하자 가장 먼저는 소설의 번역본에 비하여 논설 기사의 외국
어판에서 관형절 이외에 더 많은 통사 형식이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설의 
번역에서는 10개의 형식이 나타났으나 논설 기사에서는 13개의 형식이 확인되어 
비교적 다양한 문장 구성의 형태로 번역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설의 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관형절은 대등절이나 종속절과 같은 별도의 절로 번역되는 
경우가 영어판과 중국어판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151) 한국어의 관형절이 
대등절이나 종속절, 혹은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보문절의 경
우에 더욱 두드러졌다. 다음의 예를 보자.

  (64) 가. [경제력이 한국보다 한참 뒤처진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형 스타트업을 쏟아내고 있
다는] 현실이다. (K팝 혁신_S13 중)

       나. Korea is even behind Indonesia in its number of meaningful start-ups.(의미 
있는 스타트업의 수에 있어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도 뒤처진다.)

       다. 就连比韩国落后许多的印度尼西亚也诞生了许多大型初创企业。(한국에 비하여 많이 
낙후된 인도네시아조차 많은 대형 스타트업이 탄생하였다.)

  (65) 가. [미·중 무역전쟁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면서 수출이 큰 몫을 차지하는 한국 
151) 그에 반해 일본어판에서는 명사구로 번역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였다. 명사구로 번역

되는 경우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볼 수 있다.

번
호 통사 형식 영어 번역 텍스트 중국어 번역 텍스트 일본어 번역 텍스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대등/종속절 33 28.7 50 65.8 4 16.7
2 생략 26 22.6 11 14.5 3 12.5
3 전치사구 16 13.9
4 명사구 15 13.0 11 14.5 8 33.3
5 형용사 9 7.8 1 1.3 4 16.7
6 부정사구 8 7.0
7 과거분사 4 3.5
8 동사구 3 2.6 1 1.3
9 동명사구 1 0.9
10 명사절 1 1.3 3 12.5
11 부사 1 1.3
12 소유격 2 8.3

합계 115 100 76 100 2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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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타격을 입었다는] 논리다. (규제 개혁_S13)
       나. It argues the spread of trade protectionism hurt the export-reliant economy. 

(정부는 무역보호주의의 확산이 수출 의존적 경제를 해쳤다고 주장한다.)
       다. 称是中美贸易战等贸易保护主义泛滥给出口占比较高的韩国经济造成了打击 (중국과 

미국 무역전 등 무역보호주의가 범람해 수출 점유율이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64가)의 표제 명사는 ‘현실’로서 어휘 의미는 ‘상황’의 부류에 속한다.152) 즉 한
국에서 창업이 어려운 상황을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대비하여 부각하는 문장으로 
상황을 나타내는 명제를 관형화하여 표제 명사 ‘현실’에 귀속시켜 개념화하고 추상
화한다. 그에 반해 영어판이나 중국어판에서는 (64나)와 (64다)에서와 같이 명제
를 주절에 직접 실현한다. (65)에서 역시 유사한 번역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외국
어판에서는 (65나, 다)와 같이 한국어 문장의 ‘논리’라는 ‘보고’의 의미를 갖는 표
제 명사 없이 보문절의 명제를 바로 주절에 실현한다. 한국어 보문절 중 ‘보고’의 
의미를 갖는 표제 명사에 이끌리는 보문절은 대개 화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간접화
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들리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과 비
슷한 효과이다. 외국어판에서 한국어 보문절의 명제가 직접 모문에 실현되는 양상
은 중국어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다음의 예를 보자.

  (66) 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동안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비건 대표의 발언도 눈여겨볼 만하다. (북미 대화_S6)

       나. 比根代表的谈话突出了“唐纳德·特朗普总统将在今后一年内专注于（无核化）取得重大
进展”(비건 대표의 담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내에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을 얻는 데 전념할 것이다”라고 부각하였다.)

  (67) 가.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실무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가 있었지만, (북미 대화_S9 중)

       나. 尽u美国一直希望上月韩美联合演习结束后立即开始工作及谈判(비록 미국 계속해서 
지난달에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 즉시 업무와 담판을 개시한다고 희망했지만)

152) Ⅲ장 1절 1항 2목의 ‘[표 24] 보문절을 이끄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 부류(김진웅, 
2003: 52-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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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소설의 번역에서와 달리 영어판과 중국어판에서 관형절이 번역되지 않고 
생략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국내 논설 기사의 논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경
우 외국어판에서 생략하는 편을 택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이때의 관형절은 대개 
국내 정세나 사회에 대한 논평, 혹은 외국어판이 보급되는 나라에 대한 논평, 제3 
국가에 대한 논평 등을 담고 있다.153) 
  끝으로 한국어판의 관형절과 표제 명사가 해당 언어에서 하나의 명사나 명사구
로 개념화할 수 있는 경우 명사(구)로 번역되었으며 예는 다음과 같다.

  (68) 가. [나이 든] 동료 의원 → 高齡者の同僚議員(일본어판, 고령자 동료의원)
       나. [경제에 드리운] 이 그늘 → 暗雲(일본어판, 암운)
       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경제 → economic woes(영어판, 경제적 고난)
       라. [경색된] 남북관계 → the strain in inter-Korean relations(영어판, 남북관계에 

있는 긴장), 韩朝关系僵局(중국어판, 남북관계 교착 상태)
       마. [악플 다는] 사람들 → cyberbullies(영어판, 악플러), 恶评者(중국어판, 악평자)

특히 영어판에서는 관형절을 사용하여 설명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장황한 해설을 
덧붙이기보다는 개념어 등의 명사나 명사구로만 표현하여 보다 간명하게 번역하는 
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54)
  한편 소설에 쓰인 관형절의 번역 결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통사 형식에 영어판
의 동명사구(69나), 중국어판의 명사절(70나)과 부사(71다), 일본어판의 명사절
(72나)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번역된 문장에서 한국어의 관형절에 해당하는 부분
과 그 의미는 두 겹으로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69) 가.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 요인부터 
제거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북미 대화_S9 중)

       나. The government must tackle those challenges rather than denying the 
possibility of deflation.(정부는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153) 예문은 215쪽부터 216쪽까지에 걸쳐 제시한 (47)~(51)을 참고.
154) 예문으로 215-216쪽 (49나)와 (50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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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가. “한일 간 사이가 멀어지면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_S1 중)

       나. 如果韩日间关系疏远，得到好处的将是朝鲜和中国。(만일 한일 간의 관계가 멀어
지면 이익을 얻는 것은 장차 조선과 중국이다.)

  (71) 가. 현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인류는 [피할 수 없는] 깊은 동요와 불황, 심지어 
폭력과 전쟁의 곤경에 빠질 것이다. (미중 전략전쟁_S3)

       나. 人类将不可避免地받入深深的动摇和萧条、甚至暴力和战争的困境。(인류는 장차 
불가피하게 깊은 동요와 불황, 심지어 폭력과 전쟁의 곤경에 빠질 것이다.)

  (72) 가.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케이 부머_S6 중)
       나. 実際にお金を持っているの(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표 85]와 [표 86]에서 한국어의 관형절이 외국어에서 다른 통사 형식으
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면 영어 번역에서 그 가짓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 실현 방식은 한국어의 관형절이 영어로 번역될 때 동일한 
통사 형식인 관계절 이외에 다양한 통사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관계절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요인이 된다.
  한편 비교문체론적 관점에서 한국어 관형절이 번역된 방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소설의 분석 결과이다.

[표 87] 소설에 쓰인 관형절의 영·중·일 번역 기법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텍스트에서 한국어 관형절은 (73가, 나)와 같이 변조를 
통해 번역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축어역과 (73다, 라)와 같은 전위가 비슷한 비율
로 나타났다. 일본어 텍스트에서 한국어 관형절은 92.6%가 통사적 등가를 실현하
며 번역되었지만 수식절 내부에서 관점의 변화를 보이는 표현들이 있어 축어역이 

번역 기법 영어 번역 중국어 번역 일본어 번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축어역 29 24.0 34 28.1 89 73.6
전위 31 25.6 33 27.3 8 6.6
변조 55 45.4 49 40.5 24 19.8
생략 6 5.0 5 4.1 0 0.0
합계 121 100.0 121 100.0 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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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3마)와 같은 변조가 24%로 나타났다. (73바)는 전위의 예이다. 또한 주
목해야 할 것은 엄마를 일본어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オンマ’라고 하여 발음 그대
로 차용해서 번역한 점이다. 이는 이 소설에서 엄마가 보여 주는 속성을 엄마라는 
범주로 일반화하지 않고 그 인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아 마치 이름처럼 고유 명
사화하여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73) 가. 당신은 젊어서도, 결혼해서도, 자식이 생긴 뒤에도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했다. 
→ All you wanted in life was to leave this house(인생에서 당신이 원한 모든 
것은 이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나. [눈이 마루까지 들이치던] 날 → 一个[雪花漫天飞舞的]日子(눈꽃이 하늘 가득히 
춤추던 어느 날)

       다. [그가 나눠준] 전단지 → his flyers(그의 전단지)
       라. [네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 → 你笔下的某个句子(네 펜 밑의 어느 문장)
       마. [잃어버린] 엄마 → [いなくなつた]オンマ(없어진 엄마)
       바. [눈 묻은] 신발 → 雪まみれの靴(눈투성이의 신발)
 
  이어서 논설 기사의 관형절이 번역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표 88] 논설 기사에 쓰인 관형절의 영·중·일 번역 기법

[표 88]을 보면 소설에 쓰인 관형절의 번역 기법과 유사하게 영어판과 중국어판
에서는 변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어판에서는 축어역이 가장 많이 사용되
었다. 특히 논설 기사 일본어판의 경우 소설의 번역에서 축어역이 74.4%의 비율
로 사용된 것과 유사하게 84.0%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소설의 번역에 
비하여 변조가 매우 적게 나타나 다른 외국어판에 비하여 논설 기사에서의 관점이

번역 기법 영어 번역 중국어 번역 일본어 번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축어역 24 14.7 40 24.5 137 84.0
전위 48 29.4 47 28.8 22 13.5
변조 64 39.3 65 39.9 1 0.6
등가 1 0.6
생략 26 16.0 11 6.7 3 1.8
합계 163 100 163 100 163 100



- 231 -

나 논조 등이 거의 그대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155)
  다음은 영어판에서 등가의 방법으로 번역된 문장으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는 하나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 구조나 관형절과 모문에 담긴 명제의 내용
이 모두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74) 가.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K팝은 전 세계 청년의 문화 코드가 됐다. (K팝 혁
신_S1)

       나. K-pop has fans everywhere.

  소설의 일본어 번역 텍스트와 비교해 변조 기법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논설 기
사에 쓰인 관형절의 의미와 관점이 일본어판에 거의 동일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이
다. 특히 이는 앞(214-216, 219쪽)에서도 언급한바 영어판이나 중국어판에서는 
변조되는 논조나 관점, 논평들이 일본어판에서는 한국어판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일본어가 한국어와 언어 유형론적으로 
유사하고 언어적 거리 또한 가깝다는 것은 한국어 관형절의 번역 양상, 즉 유사한 
통사 구조가 사용된 것이 많다는 점, 번역 방법으로 축어역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유사한 통사 구조가 사용되었지만 수식절 내부의 상
적인 특징 등이 다르게 표현되어 변조로 분석되는 번역 방법이 적지 않게 사용되
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156)
  이상과 같은 분석을 마치고 나자 한국어의 관형절에 대하여 대조 분석적 관점에
서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대상을 중심으로 한 

155) 본문 215-216, 219쪽의 예문 (47)-(51), (55), (56) 참고.
156) 조은숙(2009)에 따르면 한국어가 관형절에서 동사적 표현 구조로 표출되는 것은 사태 

파악에 있어서 시간을 중심축으로 하여 연속적 사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에 반해 일본어는 사태를 파악할 때 시간적인 과정을 버리고 비시간적인 구성체
로 파악하기 때문에 ‘の’를 사용한 연체수식절을 이루거나 시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어는 사태를 물체로서 인식하는 물체화 능력이 강하며 간결함과 함축성을 선호하는 
추상 언어라고 유형화할 수 있는 반면 한국어는 구체적이고 모호성을 기피하는 구상 언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는 사태를 동적 관계로 파악하려는 인지 구조인 데 반하여 
일본어는 사태를 정적 관계로 파악하려는 인지 구조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관형절이 
동일한 통사 구조인 연체수식절로 번역되더라도 관형절 내부 명제의 관점, 화법, 시점 등
이 조정되는 변조 기법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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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배치’, ‘대상에 대한 맥락적 정보 점착’, ‘화자의 맥락적 의도 표현’, 그리
고 ‘간접 표현에 의한 객관화’의 4가지로 정리한다.157)

(1) 대상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재배치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영어나 중국어 텍스트에 비하여 관형절의 사용 빈도가 높
게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중 영어나 중국어에
서 덜 나타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 주절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원
인이 되는 사건을 영어와 중국어에서는 시간의 순서나 인과 관계에 따라 대등절이
나 종속절로 처리하는 데 반하여 한국어에서는 관형절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연속적 사태 통합’ 기능의 관형절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75) 가. [[①그가 나눠준] ②전단지를 받아든] 한 여자가 ③잠시 걸음을 멈춘 채 ④사진
을 가만 들여다보았다. 

       나. ②A woman takes one of his flyers and ③pauses for a moment ④to look at 
157) 이 4가지 외에도 대조 분석을 통해 알게 된 것에는 2가지가 더 있다. 다만 이들은 한

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대조 분석적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워 본문에 싣
지 않고 각주에 기록한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어 텍스트에서 관형절의 비율이 비교적 높
은 것과 관련한 해석으로 영어나 중국어와 같이 언어를 구사하는 집단이 큰 언어는 언어 
전파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법을 상실하여 그 문법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데 반해 소규
모 집단의 언어는 복잡한 문법을 유지하고 있다(The Economist, 2019. 8. 8.)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즉 영어와 중국어에서는 관형절과 같은 복잡한 문법 형식을 덜 사용하고 
비교적 사용자의 규모가 작은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관형절과 같은 복잡한 통사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관형절은 많은 모어나 제2 언어 습득 
연구에서 복잡성의 발달 척도로 쓰일 만큼 복잡한 문법 형식이라고 하겠다. 이는 통사론
적 관점에서의 언어 유형론에 입각한 특징이며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절을 포함한 한국
어 문법의 복잡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화제를 입체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것이
다. 관형절이 표제 명사와 함께 텍스트 내에서 화제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앞(Ⅱ장 3절 3
항 6목)에서 설명한 바 있다. 논설 기사의 한국어판에서 ‘25살의 여성 연예인이 이런 극
단적 선택을 한 것’을 영어판에서 ‘the drastic choice made by this 25-year-old female 
entertainer(이 25살의 여성 연예인에 의해 이루어진 극단적인 선택)’로 번역하여 목적어
를 관계화함으로써 한국어판에서와 달리 ‘the drastic choice(극단적인 선택)’가 전경화되
고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본문 222-223쪽, 예문 (59나)와 그 해설) 이는 관계
화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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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cture of Mom. (한 여자가 그의 전단지 중 한 장을 받아들고 잠시 멈추
어 엄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다. ②一个女人接过[①他散发的]寻人启事, ③停下脚步, ④仔细看了看照片。(한 여자가 
그가 나눠준 사람 찾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자세히 보았
다.)

       라. [[①彼が手渡した]②枚のビラを受け取つた]一人の女性が、③ちよつと步みを止め
たままじつと④そのビラのなかの顔写真のぞき込んだ。

  (76) 가. [[①지난해 3월 시작된] ②트럼프의 무역 압박에 직면한] 베이징은 ③협상과 타
협, 협력을 통해 최대한 빨리 미국과 경제관계를 안정화하고자 했다. (미중 전략
전쟁_S16)

       나. ①Since last March [w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started pressuring 
it], ③China has tried to stabilize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중국
을 압박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로 중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미국과 경제적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다. ②面对[①去年3月开始的]特朗普贸易压力，③北京希望通过谈判、妥协和合作，尽快
与美国稳定经济关系。(작년 3월에 시작한 트럼프의 무역 압력을 직면하고 북경
은 담판, 타협과 협력을 통해 미국과 경제 관계를 빨리 안정화하기를 희망한다.)

       라. [[①昨年３月に始まった]②トランプ氏の貿易圧力に直面した]北京は、③交渉と妥
協、協力を通じてできるだけ早く米国との経済関係を安定させようとした。 

  (75가)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4개의 사건이 이어진다. ① 아들이 전단지를 나
눠 준 사건, ② 한 여자가 그 전단지를 받아든 사건, ③ 그 여자가 걸음을 멈춘 사
건, 그리고 ④ 전단지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사건이다. 여기에서 앞의 두 사건은 관
형절로 안겨 있고 뒤의 두 사건은 모문에 연결 어미 상당 구성, ‘-은 채’에 의해 
차례로 이어진다. 즉 일련의 사건을 나열하는 대신 선행 사건을 표제 명사에 귀속
시킴으로써 사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관형절의 ‘연속적 사태 통합’ 
기능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75나)와 같이 영어로 번역될 때 사
건 ①이 생략되어 ‘one of his flyers(그의 전단지 중 한 장)’라고만 표현되고 사건
들은 문장 내에서 대등절과 부정사구로 연결된다. (75다)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사
건 ①이 정어로 표현되어 있으나 나머지 사건은 대등절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
결된다. 이는 한국어에서 관형절 내에 관형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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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김아영(2010: 366)의 논의와 접점이 있다. 반면 
일본어 번역인 (75라)에서는 한국어의 의미와 통사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일대일
로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논설 기사에서 발췌한 문장인 (76가)를 보면 사건 ①과 ②는 시
간의 순서에 따라 연결되고 사건 ②와 ③은 시간 순서 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시 관형절의 ‘연속적 사태 통합’ 기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역시 영어판에서는 (76나)와 같이 사건 ②는 생략하고 지난 3월을 관계화하
여 사태 ①과 ③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결한다. 중국어판에서도 (76다)와 같이 
역시 관형절 내의 관형절 구조를 실현하지 않고 하나의 관형절만을 사용하고 다른 
관형절은 대등절로 표현하여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일본어판에서
는 역시 (76라)와 같이 의미와 문장 구조가 일대일의 대응을 이루며 번역되었다.
  이와 같이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논설 기사와 그것
의 외국어판을 선정하여 관형절의 사용을 비교해 본 결과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 있어서 영어나 중국어 텍스트에서는 동
일한 의미의 한국어 텍스트에 비하여 관형절보다는 대등절이나 종속절을 사용하여 
나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시간의 
순서나 인과 관계 등으로 연결되는 사건을 사건의 참여자인 표제 명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관련성에 따라 재배치하여 관형절로 표현하는 방식이 선호된다.158)

(2) 대상에 대한 맥락적 정보 점착

  ‘대상에 대한 맥락적 정보 점착’은 한국어에서 관형절을 사용하여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정황 혹은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시 대상에 보다 

접하게 귀속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즉 다른 언어에서는 대상에 대하여 대등절이
나 종속절로 풀어 해설하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관형절을 표제 명사에 귀속시킴으

158) 이러한 분석 결과 즉 한국어와 언어적 거리가 있는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연속적 사태
를 대등절이나 종속절 등으로 표현되는 데 비하여 한국어나 한국어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
어에서는 관형절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관형절의 사용에 나타나는 담화 화용적 관점
에서의 언어 유형론적 특징으로 판단되었으나 더 많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여 유보한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약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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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응집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다 간결한 표현과 개념화가 
가능하다. 관형절에서는 지시 대상에 대한 수식 관계가 나타나고 대등절이나 종속
절에서는 지시 대상에 대한 서술 관계가 나타난다. 본고의 관점과 유사하게, 예스
퍼슨(Jespersen, 1965)의 수식 관계(junction)와 서술 관계(nexus)에 대하여, 게
펜(Gefen, 1968: 39, 이환묵, 2004: 152 재인용)은 수식 관계 표현은 두 개의 개
념이 하나로 점착된 것(agglutination)이고 서술 관계 표현은 두 개념이 풀어진 것
(fusion)이라고 풀이한 바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77) 가. ①[어쩌면 엄마일지도 모르는] ②[파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③[어찌나 걸
었는지 슬리퍼에 발등이 패어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는] 사람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마다 술을 한 잔씩 더 마셨다.

       나. ②그 사람은 파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했다. ③그 사람은 어찌나 걸었는지 
슬리퍼에 발등이 패어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고 했다. ①그 사람은 어쩌면 엄마일
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마다 술을 한 잔씩 더 마셨다.

(77가)는 소설의 문장으로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다가 어떤 
여자에게서 엄마와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아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다. 이 문장에는 세 개의 관형절이 하나의 표제 명사(‘사람’)에 선행하고 있다. 이
들은 본문에 주요하게 제시되지 않은 그 사람과 관계된 사건과 화자의 추측을 표
제 명사에 귀속시키며 표제 명사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청자의 이해를 돕는다. 
즉 (77가)의 ①에 나타나는 그 사람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②와 ③에서는 드러나
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정황이 표제 명사 ‘사람’에 점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
를 관형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77나)와 같이 서술 관계로 표현하게 되는데 (77
가)와 동일한 의미이지만 문체에 의한 효과는 달라진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
과 그 사람에 대한 화자의 추측에 대하여 (77가)와 같이 관형절을 사용하여 표제 
명사를 중심으로 재배치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서사 및 그 정보를 들은 아들의 추
측과 근거로 작용하는 정황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사태 간의 응집성이 높아진
다. 또한 청자는 관형절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일정한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159) 즉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표제 명사에 대한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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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화 혹은 청자의 의식에 활성화하려는 정보가 표제 명사에 착되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다. 
  233쪽의 예문 (76가)160)에서도 한국어판의 문장이 관형절에 지난 사태를 몰아
넣어 표현함으로써 사태의 흐름의 긴박함과 그 결과 등이 역동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입장에 대하여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표제 명사 ‘베이징’
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어의 이러한 특징과 달리 앞(179쪽)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표제 명사가 포함된 선행절이 존재문이거나 목적을 위한 행위를 나타낼 때는 관형
절에 의한 수식보다는 명사 뒤에서 서술하는 것을 선호한다(김아영, 2010: 362). 
또한 이미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구에 대한 설명 역시 술어로 표현된
다(김아영, 2010: 364). 

(3) 화자의 맥락적 의도 표현

  ‘화자의 맥락적 의도 표현’은 한국어의 관형절이 번역본이나 외국어판에서 명사
나 명사구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관형절을 포함하여 대상을 지시할 
때와 그것을 하나의 개념어로만 지시할 때의 차이는 맥락적 의미 형성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된다. 즉 번역본과 외국어판에서는 경우에 따라 속성, 정황, 
태도 등을 포함하여 장황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간결한 의미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79) 가. [잃어버린] 엄마 → Mom
       나. [글을 쓰는] 사람 → 作家
  (80) 가.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K팝 → K-pop
       나. [피할 수 없는] 깊은 동요와 불황, 심지어 폭력과 전쟁의 곤경 → a chaos, 

recessions, even violence and war
159) 한국어 관형절의 이러한 작용은 관형절이 표제 명사 앞에 위치하는 통사적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즉 (77가)의 경우 주어 앞에 관형절이 위치하여 문두성을 갖게 되고 화제성
을 띄어 청자의 의식에 주요하게 활성화되는 것이다.

160) [[①지난해 3월 시작된] ②트럼프의 무역 압박에 직면한] 베이징은 ③협상과 타협, 협
력을 통해 최대한 빨리 미국과 경제관계를 안정화하고자 했다. (미중 전략전쟁_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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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가)와 같이 ‘잃어버린 엄마’를 영어 번역본에서는 ‘Mom’이라고만 번역한다. 두 
표현을 비교해 보면 ‘잃어버린 엄마’에서 ‘엄마’와 관련된 정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79나)의 ‘글을 쓰는 사람’은 중국어 번역본에서 ‘作家’라고 번역된다. 사실 
‘작가’는 한국어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이지만 화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표
현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시 대상의 속성과 정황을 의도적으로 맥락화한다. 
(80가)의 관형절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은 영어판과 중국어판에서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었다. (80나)의 관형절 역시 영어판에서는 생략되었다.
  또한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논설 기사에서는 특히 화자의 태도에 해당하는 관형
절이 외국어판에서 대개 생략된다. 관형절의 사용을 통해 텍스트의 논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판에서는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이
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사회 및 정세에 대한 정보나 평가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생략하는 것이다.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하층 백인의 오래된 불만과 세계화에 대한 적
대가 미국 국내 정치를 짓누르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전략전쟁_S5)

       나.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는 [자신을 미국 중·하층 백인의 대변인으로 형상화
한] 덕분이다. (미중 전략전쟁_S10)

  (48) 가.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애만 쓰고 성과는 올리지 못하는 것
과 달리 경제력이 [한국보다 한참 뒤처진]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형 스타트
업을 쏟아내고 있다는 현실이다. (K팝 혁신_S13)

       나.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한때 
크게 앞서 가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보다 혁신 경제에
서 뒤떨어졌다는 통렬한 지적이다. (K팝 혁신_S14)

  (51) 가. [무능과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와대 참모진도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국정 쇄신_S10)

       나. 최근 정부가 5분위 소득 분배 지표를 들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되
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디플레이션_S14)

       다. 블룸버그는 [기소 바로 그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행사에 참여해 혁신
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놓치지 않
고 소개했다. (K팝 혁신_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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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은 해당 기사의 영어판에서는 모두 생략되었다. 즉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논평은 노출하지 않는 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48)
은 타국에 대한 평가가 드러난 예들로 영어판과 중국어판에서 번역되지 않았다. 
(51)은 한국에 대한 평가나 한국의 국내 정세에 대한 정황이 드러난 예로서 외국
어판에서는 역시 생략되었다. 즉 역으로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지시 대상에 대한 
정황이나 평가를 드러냄으로써 화자의 맥락적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는 자신이 부각하고자 하는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관
련된 정황, 혹은 그에 대한 태도를 관형절에 담아 표현하거나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4) 간접 표현에 의한 객관화

  앞(226-227쪽)에서도 논의하였듯이 동일한 내용을 직접 독립된 절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보문절로 구성하여 표제 명사에 귀속시키는 것에는 표현을 간접화함으
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는 의의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81) 가.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한때 크게 앞
서 가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보다 혁신 경제에서 뒤떨어졌다
는] 통렬한 지적이다. (K팝 혁신_S14)

       나. In the innovation economy, Korea has been outstripped by Southeast Asian 
nations and China, not to mention advanced econom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혁신 경제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말할 것
도 없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에 의해 처지고 있다.)

  (82) 가. 소비자 입장에서 낮은 물가가 나쁠 건 없지만, [지금의 우리 경제는 오히려 저물
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디플레이션_S4)

       나. But it means that Korea has to worry about low prices from now on.(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이제부터 저물가에 대하여 걱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对于消费者来说，物价下降并非坏事，但对于韩国经济来说，低物价非常值得警惕。
(소비자에게는 가격 하락이 나쁘지는 않지만 한국 경제의 경우 저물가는 매우 
경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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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가. [미국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버티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다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북미 대화_S14)

       나. 一味等待美国态度发生变化 (그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81가)는 한국이 혁신 경제에 있어서 뒤처진다는 진단을 ‘지적’이라는 명사에 귀
속시킴으로써 추상화하고 개념화한다. 그에 비하여 영어판에서는 보문절의 사용 
없이 한국이 처진다고 기술한다. (82가) 역시 한국이 처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진단하고 있다. 이 우려와 진단 역시 ‘상황’이라는 명사로 
명확하게 개념화된다. 그러나 (82나, 다)에서는 이것이 서술 관계로 표현되어 동
일한 내용이지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 머무를 뿐 추상적 개념으로 이어지
지는 않는다. (83가)에서도 (83나)처럼 번역되는 북한의 처세를 ‘전술’, 특히 ‘벼
랑 끝 전술’로 규정하며 개념화한다.
  즉 보문절의 내용을 하나의 추상 명사로 개념화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발화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보문절을 이끄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를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던 김진웅(2003)의 논의161)를 빌려 설명하면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심리, 감각, 상황’ 중 하나로 추상화하고 개
념화할 수 있는 것이다.

161) 본고 119쪽 [표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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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어 관형절 사용의 원리와 교육 내용 요소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밝혀 지시, 맥락, 텍스트 
차원으로 나누어 체계화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한국어의 기성 텍스트에 사
용된 관형절의 장르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한국 소설과 논설 기사를 선정하여 
각각 원문과 영․중․일 번역문에 사용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비교하여 
한국어 관형절의 대조 분석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영어를 모어
로 하는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 일본인 학습자들에게 연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그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162) 동시에 관형절의 사용과 상관관계
가 높다고 판단되는 서사와 논증 장르의 글을 쓸 것을 요청하고 그들이 작성
한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하였다.163) 그리고 그 
분석 결과로부터 관형절의 교육 내용 구안에 도움이 되는 특징적 요인을 도출
하고자 한다.

1.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 분석
1.1.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162) 30쪽 각주 24)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실무 목적 한국어능력시험을 제외하
면 작문을 요구하는 문항이 총 102개로 집계되고 그 중에서 개인적 경험을 서술해야 하
는 문항이 41개(40.2%), 견해를 밝혀야 하는 문항이 40개(39.2%), 주어진 자료나 사실
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항이 19개(18.6%), 주어진 텍스트를 요약하라는 문항이 2개
(1.9%)로 서사적 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가 가장 빈번하게 요구된다.

163) 관형절의 사용과 상관관계가 높은 텍스트 구성상의 특징 중 서사성과 묘사성은 서사 
장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객관성과 응집성, 형식성은 논증 장르에서 두드러지는 관
형절 사용과 관련된 특징이다. 화자의 의도나 친숙성 등의 문제는 모든 담화와 텍스트에
서 두루 작용하는 관형절의 기능적 특징이므로 두 장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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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어와 중
국어,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164)를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고 경
험적 서사를 구성하는 쓰기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논증적 쓰기에 참여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비교군으로서 한국인 대학생에게도 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동일한 주
제로 쓰기를 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89] 연구 참여자의 정보

 ※ EKL은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CKL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JKL
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이다.

[표 89]의 한국어 학습자인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쓰기 자료를 수집한 기간은 
2019년 3월 9일부터 2019년 9월 21일까지로, 일본인 학습자가 2019년 3월 13일
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중국인 학습자가 2019년 5월 20일부터 2019년 6월 
9일까지,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2019년 3월 9일부터 2019년 9월 21일까
지의 기간에 걸쳐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한국인 대학생인 연구 참여자는 서울에 
소재한 S 대학교의 학부생으로 전공이나 학년에 관계없이 2019년 2월 10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3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다음의 두 가지 주제로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주제와 분
량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 경험적 서사와 개인적 견해와 주장으로 이는 연구 참여
자들이 생성한 텍스트의 장르에 따른 관형절 사용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
석하기 위한 것이다.

164)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기준은 토픽 4급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보유한 학습자로 
하였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대체로 6급의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
며 그 중 1급과 2급이 초급, 3급과 4급이 중급, 5급과 6급이 고급에 속한다. 토픽에서 4
급을 받은 경우 중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고급 학
습자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집단 인원
(명)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거주 기간 토픽 등급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n/a 4급 5급 6급

EKL 17 1 1 15 11 1 5 12 1 4
CKL 25 1 12 12 15 5 3 2 7 3 2 13
JKL 30 4 2 5 5 14 11 6 3 3 7 4 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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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참여자에게 요청한 글쓰기 장르와 주제 및 분량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총 203개의 텍스트를 수집할 수 있었고 텍스트를 다시 문
장과 절 단위로 쪼개어 총 2,989개의 문장과 11,300개의 절 그리고 2,636개의 관
형절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집단별로 구분하면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90] 연구 대상 집단별 분석 자료

 ※ KNS는 한국인 대학생이다.

(2) 분석 절차

  이상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분석하되 분석 방법과 
절차는 Ⅲ장 1절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에서 적용한 것과 
동일하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 [그림 4]와 같이 먼저 관계절의 경우 표제 
명사의 통사적 기능, 보문절의 경우 어휘 의미를 확인하고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심적 구조, 바탕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장르 주제 분량
개인의 

경험적 서사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경험, 사람, 순간에 대
하여 써 주세요. 만약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면 그것은 쓰지 말
고, 해도 괜찮은 이야기를 써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500
자 

이상

개인의 
주장과 견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입
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업으로 좋아하
는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700
자 

이상

집단 텍스트 문장 절 관계절 보문절 관형절
EKL 31 549 1,713 272 48 320
CKL 52 765 2,626 448 125 573
JKL 60 885 3,599 686 160 846
KNS 60 790 3,362 648 249 897
합계 203 2,989 11,300 2,054 582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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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 방법 및 절차

1.2. 분석 결과

(1) 관형절의 사용률

  먼저 경험적 서사에 나타난 관형절의 사용률을 연구 대상 집단별로 산출하면 다
음과 같다. 텍스트 내 관형절의 비율은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분할한 뒤 각 문장
을 절로 분할하여 그중 관형절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
하였다.

[표 91]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사용률

 ※ 관형절 사용률은 텍스트별 전체 절 대비 관형절 비율의 집단 내 중간값으로 산정함.165)

[표 91]을 보면 한국인 대학생 집단이 텍스트 내 전체 절 대비 관형절이 22%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어 관형절의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일
본인 학습자(19.8%), 중국인 학습자(14.3%),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12.1%)

165)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서 EKL 집단의 표본 
수가 17개에 그치고 말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모집단의 분포 유
형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비모수 통계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모집단
의 대푯값은 평균이 아닌 중간값으로 설정하였으며 검정을 위하여 앞에서와 동일하게 크
루스컬 월리스 검정을 사용하였다.

집단 텍스트 수 문장 수 전체 절 수 관형절 수 관형절 사용률
EKL 17 263 723 112 12.1
CKL 26 372 1,148 180 14.3
JKL 30 423 1,432 287 19.8
KNS 30 372 1,411 321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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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관형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형절 사용률의 연구 대상 
집단에 따른 차이는 크루스컬 월리스 검정 결과 영가설을 기각하여 연구 대상 집
단별 관형절 사용률의 분포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모어 화자인 한국인 대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일본인 학습자 집단이 가
장 유사한 사용률을 보이고 중국인 학습자와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 집단의 
관형절 사용률이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장에서 본 대조 분석 가설과 
언어적 거리와 관련된 언어 유형론적 특징의 유사도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중국
인 학습자와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관형절을 언제 어떻게 사용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증명된다.
  이제는 견해와 주장 텍스트에서 관형절의 사용률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살펴보
자. 연구 대상 집단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92]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사용률

 ※ 관형절 사용률은 텍스트별 전체 절 대비 관형절 비율의 집단 내 중간값으로 산정함.

[표 92] 역시 크루스컬 월리스 검정에 의해 각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확인되었으며 한국인 대학생의 관형절 사용률이 2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고 이어서 중국인 학습자(27.1%), 일본인 학습자(25.2%),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
습자(22%)로 이어졌다.166)

166) 앞의 [표 91]에서는 관형절 사용률이 한국인 대학생 집단이 22.7%로 가장 높고 이어
서 일본인 학습자(19.8%), 중국인 학습자(14.3%), 영어권 학습자(12.1%)의 순서로 나타
나 한국어와 언어적 거리가 있는 영어나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에게서 관형절의 사
용이 덜 나타나고 한국어와 언어적 거리가 가까운 일본인 학습자에게서 관형절의 사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 9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집단
이 27.1%로 일본인 학습자 집단(25.2%)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글의 화제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중국인 학습자의 글에서 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관형절의 
사용으로 집계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각 텍스트에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제외한 나머지 관형절의 사용률이 어떠한지 다시 분석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집단 텍스트 수 문장 수 전체 절 수 관형절 수 관형절 사용률
EKL 14 286 990 208 22.0
CKL 26 393 1,478 393 27.1
JKL 30 462 2,167 559 25.2
KNS 30 418 1,951 57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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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사용률에 비하여 높은 사용
률을 보이는데 이는 다음 도표에서와 같이 논증적 글에서 관형절이 더 많이 사용
되는 장르적 특성과 체계적 대립을 이루는 글의 화제인 ‘좋아하는 일’ 대 ‘잘하는 
일’에 포함된 관형절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림 6]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률 분포

(2) 지시 차원의 사용 양상 

  연구 참여자들이 생성한 텍스트에 사용된 관형절의 지시 기능이 어떤 양상을 띠

     전체 절 수와 관형절 수에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각각 제외하고 다시 관형절 
사용률을 산출하자 위의 표와 같이 한국인 대학생 집단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일본인 학습자(17.7%), 중국인 학습자(14.3%), 영어권 학습자(13.5%)의 순으로 
나타나 경험적 서사에서 보인 것과 같은 서열을 이루었다.

집단 텍스트 수 문장 수 전체 절 수 관형절 수 관형절 사용률
EKL 14 286 895 113 13.5
CKL 26 393 1,281 206 14.3
JKL 30 462 1,951 343 17.7
KNS 30 418 1,736 361 19.1

  앞 장에서 장르에 따른 관형
절의 사용률 분포는 왼쪽의 그
래프로 나타난 바 있다(159쪽 
[그림 6] 참고). 그래프의 가
로축에서 2는 논설 기사를 말
한다. 관형절 사용률이 가장 
높으며 범위(range) 역시 넓지 
않고 집약적 분포를 보이므로 
관형절의 사용과 논증적 장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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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텍스트별로 텍스트 전체 관형절 대비 해당 기능의 비율을 
구하고167) 각 비율의 집단 내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취하였다.168) 먼저 경험적 서
사 텍스트에 나타난 사용 양상을 연구 대상 집단별로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3]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지시 기능 사용률

전반적으로는 자신에게 있었던 잊지 못할 기억에 대하여 미지의 청자에게 전달할 
때 설명적 태도를 취하며 그에 따라 ‘내포에 따른 지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
닌 경우에 화자의 태도는 더욱 설명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예를 보자.169)

  (1) 가. 그⁀중에 유학생과 [영어(√를) 잘하는] 대만인(√을) 위해 (√개설한) [영어로 
하는] [아시아의 미술사라는] 강의가 있었다. (JKL_3, EN, S_3)170)

167) 관형절의 기능 사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장 대비 관형절의 기능 사용 비율을 산
출해 보았으나 이렇게 할 경우 모든 기능에서 결과는 전체적인 관형절 사용률과 연동되어 
나타나 어떤 경향성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된 전체 관형절에서 특
정 기능이 어떤 분포율을 보이는지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68) 연구 대상 집단에 따른 관형절의 층위별 사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집단별로 
중간값을 구해 보았으나 장르에 따라 특정 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0%) 다른 어떤 
특정 기능만 나타나는(100%) 텍스트의 개수가 샘플 수에 반을 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중간값이 0%나 100%로 산정되어 집단에 따른 관형절 사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 무
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각 기능별 사용 양상은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69) 연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어휘 선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문장을 예로 삼는 경우 오류가 있으면 다음
과 같이 수정 표시를 하여 제시하였다.

      가. 띄어쓰기가 필요한 경우: ﹀
      나. 붙여 쓰기가 필요한 경우: ⁀
      다. 맞춤법이나 어휘 선택 오류: (√수정한 어휘)
170) 예문의 일련번호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텍스트의 문장에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EKL)/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L)/일본인 한국어 학습자(JKL)/한국인 대
학생(KNS)_순서(00), 경험적 서사(EN), 개인적 견해(PO), 문장(S)_순서(00))를 기준으
로 부여한 것이다.

EKL CKL JKL KNS
내포 58.6 78.3 72.3 62.8
대상 41.4 21.7 27.7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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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렸을 때 [여름이 되면 집에(√에
서) 가까운 강에서 수영을 하는(√한)] 일이다. (CKL_6, EN, S_1)

(1가)에서는 특정 강의에 대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강의는 유학생과 
(일반 대만인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대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 영어로 진행
된다는 것, 그리고 강좌명이 아시아의 미술사라는 세 가지 정보를 관형절을 통해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1나)에서는 화자의 기억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여름’이
라는 시간적 정보와 ‘집에서 가까운 강’이라는 공간적 정보를 총칭적으로 제공한
다.
  또한 내포에 따른 지시의 심적 구조가 좀 더 총칭적인 지식에 바탕화한 관계절
이나 보문절에서 분석되는 경향성이 있고 대상에 따른 지시의 심적 구조가 비교적 
현재의 언어 상황이나 삽화적 기억 속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할 때 사용된
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생성한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지시 기능이 ‘내포에 따른 지시’와 ‘대상에 따른 지시’가 약 1.9 대 1로 
나타나 전체적인 관형절 사용률은 적지만 비율로 볼 때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적지 않아 화제로 비교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 주로 제(√내) 생일이 올 때마다 [나이를 먹고 싶지 않은] 나는 우울하고 파티하
고 싶지﹀않은데도(√않았지만) 내 30살 생일﹀때 우리 아내 덕분에 나이가(√를) 
먹는 것을 잊고 내(√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들(√가질) 수 있었다. (EKL_3, 
EN, S_13)

      나. [매일 아침 한﹀번도 않(√안)﹀빼먹고 기쁘게 인사하든(√던)] 조﹀할아버지가 
없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EKL_12, EN, S_13)

즉 (2가)의 표제 명사 ‘나’나 (2나)의 ‘조 할아버지’는 관형절이 없어도 이미 지시 
대상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때 관형절은 표제 명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맥락
을 형성하고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생성한 경험적 서사 텍스트의 첫 문장에는 앞으로 전개할 내용
에 대한 일반적이고 메타적인 설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이러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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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개 추상적이거나 총칭적인 표현을 수반하는데 그에 따라 [표 89]에서도 알 
수 있듯이 CKL 집단에서 심적 구조가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대상에 따른 지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4.6 
대 1의 비율을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3) 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은) 꼭 중요하나 특별한 일이(√은) 아니다. (CKL_1, 
EN, S_1)

      나. [어떤 때(√때로는) 한 사람의 아주 작은 행위가 자신이(√도) 모른(√모르는) 채 
다른 사람에게 [잊지 못한(√못할)] 기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CKL_5, 
EN, S_1)

      다.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CKL_7, EN, S_1)
      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항상 실수이다. (CKL_8, EN, S_1)
      마. 모두가 [기억에 남는] 일들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나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

는] 일도(√이) 하나 있다. (CKL_11, EN, S_1)
      바. 누구나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CKL_25, EN, S_1)

(3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고, (3나, 다, 라, 바)는 자
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일반화이다. (3마)는 두 개의 대등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행하는 절에서 일반화된 진술을 하고 이어지는 절에서 자
신의 이야기를 할 것임을 예고한다. 
  한편 경험적 서사에서 분석되는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심적 구조는 다음과 
같아 전반적으로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 관형절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
어진 주제가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전개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로 보인
다.

[표 94]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심적 구조 비율
EKL CKL JKL KNS

언어적 상황 17.5 24.1 22.2 12.1
삽화적 기억 62.4 62.2 63.8 72.9
총칭적 지식 20.1 13.7 14.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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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의 언어적 상황에 근거한 관형절 비율의 집단별 차이는 주요하게는 텍스
트의 도입부에 앞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문장이 있는 경우
(4가~다)와 없는 경우(5가, 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JKL_2, EN, S_1)
      나. 나는(√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학 2학년에(√﹀때) 일어났다. 

(CKL_1, EN, S_3)
      다. [오늘 내가 쓸] 내용은 오래된 기억 속 이야기이다. (KNS_7, EN, S_1)
  (5) 가. 나는 2015년도에 [이화여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주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ENS_1, EN, S_1)
      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일 때문에 집을 떠났고 3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ENS_14, EN, S_1)

즉 (4가~다)의 관형절은 그 심적 구조가 모두 현재의 언어 상황에 바탕화한 것으
로 청자를 화자의 기억으로 이끌기 전에 현재의 상황에서 간략하게 도입부를 형성
한다. 그에 반해 (5가, 나)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도입이나 메타적 설명 없이 바
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문장으로 관형절이 있는 경우 심적 구조가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다. 한편 현재의 언어적 상황이나 총칭적 지식에 근거한 관형절은 서사를 
마친 후 주로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에서 본문의 기억들이 현재 갖는 의미나 의의
에 대하여 평가하는 문장에서도 볼 수 있다.

  (6) 가.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 나의 성격에 대해 깨달음을 얻은] 그 경험이 [살면서 가
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KNS_8, EN, S_14)

      나.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들어준] 호주 워킹 홀리데이가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JKL_23, EN, S_17)

      다. 기가 빠질 때마나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 저(√나)도 모르게 마치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을 받는 것 같다. (CKL_22, EN, S_15)

      라. 그날에(√그날) 전주를 방문하다가(√방문해서) 정에(√을) 비롯한 많은 한국 문
화점(√문화의 특징)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죽을﹀때까지 기억(√에)﹀남
는] 경험일﹀거라고 생각한다. (EKL_1, EN, S_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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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라)는 모두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화자
의 평가가 담겨 있다. (6다)의 관형절은 심적 구조가 총칭적 지식에 바탕하고 있
으며 그 외의 관형절은 모두 현재 상황에 바탕하고 있다.
  한편 견해와 주장 텍스트에서 분석되는 관형절의 지시 기능과 심적 구조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 95] 견해와 주장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지시 기능 사용률

[표 96] 견해와 주장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심적 구조 비율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텍스트에서는 전체적으
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라는 화제가 자주 반복되고 두 가지 경우와 관련
된 일반적 논의들이 주를 이루어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이 월등히 많이 나타났
다. 그에 따라 관형절의 심적 구조 역시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것이 주를 이루
었고 텍스트별로는 자신의 주장을 펴며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경우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이 나타났다. 사실상 직업을 선택하는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을 중요
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텍스트에서 한국인 대학생과 일본인 학습자
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증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이는 삽화적 기억이나 언
어적 상황에 바탕화한 관형절의 사용으로 이어졌다. 그에 반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추론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인 학습자와 영어권 
학습자 중 일부가 직업 선택과 관련한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소 있
어 언어적 상황이나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 관형절이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KL CKL JKL KNS
내포 98.2 97.7 98.1 95.2
대상 1.85 2.4 1.9 4.8

EKL CKL JKL KNS
언어적 상황 15.1 1.7 2.9 4.0
삽화적 기억 7.3 1.6 6.9 13.0
총칭적 지식 77.7 96.7 90.2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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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 직업은 결국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위한)],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사는] 길임은 자명하다. (CKL_6, 
PO, S_2, S_3)

      나. [제가 아는] 언니는 원래 하기 싫었지만 급료가 좋아서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언니가 좋아했던] 꽃집으로(√에서) 일하고 있지만(√있는데) 정말 재미
있다고 합니다. (JKL_27, PO, S_5, S_6)

      다. [[항공사와 블랜드(√브랜드)가 콜라보⁀한] 오리지널 상품을 기획하는] 일인데 
나에게는 [내 머리속(√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 상품이 되고 손님이 구입⁀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설레는] 일이였(√었)다. (JKL_22, PO, S_6)

      라. [[최근에 방영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극 중 인물인] 강준상 교수
가 [[자신이 잘하는] 일인] 공부를 열심히﹀하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고민할] 틈도 없이 부모님 말에 따라 의사가 됩니다. (KNS_10, PO, S_12)

      마. [제가 원하는] 일은, 제자(√제가) 래퍼 되고﹀싶어요. (EKL_8, PO, S_1)
      바. 제 가정은 [큰 언니와 저하고 동생들이 있는] 큰 가족입니다. 언니만 빼고 다 학

교를 다니기 때문에 [돈 쓸] 데가 많습니다. (CKL_9, PO, S_4, S_5)

  (7가)의 관형절은 모두 그 심적 구조가 총칭적 지식에 바탕하고 있으며 논의의 
전개는 일반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다. 반면 (7나)의 관형절은 현재의 언어적 상황
이나 삽화적 기억에 바탕하고 있으며 논의는 지인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전개되
고 있다. (7다)의 관형절은 심적 구조가 삽화적 기억에 바탕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7라)의 관형절 역시 삽화적 기억에 
바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많은 공감과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의 내용 중 일부를 
사례로 들고 있다. (7마)는 직업과 관련된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한 텍스트의 일
부이며 (7바)는 자신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텍스트의 일부이다. 
이때의 관형절은 대개 언어적 상황이나 삽화적 경험에 바탕화한다.
  

(3) 맥락적 의미 차원의 사용 양상

  여기에서는 분석 자료에 나타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이 어떠한 양상을 띠
고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경험적 서사에 나타난 관형절의 연구 대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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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따른 맥락적 의미 기능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97]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람에 대하여 서사하는 텍스트이므로 맥락적으로는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능과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는 기능, 그리고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는 기능이 두루 나타난다. 다만 연구 대상 집단별로는 영어를 모어
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대학생 집단에서 (8가, 나)와 같은 ‘정황의 
세부’ 묘사 기능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관형절의 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8) 가. 일정에 따르면 [우리(√는) 일찍 버스로 이대 캠퍼스를 떠나고 전주에 도착한 후
에 점심을 먹고 한옥마을을(√에) 갔다가 일단 장구에(√를) 비롯한 전통적인 악
기를(√의) 연주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한옥마을(√을) 자세이(√자세히 보면서) 
방문하고(√관광하고) 마지막에는 전주(√의) 유명한 비빔밥을 먹기(√은) 후에 
다시 서울로 갈] 예정이었다. (EKL_1, EN, S_4)

      나.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미국의 학기는 11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에는 [이미 친구들의 집단이 전부 형성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KNS_4, EN, S_7)

나머지 집단에서는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 지시 대상의 속성과 그를 둘러싼 정
황, 그리고 그때의 화자의 정서 등이 두루 기술되어 맥락적 의미를 형성하는 기능
이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견해와 주장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차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KL CKL JKL KNS
대상의 속성 30.5 37.0 38.0 37.5
정황의 세부 53.2 32.9 39.3 47.9
화자의 태도 22.7 38.2 31.2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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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사실상 이들 텍스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관형절에 의한 맥락적 의미는 대부분 텍
스트의 주요 화제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의해 형성되었다. 즉 ‘[좋아하
는] 일’에서는 ‘일’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분석되고 ‘[잘하는] 일’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의 부류라고 해석되는 ‘일’의 속성적인 측면이 분석된다. 그에 따라 전
반적으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맥락과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맥락적 의미 기
능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정황의 세부 묘사는 다음과 같은 관형절에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상황적 정보가 담겨 있다.

  (9) 가.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JKL_7, PO, 
S_7)

      나. 직업 선택은 [누구나 학교를 졸업한 후 직면해야 할] 문제이다. (CKL_23, PO, 
S_1)

      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
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KL_4, PO, S_3)

      라.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답을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
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이다. (KNS_30, 
PO, S_2)

(4) 텍스트 구성적 차원의 사용 양상

  분석 자료에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분석하자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서는 연구 대상 집단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EKL CKL JKL KNS
대상의 속성 33.5 40.4 36.0 42.8
정황의 세부 24.7 22.8 18.2 22.8
화자의 태도 48.8 42.3 48.6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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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표 9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험적 서사 텍스트에서는 ‘대상의 도입’, ‘조응’, 
‘의미적 관련’에 의한 전개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
소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관형절의 지시 기능을 기본으로 텍
스트 차원에서 파생적으로 해석되는 기능이다. 

  (10) 아직 실감이 안 났지만 확실히 쓰나미가 집 근처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저
와 할머니는 더 높은 곳에(√으로) 이동하기 위해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JKL_19, EN, S_10)

(10)에서는 공간적 이동에 따라 ‘집 뒤에 있는 산’이 새로운 지시 대상으로 도입
된다고 분석할 수도 있고 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이라는 공간적 관련성을 중심
으로 의미적 관련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사실 새로운 대상을 도입하더라도 그
것이 기존의 화제와 크게 동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의미적 관련성을 가질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적 관련성보다는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대상이 도입된다고 보는 편이 텍스트 전체의 역동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
다. 실제 분석에서는 텍스트의 초반에 등장하는 화제를 ‘대상의 도입’ 기능으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화제를 ‘의미적 관련’ 기능으로 코딩하였다.
  한편 한국인 대학생의 텍스트에서 ‘연속적 사태 통합’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데 이는 역시 한국어 문장 구성의 언어 유형론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다.

  (11) 가.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버디를 배정받고 즐거운 한국 생

EKL CKL JKL KNS
도입 23.9 31.1 24.1 19.9
조응 28.3 29.2 26.5 17.9
관련 36.0 30.7 38.6 47.6
체계 8.4 3.0 5.3 8.1
연속 4.7 5.7 8.2 18.9
부차 0.6 0.0 0.0 0.0
주제 6.8 7.6 4.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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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살짝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방식대로 잘 헤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KNS_4, EN, S_12)

       나. [당시 처음으로 고등학생들의 담임으로서 나름 열심히 해보고자 하셨던] 그⁀분
은 본인에 대한 험담을 보신 후 크게 상처를 받으셨다. (KNS_7, EN, S_5)

       다. [아직 실감이 안 났지만 확실히 쓰나미가 집 근처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
던] 저와 할머니는 더 높은 곳에(√으로) 이동하기 위해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
갔습니다. (JKL_19, EN, S_10)

(11가, 나)에서는 관형절의 사태와 모문의 사태가 시간적 연속성 위에서 선후 관
계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11다)에서는 관형절의 사태가 원인으로 해석되고 모
문의 사태는 그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견해와 주장 텍스트에서는 연구 대상 집단별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
능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표 100]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대상 집단별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표 100]에서는 서사 텍스트에서와는 달리 ‘체계적 관련’ 기능이 두드러지게 많이 
관찰된다. 이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대비하여 논의를 전개해야 하는 본 
연구의 과제와 관련이 있기도 하나 논리적으로 화자의 주장을 설득해야 하는 장르
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난다.171)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전반적으로 ‘연속’이나 ‘부차
적 사건 통합’ 기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두 기능은 확실히 시간의 흐름에 따
른 기술이 두드러지는 서사 장르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171) 앞 절의 2항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른 장르의 산물에 비하여 

논설 기사와 서평에서 체계적 관련 기능이 비교적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134쪽 [표 
38], 151쪽 [표 54] 참고).

EKL CKL JKL KNS
도입 13.0 16.6 15.5 17.7
조응 42.1 49.9 51.8 43.9
관련 34.0 28.2 24.7 27.9
체계 44.4 51.4 46.4 46.5
연속 0.4 1.0 0.5 1.7
부차 0.0 0.0 0.0 0.0
주제 1.5 0.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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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며 이어서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언어권과 내용 구성 특징에 따른 관형절 사용 양상
2.1.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른 관형절 사용 양상

  
(1)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 집단의 관형절 사용률은 경험적 서사에서는 0%에서 
33.3%, 견해와 주장에서는 7.7%에서 37.1%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전반적으
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관형절 사용률이 높지 않게 분석되었으나 샘플의 숫자가 
적어 모집단의 경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어 숙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연구 참여자의 텍스트에서도 관형절 사용률이 매우 높게 측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영어권 학습자들의 관형절 습득이 활발하고(김신영, 2017) 산출량이 
많다는 선행 연구(김신영·김영주, 2016)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분석 자료의 양
을 늘려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결과물을 분석하면서 주목하게 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경험적 서사를 쓸 때와 견해를 밝히는 글을 쓸 때의 
문장 구성 능력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관형절의 사용
률도 차이를 보이는데 경험적 서사 장르의 글에서는 다소 유아적인 글쓰기를 보인 
참여자들도 논증적인 장르의 글에서는 또렷한 어조로 자신의 견해를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밝히는 경우가 있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장르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데 반해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 집단에
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서
는 전반적으로 경험적 서사가 좀 더 익숙해 보였고 주장하는 글에서도 주관적이고 
사적인 글쓰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관찰되었다.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관련해서는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은 추상
적이거나 일반적인 화제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다루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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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따라 지시 기능에서는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의 비율이 다른 연구 대상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246쪽, [표 93] 참고). 앞(247쪽)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가. 주로 제(√내) 생일이 올 때마다 [나이를 먹고 싶지 않은] 나는 우울하고 파티하
고 싶지﹀않은데도(√않았지만) 내 30살 생일﹀때 우리 아내 덕분에 나이가(√를) 
먹는 것을 잊고 내(√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들(√가질) 수 있었다. (EKL_3, 
EN, S_13)

      나. [매일 아침 한﹀번도 않(√안)﹀빼먹고 기쁘게 인사하든(√던)] 조﹀할아버지가 
없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EKL_12, EN, S_13)

(2가)의 표제 명사 ‘나’와 (2나)의 표제 명사 ‘조 할아버지’는 이미 구체적인 대상
이어서 이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어떤 범주를 한정할 필요는 없는 편이다. 또한 구
체적인 표현에 대한 선호는 맥락적으로는 정황의 세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의 높
은 비율로 이어진다(252-253쪽의 [표 97], [표 98] 참고). 

(2)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경험적 서사에서는 14.3% 정도의 관형절 사용률
을 보였으며 주장하는 글에서는 27.1%의 비교적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험적 서사 글쓰기에서는 스스로 왜 그 방향으로 글을 쓰는가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러한 화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문장을 볼 수 있다. 앞(248쪽)에서 다룬 것이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3) 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은) 꼭 중요하나 특별한 일이(√은) 아니다. 아주 평
범하고 간단한 일도 기억에 남겠다. (CKL_1, EN, S_1, S_2)

       나. [어떤 때(√때로는) 한 사람의 아주 작은 행위가 자신이(√도) 모른(√모르는) 
채 다른 사람에게 [잊지 못한(√못할)] 기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CKL_5, EN, S_1)

       다.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CKL_7, EN, S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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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항상 실수이다. (CKL_8, EN, S_1)
       마. 모두가 [기억에 남는] 일들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나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

는] 일도(√이) 하나 있다. (CKL_11, EN, S_1)
       바. 누구나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CKL_25, EN, S_1)

(3가~바)는 개인의 경험적 서사의 첫 문장이며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
를 함으로써 먼저 청자의 공감을 얻는다. 이러한 방식은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
자들의 경험적 서사가 대체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 없이 (12가, 나)와 같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나 일본인 학습자들이 대개는 (12다, 라)와 같이 
주어진 주제를 동일하게 반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대조된다. 한국
인 대학생들의 경우 (12마, 바)와 같이 주어진 주제 중 자신이 선택한 것을 대등
절이나 종속절에 소개한 후에 주절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돌입하는 경우가 많아 문
장의 길이가 비교적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안면인식을 잘한다. (EKL_5, EN, S_1)
       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일 때문어(√ 때문에) 집을 떠났고 3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EKL_14, EN, S_1)
       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JKL_2, EN, S_1)
       라.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결혼식이다. (JKL_9, EN, S_1)
       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다들 기억에서 흩어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게 충격적이었던 일들은 황급히 제 기억 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것 
같고 [좋은 점들만 악착같이 기억하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KNS_14, EN, 
S_1)

       바. 여러﹀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지만 [살면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처음 유
럽에 여행﹀갔던] 일인﹀거 같아요. (KNS_17, EN, S_1)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자료 중 직업 선택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글에서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 없이 직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개인적
인 처지와 그에 따른 바람만을 기술한 글들이 일부 관찰된다. 논증적인 장르이지
만 일부 자료에서는 주어진 화제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
적 삶의 선택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또한 대체로 직업 자체의 성격이나 자신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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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선호나 가치관보다는 생계, 부모님, 가족, 스트레스, 함께 일하는 사람, 
직장까지의 거리 등의 요소를 중시한 내용이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앞에서 중국어에서는 관형절과 유사한 형식인 정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별도의 절
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김민정, 
2009; 김아영, 2010). 이러한 특징은 중국인 연구 참여자의 자료에서 낮은 관형절 
사용률로 이어지는데 특히 관형절의 사용률이 매우 낮은 학습자의 텍스트를 보면 
문장 구성이 대부분 접속문이나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가. 그 친구의(√는) 부모님은(√이) 이혼했으니까(√이혼해서) 그 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 그런데 어느﹀날에(√∅) 그 친구는 나랑 같이 
있었을 때(√있다가) 갑자기 울었다. ~~ 그날 나는(√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은 나를 안고 울었다. (CKL_3, EN, S_2, 6, 12)

       나. [부모님이 이혼한] 그 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
느 날 나랑 같이 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울었다.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온] 나
를 안고 울었다.

  (14) 가. 그⁀때는 나는 만 열⁀두﹀살이다(√이었다). 어머니와 같이 쇼핑을 하였고 있다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가방을 나는 맺였고(√메고) 있다(√있었다).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내렸다(√흘러내렸다). 가방 안에 휴지 하나 있는데(√있었는데) 
그래서 그 휴지로 콧물을 지우었다(√닦았다). 그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밤
에 어머니는 (√“)가방 안에(√에서) 휴지를 본﹀적이 있어?(√”)라고 물었다. 내
가(√나는) 가슴이 화금화금 해서(√뜨끔해서) (√“)내가 버렸어요(√.”)라고 대
답했다. (CKL_8, EN, S_3~10)

       나. 만 열두 살이었을 때 [어머니와 같이 쇼핑을 간] 나는 어머니의 가방을 메고 있
었다. [감기에 걸린] 나는 [가방 안에 있던] 휴지로 [흘러내리는] 콧물을 닦고 
그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밤에 [[가방 안에서 휴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
는] 어머니에게 [가슴이 뜨끔해진] 나는 “내가 버렸어요.”라고 대답했다.

(13가)는 주로 접속문으로 구성된 서사이다. 현재 상태로도 화자가 의도한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지만 (13나)와 같이 관형절을 포함하는 내포문으로 구성하여 화제
를 좀 더 입체적으로 부각하고 사건의 흐름을 압축하여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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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는 (13가)를 작성한 연구 참여자에 비하여 한국어 숙달도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단문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구성하였는데 짧은 문장이 연속적
으로 이어져 호흡이 짧고 개개의 사건이 평이하게 흩어져 있어 사건의 전개가 연
속적이지 않고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14가)를 (14나)와 같이 관형절
을 포함하는 내포문으로 구성하면 (13나)와 같이 개개의 사건이 사건의 참여자인 
표제 명사를 중심으로 재배치되어 사건 사이의 응집성이 높아진다. 또한 화제가 
전경으로 부각되어 입체적으로 표현된다.

(3)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생성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인상은 
텍스트의 마지막에 주제나 교훈을 요약하는 기능의 관형절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 대상 집단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있는 텍스트는 보이지만 일본인 학습자 
집단에서 유독 많이 발견된다. 즉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한 번 간결하게 강조하거나 실제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특징이 있는 
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가. 하지만 빨간색 옷을 입고 같이 응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려 함께 기뻐
하며 좋아했던 것이 [내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JKL_15, 
EN, S_15)

       나. 그래서 나는 [일본에 관심을 가져주는] 한국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교류를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JKL_17, EN, S_14)

  (14) 가. 잘하는 일을 선택할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까⁀라는 고민을 하기﹀전에 ②[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
다. (JKL_14, PO, S_11)

        나. 결론은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 (JKL_17, PO, S_22)

(13가, 나)는 경험적 서사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이고 (14가, 나)는 견해와 주장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이다. (13가, 나)의 관형절과 (14가)의 관형절 ①과 ②에서
는 화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즉 주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주제나 교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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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기능을 분석해 낼 수 있다. (14나)에서는 관형절은 텍스트의 화제인 ‘좋아하는 
일’을 조응하지만 문장 전체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한국인의 작문과 일본인 학습자의 작문 사이에서 의미적 차이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주로 통사적 특징 혹은 사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서 나타난다(180-183쪽 참고). 실제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모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를 볼 수 있었다.

  (15) 가. [[축하해﹀주려고 멀리 와﹀준] 가족과 친척,﹀친구들에(√에게) 큰 감사를 느껴
졌고(√느꼈고) 남편이랑 결혼을 한﹀게 다행이라고 행복을 느껴질(√느낄) 수 
있었던] 날,﹀그게 바로 [내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다. (JKL_24, EN, 
S_21)

       나. [연습을 못 받는(√하는)] 일도 있었다. (JKL_26, EN, S_9)

(15가)를 보면 한국어 숙달도가 매우 높은 학습자가 생성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형절의 사용 측면에서도 담화 화용적 기능이 지시나 맥락, 텍스트 구성
적 측면에서 모두 잘 활용되었고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청자에게 잘 전달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세부적으로는 두 줄로 밑줄을 그어 표시한 ‘감사
를 느껴졌고’나 ‘행복을 느껴질’과 같은 표현에서 능동과 수동에 대한 관점이 한국
어와는 미묘하게 다름을 볼 수 있다. (15나) 역시 ‘연습을 못 받는’이라는 부분에
서 어휘 선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관형절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용률도 비교적 
높고 담화 화용적으로도 적절하여 관형절 내부의 시제나 상적인 특징들을 모어에
서와 다르게 한국어 문법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2.2. 내용 구성의 특징에 따른 관형절 사용 양상

  앞에서 연구 대상 집단별 즉 학습자의 모어에 따른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
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학습자들의 관형절 사용 양상은 학습자의 모어보다는 학습
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고은정(2013)
에서도 볼 수 있는데 “관계절 유형 내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
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중
급 학습자의 경우, 관계절 습득에서 모국어의 영향보다는 목표어의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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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다.172) 본고에서 역시 관형절의 사용과 관련
해서는 학습자의 모어를 기준으로 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텍스트 각각의 내용 구성의 특징에 따른 관형절 사용의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자료에서 관찰한 관형절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구성의 특징을 ‘서사성’, ‘묘사성’, ‘총칭성과 개별적 구체성’, ‘체계적 관련성’, ‘친숙
성’이라고 요약한다.173) 이는 앞에서 분석한 장르적 특성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 
양상과도 관련성이 있다.174) 

(1) 서사성

  학습자의 모어나 국적에 관계없이 서사성이 두드러지는 문장에서 관형절의 사용
률이 높아진다.175) 이는 역으로 관형절을 교육할 때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서사
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으로 작용한다. 분석 자료에서는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16) 가. ①[주말에 시위에 참여하고 평일에 강의를 듣는] 생활패턴은 ②[주말에 시위에 
참여하고 평일에 기말고사를 보는] 생활패턴으로, ③[종강 후에도 고향에 내려가
지 않고 서울에 계속 머무는] 생활로 길게 이어졌었고, ⑤[신기하게도 ④[그 전

172) 다만 민명숙(2010)에서는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습득 양상이 유사하나 시제
의 경우 영어권 학습자들은 학습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제 습득이 향상되는 
데 반해 시제가 모어의 문법 범주에 없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여 학습자의 모어에 따른 관계절 습득의 차이를 밝힌 바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관계절 내의 시제에 관한 것은 형태·통사론과 관련이 있어 담화 화용론의 관점
에서 습득 양상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과 상이하여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73) 내용 구성의 특징을 포착하였다고는 하나 이것 역시 장르성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애초
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구한 글쓰기의 장르가 경험적 서사와 논증인바 서사적 텍스트에
서는 서사성과 묘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지시 대상의 총칭성과 
구체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체계적 관련성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74) 장르적 특성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 양상은 본고의 Ⅲ장 1절 2항에서 ‘서사성의 정도, 
묘사성의 정도, 응집성의 정도, 화제의 구체성과 추상성, 화자의 태도 노출의 정도, 텍스
트의 형식적 구조화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75) 한국인 대학생이 생성한 경험적 서사 텍스트는 대체로 관형절의 사용률이 높은 편이나 
관형절 사용률이 7.3%와 10%, 10.9%뿐인 텍스트도 있는데 첫 번째는 담담하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적인 느낌의, 간결하게 서정을 전하는 글이고 세 번째는 
서사적이지만 관형절의 사건 통합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별도의 절로 표현한 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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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접점이 없었던] 과 동기와 학교 바깥에서 반복해서 마주치게 되는] 우연이 
⑥[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KNS_9, EN, 
S_6)176)

       나. ②[①[본인이 잘못한] 일로 한 번 주의를 준] 적이 있었는데 ③그 사람이 카카오
톡을 통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었다. (KNS_28, EN, S_7)

(16가)에서는 한 문장 안에 관형절에 표현된 ①부터 ⑥까지의 사건이 시간의 순
서에 따라 나열되어 서사를 이루고 있다. (16나)에서는 사건 ①과 ②는 관형절에 
사건 ③은 모문에 표현되어 서사를 이룬다. 텍스트 전반의 서사적 전개에 기여하
는 관형절에서는 맥락적으로는 주로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는 기능이 주로 사용되
고 텍스트 구성적으로는 ‘연속적 사태 통합’이나 ‘부차적 사건 표시’ 기능이 사용된
다. 
  한편 서사성은 두드러지지만 관형절의 사용률이 낮은 텍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볼 수 있다.

  (17) 가.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듣고 자전거 두 대를 사 오셨다. 그날도 어김⁀없
이 방향을 틀다가 중심을 잃어서 무릎에 피가 났다.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지켜⁀
보시다가 한 마디 하셨다. (KNS_25, EN, S_10, S_11, S_12)

       나.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께서 자전거 두 대를 사 오셨다. [그날도 어김없
이 방향을 틀던] 나는 중심을 잃어서 무릎에 피가 났다. [가만히 지켜보시던] 아
버지께서는 한 마디 하셨다.

176) 이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경험적 서사는 관형절의 사용률이 48.9%에 달한다. 화자는 
가장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그때의 사건에 대한 서사와 그때 
느낀 감정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문에 소개한 예문에 더하여 조금 더 소
개하자면 다음과 같이 관형절의 사용을 통해 사건을 촘촘하게 전개하고 화자의 태도를 생
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가. [2016년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던] 순간에서부터 시작해 문재인 대통
령의 당선으로 일단락되었던]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중고등학
생﹀시절 막연하게만 배워﹀왔던 정치, 법과 관련된] 여러 개념과 지식들이 정말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왔고, 내가 직접 그 일부가 되어﹀보고, 정치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걸 떠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군중의 일부가 된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KNS_9, EN, S_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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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가)의 문장은 모두 접속문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두 개의 절이 이웃해 있다. 
이는 (17나)와 같이 관형절을 사용하여 내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묘사성
  
  관형절은 어떤 순간이나 공간, 대상, 심리 등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부분에
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를테면 분석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
에서 묘사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8) 가. 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방 안
에 환하게 들어오는] 햇볕을 멍하니 바라보며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 시
절이 기억에 남아요. (KNS_14, EN, S_3)

       나. [앙상하게 말라가는] 갈비뼈를 바라보며 엄청난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고 [바깥에
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복잡한 심경의 눈물만 뚝뚝 흘렸다. 나
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온전히 혼자 누릴 수 있었지만 [일상적
인 것들을 포기하고 [극도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무력한 상황
에 압도되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KNS_16, EN, S_4, 5)

       다. 어느 [햇살이 따가운] 오후, [버스 정류장에서 막연히 버스를 기다리던] 나는 한
참 먼지가 공중에 제멋대로 춤추고 주변도 들썩거려서 정신없었다. 어떤 버스가 
내 앞에서 쓱 멈췄는데 갑자기 [버스 창가에 앉은] 남자애와 시선이 맞췄다(√마
주쳤다). ~~ [살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눈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까맣고도 초롱초롱한 눈이 블랙홀﹀같이 나를 흡입했다. ~ 다시 정신 차리는
(√차린) 순간 [주변이 무척 시끄럽다는] 느낌에 놀랐고 버스도 이미 떠나(√떠
나고) 없었다. (CKL_14, EN, S_3, 4, 7, 9)

       라. [벛꽃(√벚꽃)이 피는] 4월의 어느 날,﹀난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 생각했던﹀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다들 예쁘다고 말은(√을) 
걸어﹀주니 [마치 내가 공주가 된] 기분이었다. ~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같이 
살아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 [[축하해﹀주려고 멀리 와﹀준] 가족과 친척,﹀친
구들에(√에게) 큰 감사를(√가) 느껴졌고 남편이랑 결혼을 한﹀게 다행이라고 
행복을 느껴질(√느낄) 수 있었던] 날,﹀그게 바로 [내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
는] 날이다. (JKL_24, EN, S_3, 16, 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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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가)의 관형절에서는 짧은 순간에 대한 서사와 그 공간과 감각에 대한 세 한 
묘사를 볼 수 있다. (18나)에서는 병상에 있던 화자가 느끼는 신체의 변화와 무기
력한 자신의 상황,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등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져 있다. (18다)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눈이 마주친 남자애와 그 사
건을 둘러싼 정황, 그리고 화자의 심리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다. (18라)에서 역
시 결혼식 당일에 대한 계절적 배경, 당시의 정황과 화자의 심리 등이 잘 묘사되
어 있다.
  묘사성은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중 대상의 속성에 대한 설명, 정황의 세부 
묘사, 화자의 태도 반영 모두와 관련이 있다. 관형절에 담긴 명제의 표현 정도에 
따라 지시 대상에 대하여, 혹은 정황에 대하여, 화자의 심리에 대하여 세 하게 묘
사할 수 있는 것이다.

(3) 총칭성과 개별성
  
  연구 참여자들의 글은 심적 구조가 주로 총칭적 지식이나 부류에 바탕화한 글과 
실제 경험에 바탕화한 글로 나뉜다. 이때 총칭성이 높은 글에서 관형절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즉 어떤 특정한 개별적인 실체(entities)가 아닌 총칭적인 
부류를 지시하고자 할 때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의 관형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칭성(genericity)이란 어떤 개체 일반에 대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기
술하는 언어 표현의 의미 특성으로서 복수이다(전영철, 2012: 52).177) 총칭성과 
177) 전영철(2012)은 총칭성에 대하여 명사구 층위와 문장 층위로 나누어 설명한다. 명사구 

층위에서는 (가)와 같이 어떤 종류를 대변하여 총칭성을 획득하고 문장 층위에서는 (나)
와 같이 어떤 동일한 사건이 누적되어 일정한 과정의 일반화를 거치면 일반적 속성을 나
타낸다고 보아 총칭적으로 사용된다고 본다. 

      가. 펭귄은 남극에 살고 있다. (전영철, 2012: 68)
      나. 철수는 일찍 학교에 간다. (전영철, 2012: 66)
   관형절은 표제 명사와 결합하여 일종의 명사구를 이루므로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에 의

하여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 명사구 층위의 총칭성에 한하여 생각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나)의 ‘철수는 일찍 학교에 간다.’는 총칭성을 띤 문장이지만 본
고에서는 예를 들어 ‘일찍 학교에 가는 철수’라고 했을 때에도 표제 명사인 ‘철수’나 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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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이루는 말은 총칭성이 얼마간의 복수 표현을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178)과 
일반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 연
구 참여자에게 요청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주어진 화제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모두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지시 대상으로 텍스트에 따라 일반론적인 추
론에만 기대어 논의를 전개한 경우에는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의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관형절이 대거 사용되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며 논의를 전개한 경
우에는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의 언어적 상황이나 삽화적 기억에 바탕화한 관형절
이 종종 사용되었다.

  (19) 가. 나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겠다고(√선택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좋아해야 [일하는(√일할)]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끝까지도(√끝까지) 좋아하지 
못하면 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계속 진행하는(√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 비록 처음에는 이 일을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고 열심히 노
력하는(√노력하려는)] 동기가 생길 것이다. 나는 공부와 노력을 통하여 [좋아하
는] 직업을 [잘하는] 직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 (CKL_17, PO, S_11, 12, 13, 
16, 17)

       나. [제가 아는] 언니는 원래 하기 싫었지만 급료가 좋아서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힘들게 돼서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언니가 좋아했던] 꽃집
으로(√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말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
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JKL_17, PO, S_7-9)

(19가)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생기는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열심히 노
력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겠다고 논증한다. 일반
론적인 추론에 기대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사용된 관형절은 모두 총칭적 부류
의 지식에 바탕하고 있으며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을 보인다. 그에 반해 (19나)는 
화자가 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하여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 좋다는 결론의 일반적인 논의로 끝을 맺는다. 그에 따라 언어적 상황, 삽화적 

절을 포함한 명사구 전체가 총칭성을 획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78) 총칭성은 ‘전부(all)’는 아니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대체로 모두’ 정도의 양화적인 의

미를 가지는 표현들에서 나타난다(전영철, 2012: 53-54).



- 267 -

기억,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관형절이 두루 나타난다.
  요컨대 화자가 다루고자 하는 화제가 총칭성을 띤다면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의 
관형절을 사용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면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을 사용
하도록 한다. 

(4) 체계적 관련성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청한 글쓰기 중 논증적인 장르에 해당하는 글의 주제는 좋
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로서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일
과 잘하는 일 사이에 대비를 이루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텍스트 구
성적 측면에서 체계적 관련을 이루는 관형절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
라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에서 ‘체계적 관련’ 기능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255쪽, [표 100] 참고). 
  관형절의 체계적 관련성을 이루는 기능은 대조나 대비를 이루는 요소들을 대비
시켜 글을 전개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하위 부류들을 체계화
하여 나열할 때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5) 친숙성

  화자는 청자의 화제에 대한 지식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화제에 대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을 정한다. 즉 화제의 친숙성 정도에 따라 정보 학습자들은 청자가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화제에 대해서는 설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20) 가. 나는 2015년도에 이화여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주를 방문할 기
회가 생겼다 (EKL_1, EN, S_1)

       나. 경기도에 사는 친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EKL_5, EN, S_18)
       다. 제가 한국에 유학하게 된 계기도 동방신기 때문이죠. (JKL_10, EN, S_2)
       라. 우리 학과 학생들이 모두 참가하여 김치를 만들어 먹었다. (CKL_11, EN, 

S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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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라)의 ‘이화여대’나 ‘전주’, ‘경기도’, ‘동방신기’, ‘김치’는 부가적인 설명 없
이 바로 지시된다. 
  그에 반해 한국인 청자179)에게 낯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화제에 대해서는 일반
적 상식을 동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설명적 태도를 취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이 많이 사
용된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다음의 예문을 보자.

  (21) 가. 그 중에 유학생과 [영어(√를) 잘하는] 대만인(√을) 위해 (√개설한) [영
어로 하는] [아시아의 미술사라는] 강의가 있었다. (JKL_3, EN, S_3)

       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렸을 때 [여름이 되면 [집
에(√에서) 가까운] 강에서 수영을 하는(√한)] 일이다. (CKL_6, EN, 
S_1)

(21가)에서는 특정한 강의에 대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강의는 유학
생과 영어를 잘하는 대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 영어로 진행된다는 것, 강좌명이 
아시아의 미술사라는 세 가지 정보를 관형절을 통해 제공한다. (16나)에서는 화자
의 기억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시간(여름)과 공간(집에서 가까운 강)적 정보를 
총칭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이 써 놓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비
슷한, 의미 구성의 패턴이 발견된다. 즉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기억나는 
경험이라는 것, 어떤 견해를 지지하는가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것의 실현

179)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를 요청한 사람을 청자로 상정하고 글을 쓴 것으
로 보인다. 일부 텍스트에서는 마지막에 연구자에게 직접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볼 
수 있기도 했다.

      가. 아무쪼록 연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KNS_24, PO, S_17)
      나. 감사합니다. (JKL_18, PO, S_15)
      다. 실제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장래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

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
습니다. (JKL_27, EN, S_15, 16)

      라. 죄송합니다. (EKL_9, EN, S_9)
      마. 이 문장을 읽어 주신(√읽고 계시는) 선생님개(√께서)는 “선생님은(√∅) 좋아하는 일을 하

고 있어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EKL_9, PO, S_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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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언어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즉 의미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의 기억(혹은 경험)에 대하여 전달하려고 할 때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설득적으로 전달하려고 할 때 구성하는 의미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
로 보인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모어의 언어적 습관이나 규칙에 따
른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언어권별로 동일한 주제를 주고 그 결과물을 
비교할 때에는 사람들이 비교적 비슷하게 재구해 낼 과거의 경험이나 특정 안건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언어적 습관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이 과제에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또 외국인 학습
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재구해 내는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떻게 구성해 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를 따지고 그
것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주제인 한국어의 관형절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한다면 관형절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맥락을 형성하며 하나의 텍
스트를 구성해 내는지가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의미는 보편적인데 그것의 실현체인 언어가 다른 데서 차이가 나는 것
이라면(물론 여기에서 개인적인 차이나 언어문화적인 차이는 논외로 하는 것이
다), 목표어인 한국어로 그것을 어떻게, 보다 잘 구성해서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가 
언어 교육자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적절한 관형절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관형절의 교육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
겠다.

3.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 내용 설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형절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초급에서부터 관형사형 
어미를 학습하도록 하고 관계절이 주로 나타나다가 중급 이상에서부터 보문절이 
교육 내용으로 제시된다.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그 교육 내용이 명시적으
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재에 제공된 텍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익힐 수 있
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우연적 학습에 기대고 있어 충분한 교육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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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명시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을 고양하고 실제 사용에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1. 관형절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관형절을 잘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현
재 교육과정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시상적 의미, 관형절의 통사적 특징, 
관형절의 서술어나 표제 명사를 중심으로 한 결합 제약 등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관형절을 사용함에 있어 오류 양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는 
교육 내용으로 관형절의 실제 사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
는 관형절의 실제 사용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시, 맥락, 텍스트 층위에서 작용하는 관형절의 기능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사용을 위하여 장르에 따라 관형
절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였고 학습자들의 언어 유형론적 이해
를 위하여 대조 분석적인 특징 또한 도출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각기 다른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쓰기 결과물을 수집하여 거기에 나타난 관
형절 사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고에서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관여하는 일정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관형절의 사용에 관여하는 특징적인 요
소들을 범주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식 내용으로 삼고자 하며 관형절 교육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1) 교육 내용 구성 요소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관형절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
해해야 하는 요소의 상위 범주를 ‘의미, 맥락화, 텍스트 구성, 장르적 특성, 대조 
분석적(언어 유형론적) 특징’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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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을 위한 지식 (내용) 요소

[표 101]은 관형절의 생성에 작용하는 요소를 교육 내용으로 삼기 위하여 작용 
층위와 단계에 따라 분해해 놓은 흐름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작용 층위
는 1행과 같이 ‘지시, 맥락, 텍스트, 장르, 언어’로 범주화하였다. 2행은 1행, 작용 
층위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다. 3행은 화자가 의미를 구성하며 고려하는 요소들로
서 내용 구성의 특징적 요소 혹은 관형절 구성에 작용하는 관련 속성들이다. 4행
은 각 층위에서 작용하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장르, 언어적 층위에서 선
택할 수 있는 하위 요소들이다. 5행은 각 범주를 텍스트 구성에 작용하는 요인과 
연결한 것이고 6행은 각 범주가 관형절의 생성과 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먼저 1행부터 설명하면 지시는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혹은 구성하
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지시

180) 반다이크(Van Dijk, 1980, 서종훈 역, 2017: 64). 사실(fact)은 하나의 상태, 사건, 과
정이나 행위의 인지적 표상이며 일반적으로 삽입절을 가진 단문, 절이나 복문으로 표현된
다(Van Dijk, 1980, 서종훈 역, 2017: 48-49).

1 지시 맥락 텍스트 장르 언어

2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지시와 그 대상

화자와 청자에게 
의식된, 지시 
대상과 관련된 
상황적 사실

사실180)의 연결 
관계에 따라 
의미를 갖추는 
문장의 연속체

언어 형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의미 구성 과정

한국어 관형절의 
언어 유형론적 
특징

3
총칭성, 개별성, 
추상성, 구체성, 
친숙성

맥락성 응집성 서사성, 묘사성, 
형식성

문법적 복잡성, 
맥락성(의도성), 
통합성, 귀속성, 
객관성

4
내포에 따른 
지시, 대상에 
따른 지시

대상의 속성,
정황의 세부,
화자의 태도

도입, 조응, 
관련, 대립, 
요약, 통합

서사, 묘사, 
지시, 설명, 
논증

담화 화용론적, 
통사론적 선호

5 심리적 요인 정보적 요인 텍스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언어적 요인

6
대상의 성격에 
따른 의미화, 
청자의 인지 
상태를 고려한 
활성화

화자의 의도에 
따른 맥락적 
정보 선택 및 
전제화(맥락화)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위한 
명제의 배열,
응집성 있는 
텍스트 구성

화자의 의도에 
따른 장르 선택

목표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언어적 실현

⇓
7                                    관형절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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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대상을 말한다. 맥락은 상황적 요소로서 화자와 청자에게 의식된, 지시 대상
과 관련된 상황적 사실이다. 앞에서 말한 의미, 즉 지시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지
시 대상 자체에 관한 것, 지시 대상을 둘러싼 것, 그리고 지시 대상에 대한 것을 
말한다. 의미와 맥락까지의 요소는 하나의 문장에서도 드러나고 파악된다. 그러나 
문장이 중첩되고 더해져 텍스트를 이루게 되면 층위가 확장되며 문장들은 사실의 
연결 관계에 따라 하나의 연속적이고 일관된 의미를 갖춘 덩어리가 된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의미 구성 방식의 유형에 따라 장르를 이룬다. 의미에서 장르까지를 
언어 보편적인 현상에 따른 층위별 요소라고 한다면 언어는 이 모든 과정에 필수
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한국어 고유의 언어적 지식 요소이다. 이러한 
층위에 따른 요소가 관형절 생성에 작용하는 과정을 단계화하여 하나씩 살펴보도
록 하겠다.
  먼저 지시 층위이다. 지시는 관형절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며 의미 
구성 혹은 의미 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요인은 심
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 
김태옥·이현호 역, 1991: 역자 해설)에서 수용한 것181)으로 관형절과 관련해서는 
181) 역자인 김태옥과 이현호는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의 ‘역

자 해설’에 인간이 텍스트를 사용하는 행위인 통화 행위 속에 실현되는 텍스트성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한다.

   여기에서 결속구조는 텍스트 표층의 구성요소로서 문법적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응
집성은 텍스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각 개념과 그들 관계의 구성체가 상호 수용 가능하고 
적합성을 띠는 방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미의 일관성 즉 개념적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의도성은 텍스트 생산자 즉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의도와 기획 그리고 조정 
등을 통해 달성된다. 용인성은 텍스트 수용자와 관련된 것으로 텍스트는 청자에게 어떤 
유용성이나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성은 한 텍스트를 발화의 상황에 적합하
게 만드는 요인들에 관여한다. 상호텍스트성은 기존의 다른 텍스트를 전제로 삼거나 의존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전형적인 특징의 패턴을 갖춘 텍스트 유형을 발전시키는 데 관계한
다. 정보성은 텍스트의 자료가 전달하는 정보의 예측 가능성, 확실성, 이해 가능성 등과 

언어
(language)

정신
(mind)

현실
(reality)

통화
(communication)

텍스트 구성 요인 텍스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보처리적 요인

텍스트성의 기준
결속구조

(cohesion)
응집성

(coherence)

의도성
(intentionality)

용인성
(acceptability)

상황성
(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
정보성

(inform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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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대상에 대한 청자의 지식이나 인식 상태를 가늠하는 화자의 판단과 그에 근
거하여 청자의 의식 활성화를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와 양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다만 심리라는 것을 본고에서는 인간의 의식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작용
으로 보았기에 사실은 다른 층위에서도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가
장 기본적인 기능의 층위에 연동시킴으로써 가장 처음부터 작용하여 모든 층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위치 지었으며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화제에 
대한 청자의 친숙도를 판단하는 것 외에도 관형절의 지시 기능에 작용하는 요소는 
지시 대상 즉 화제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총칭적인 것인지 개별적인 것인지, 또는 
추상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것인지에 따라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어서 맥락 층위이다. 맥락은 화자가 지시 대상과 관련하여 전달하고 싶은 정
보를 선택하여 맥락화하는 것으로 시간, 공간, 역사·문화, 사건, 이들에 대한 화자
의 평가와 태도 등이 맥락 요소이자 정보 구성 요소가 된다. 즉 지시 대상과 관련
된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적 요인으로 규정한다. 
화자가 선택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제를 구성하고 전달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
에는 일정한 맥락이 형성되고 공유된다. 
  텍스트는 문장의 연속체로서 어떤 세계와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사실들의 연
속체(배열된 집합)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상태, 사건, 행위, 과정으로서 
그들 자체를 드러내고 그에 따라 텍스트는 의미를 지닌다(Van Dijk, 1980, 서종훈 
역, 2017: 64). 지시와 맥락이 문장 차원에서 작용하는 기능이라면 문장의 연속체
인 텍스트에서 작용하는 기능들이 하나의 층위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텍스
트적 요인이라고 파악하며 텍스트의 응집성과 형식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본다. 
즉 관형절의 사용을 통해 지시 대상 혹은 화제의 도입, 조응, 의미적 관련이 있는 
화제의 도입, 체계적 관련을 이루는 내용의 기술, 주제의 요약 및 사건 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일관된 의미를 지닌 문장의 연속체를 구성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문장의 연쇄를 통해 구성되는 텍스트는 그 구성 방식에 따라 유형이 

관련된다(Beaugrande & Dressler, 1981; 김태옥, 1990에서 정리함). 본고에서는 청자의 
의식을 주도하려는 화자의 의도성과 관련하여 그 구성 요인인 심리적 요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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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장르적 특징을 따른다. 이는 사회·문화적 관습과 관련이 
깊어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관형절의 사용에는 서사성, 묘사성, 주관성, 객
관성, 관계성 등의 장르적인 요소 역시 크게 작용하므로 교육 내용 요소로서 가치
가 있다.
  끝으로 언어적 요소인데 이는 관형절의 생성과 관련된 한국어의 형태 통사론적 
관점에서의 유형론적 특징과 담화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유형론적 특징을 모두 말
한다. 형태 통사론적으로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의미론적 특징, 관형절의 위치
와 결합 제약 등과 관련된 통사적 특징 등을 학습자의 모어와 대비하여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담화 화용론적으로는 한국인들이 관형절의 사용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맥락 형성에 관여하는 의도성,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나열보다는 사건의 주체나 객체에 귀속시켜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보문절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나 선호도 등을 이해해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의 관형절에서 가장 먼저 지시 대상을 파악하고 그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그것을 둘러싼 정황, 혹은 그것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이해한다. 그리
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관형절이 텍스트 내에서 어떤 순서로 배열되고 있는가

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
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의 
텍스트가 구성되는 원리인 장
르에 따른 관형절의 관습적인 
사용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관
형절의 사용에 대한 지식은 더
욱 구체화된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어 관
형절의 대조 분석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는 관형절의 정확하
고 적절한 사용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관[그림 9] 관형절의 사용에 필요한 지식 요소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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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절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요소를 의미, 맥락, 텍스트, 장르, 언어의 범주로 
구분하고 교육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관형절 사용에 수반되
는 요소와 범주는 관형절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적절하게 지시를 할 수 있고, 맥락을 형성할 수 
있고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역으로는 우리는 이야기의 화제를 청자에게 활성
화하기 위하여 지시를 하고,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맥락을 형
성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꾸려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문법적 
형태가 관형절인 것이다. 즉 관형절의 지시, 맥락, 텍스트 차원의 담화 화용적 기
능, 그리고 장르 문법적 지식182)과 언어적 지식이 관형절의 실제 사용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2) 교육 내용 위계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지시 기능과 맥락적 의미 기능, 텍스트 구성적 기
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관형절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지시 기능을 분석해 낼 수 있고 이어서 맥락적 의미 기능, 그리고 텍스트 전체를 
고려하여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분석해 낼 수 있다. 즉 텍스트에 나타난 관형절은 
지시, 맥락, 텍스트 세 층위에서 모두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시는 관형절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으로 관형절을 처음 배울 때부터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그림 10]과 같이 
위계화할 수 있다. 먼저 초급에서 관형절의 생성과 관련된 언어적 지식, 즉 관형사
형 어미의 형태와 통사적 특징 및 제약, 시제나 상적인 의미를 학습하고 기능 면
에서 지시 기능을 이해하고, 중급에서는 맥락적 의미 기능과 함께 대상의 도입이

182) ‘장르 문법’은 ‘장르의 문법’이 아니라 ‘장르라는 맥락을 토대로 한 문법’을 뜻한다. 하
나의 개인이 담화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담화 공동체를 구성하는 언어
의 ‘원리’에 대한 메타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장르 문법은 개인인 화자가 텍스트를 생
성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또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 장르에 주목
하여, 이것이 화자가 특정한 언어형식을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전체 텍
스트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하는지를 해석하는 관점이다(제민경, 20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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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응에 해당하는 텍스트 구성적 기능과 장르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익히고, 고
급에서는 다양한 텍스트 구성적 기능과 장르적 특성에 따른 관형절의 사용 방법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절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 또한 각각의 교육 내용은 도입되는 시기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그림에서는 각 단계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고급 단계의 끝까지 연결되도록 표현
하였다. 

[그림 10] 관형절 교육 내용의 위계화

  특히 관형절과 관련된 언어적 지식의 학습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
공하고 있는 방식에 더하여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의미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과 통사론적으로는 초급에서는 관형절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
고 중급에서는 문장의 확장에 유의하고 고급에서 다시 정확성을 중심으로 생성 연
습을 해야 한다거나 관형절과 주절의 시제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
양한 보완점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어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교육을 위
한 내용과 방안을 제안하겠다.

3.2.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교육 내용 설계의 실제

(1) 관형절의 지시 기능

  관형절의 지시 기능에 대한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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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교육 목표: 
       가. 말하고자 하는(혹은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a.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b.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청자가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고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내포에 따른 지시와 대상에 따른 지시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화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화제를 도입할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기
능은 지시일 것이다. 자신이 의미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적절하게 지시하기 위하여 
관형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지시 대상 자체의 성격 즉 총
칭적인 것인가 개별적인 것인가 추상적인 것인가 구체적인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지시 대상의 성격이 결정되면 그 대상에 대하여 청자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가늠하고 그에 따라 청자의 의식에 지시 대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충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내용을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에 따라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의 관형
절을 생성하거나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의 관형절을 생성한다.

① 총칭성과 개별성에 따른 심적 구조

  기본(Givón, 1993)은 마음속에 있는 지식 기반을 심적 텍스트 구조 혹은 심적 
구조라고 칭하며 관계절이 바탕화하는 심적 구조를 현재의 언어 상황의 심적 모
형, 삽화적 기억 속에 정신적으로 저장된 텍스트, 총칭적 지식으로 나눈다. 즉, 우
리는 관형절을 사용하여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그 대상은 대화가 일
어나는 현재 상황에 화자와 청자의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거나, 화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거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11]은 한국어 교재에서 관계절을 연습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그림이다. [그림 11]에서 연습하는 관계절은 현재의 언어 상황에 바탕화하고 
있으며 현재 시제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 ‘-는’의 교육 자료
로 제시하기에 좋다. 즉 현재 대화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대상을 관형절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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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릴레이식으로 지시해 볼 수 있다.

[그림 11] 관형절의 지시 기능 연습(서울대 한국어 1B W/B: 160)

  비슷한 방식으로 삽화적 기억 속에 정신적으로 저장된 텍스트에 바탕화한 지시 
대상을 그림 등의 자료로 제시하고 관형사형 어미 ‘-은’이나 ‘-던’을 사용하여 관
형절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학급이 함께 경험한 공통의 기억을 돌이켜 
화제로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고(예를 들어, 특정 수업, 소풍, 여행, 문화 체험, 각
종 대회나 시험 등) 개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화제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삽화적 기억이라고 해도 상대 시제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는 다양
하게 선택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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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는바 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언어 상황이나 삽화적 기억에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
의 관형절은 대개 대상에 따른 지시 기능을 하며 표제 명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거나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총칭적 지식에 바탕을 둔 경우는 내포에 
따른 지시가 대부분이며 표제 명사의 범주를 한정하여 대상을 지시한다. 예를 들
어 ‘[집이 없는] 고양이는 불쌍하다.’에서 ‘집이 없는 고양이’는 고양이의 한 부류
로서 총칭성을 띠며 ‘집이 없는’이라는 내포를 떠나서는 그 부류를 지시할 수 없
다. 어떤 총칭적 부류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활동을 통해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이 주제인 수업이라면 결혼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중심
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 [결혼은 원하지만 아
이는 원하지 않는] 사람, [결혼은 싫지만 동거는 좋은] 사람, [결혼은 싫지만 아이
는 키우고 싶은] 사람 등으로 부류를 나누어 지시할 수 있다.183) 

② 추상성과 구체성에 따른 지시

  앞에서 기술한 것과 어느 정도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담
화의 화제가 지니는 성격에 대하여 그것이 추상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것인지로도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는 총칭성을 띠는 것은 추상적이고 개별성을 띠는 것은 구
체적인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목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자 한다. 총칭성을 띠는 부류들, 이를테면 ‘[외국에 사는] 한국인’, ‘[갈 곳 없는] 
난민’이라고 했을 때 그 지시 대상은 총칭성을 띠고 어느 정도는 추상화되어 있기
는 하지만 여전히 구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별성은 확실히 
구체성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인 대상들은 확실히 구체적이다. 예를 들
어 추상 명사를 표제 명사로 하는 경우에도 관계절인 경우에는 ‘[네가 하는] 생
각’, ‘[그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했을 때 구체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보문절의 경

183) 이와 같은 지시 대상의 분화와 지시 대상 간의 관련성은 텍스트나 담화 내에서 사용될 
경우 체계적 관련이나 의미적 관련에 의한 응집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주
화와 지시 연습에 이어 그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면 관형절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구성하
는 연습으로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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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적나라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거의 우방과 협상해
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이리저리 분열되는 여론을 통합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했
을 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념화와 추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26-227쪽, 238-239쪽 참고). 
  따라서 관형절의 지시 기능과 관련하여 지시 대상이 추상성을 띠고 있다면 대체
로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의 관형절이 사용되고 구체성을 띠고 있다면 대상에 따
른 지시 기능의 관형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 방안을 제안하자면 추상 명사를 표제 명사로 하는 보문절을 만드는 연습을 
통해 추상성을 띠는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을 범주화한 후 각 의견을 지시하는 표현을 관형절을 사용하여 만들
어 볼 수 있다.

  (23) 가. [한국 노래를 배우자는] 의견
       나. [기말 과제로 서울 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쓰자는] 의견

  혹은 한국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낌이나 감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보문절을 사
용할 수 있다. 

  (24) 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용기
       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본고 119쪽의 ‘[표 24] 보문절을 이끄는 표제 명사의 어휘 의미 부류(김진웅, 
2003: 52-56)’의 표제 명사들을 활용하여 수업 맥락에 따라 보문절을 생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③ 친숙성에 따른 정보 결정

  관형절의 사용과 관련하여 친숙성은 지시 대상에 대한 청자의 인식 정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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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나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의 경우 관
형절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거나 잘 알지 못하
는 대상인 경우에는 관형절로 지시 대상에 대한 정보나 해설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화자는 청자의 지식 상태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관형절에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어 수업에서라면 예를 들어 한국과 학습자의 고국 사이에 어떤 대조점을 정
한 후 각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 때 친숙성의 정도에 따른 정보 제공량을 결정하
고 그것을 관형절의 명제에 포함시켜서 지시하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다. 가령 음
식 문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가 한국이라면 학생들은 서로가 그리고 교사가 김밥이라든지 떡볶이 등의 한국 음
식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상
을 지칭할 수 있다. 그에 반해 학생 자신의 나라의 음식에 관하여 소개한다면 관
형절에 많은 정보를 담아 지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문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
은 식이다.

  (25) 가. 똠양꿍: 똠양꿍은 “타이의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로, [새우와 채소, 레몬
즙, 향신료 따위를 넣고 끓인] 국물 요리(우리말샘)”이다.

       나. 분짜: “[하노이에서 애용되는] 분짜는 [[분이라는] 쌀국수를 새콤달콤한 국
물에 담갔다가 꺼내 먹는] 국수로 한국의 메 국수와 비슷하다(『ENJOY 
베트남』 중).”

(25가)에서는 태국의 음식은 ‘똠양꿍’을 지시하기 위하여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와 
조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관형절에 제공하여 표제 명사인 ‘국물 요리’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지시한다. ‘내포에 따른 지시’ 기능을 볼 수 있다. (25나)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 ‘분짜’를 지시하기 위하여 지역, 재료, 맛, 먹
는 방법 등을 정보로 제공하는 관형절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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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26) 교육 목표: 
       가.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의도에 따라 지시 대상과 관련하여 

형성하고자 하는 맥락 요소를 선택하여 맥락화할 수 있다.
           a. 주어진 담화 상황에서 맥락 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
           b. 청자와 공유하고 싶은 맥락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c. 맥락을 명제화할 수 있다.
       나. 대상의 속성을 환기하거나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반영

하는 관형절의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관형절의 사용을 통해 화자와 청자, 지시 대상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상황과 관
련된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어떤 맥락 요소를 맥락화할 수 있
는지 이해하고 다양한 요소 중 화자가 맥락화하기를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여 관형
절에 실현하는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를 구안해 보
도록 하겠다.

① 맥락적 요소

  관형절에 의해 맥락화할 수 있는 상황 맥락 요소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표 16]
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184)   
184) 언어 교육에서는 상황 맥락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도 한다.

상황 맥락 요소

강현화(2012)

 화자, 청자, 화청자 관계 정보
 물리적 상황(시간, 장소)
 발화 의도(상호작용 목적)
 텍스트의 형식 및 장르
 사회적 맥락/심리적 맥락
 문화적 맥락/역사적 맥락

조영미(2017) 언어적 상황  대화 참여자(화자와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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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상황 맥락 요소의 관형절에 의한 맥락화

  즉 상황 맥락을 이루는 요소는 먼저 담화 참여자인 생산자와 지시 대상, 그리고 
담화 배경인 시간, 공간, 사회·문화, 역사 등이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맥락 요소
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실 상황에 적용하면 맥락 요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02]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에 따른 상황 맥락 요소

     이는 언어 교육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맥락적 요소인 화청자 관계 정보, 상호작용 목적, 
텍스트의 형식 및 장르, 목표어의 언어적 특성, 학습자의 특성 등으로 강현화(2012)의 논
의는 하임즈(Hymes, 1974)와 버더버와 버더버(Verderber & Verderber, 2004), 기본
(Givón, 1989), 이재기(200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
출한 것이고, 조영미(2017)의 논의는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맥락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후 한국어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황 맥락을 설정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본문의 [표 
16]의 상황 맥락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본고에서 화자의 의도성, 장르성, 언어 유
형론적 특징 등에 포함되어 다루어진다. 

 대화의 장소
 대화의 목적
 화자의 발화 의도
 목표어의 언어적 특성

언어외적 상황
 학습자의 국적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
 학습자 모국어의 언어적 특성
 학습자의 목표어 의사소통 능력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 및 배경지식
 학습자의 적극성 및 흥미도

상황 
맥락

담화 참여자 생산자 → 화자의 태도
지시 대상 →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

담화 배경 시간, 공간, 
사회·문화, 역사 → 정황의 세부

상황 
맥락

담화 
참여자

생산자 화자, 청자

지시 대상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는 현재 상황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 
담화 생산자들이 소환하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존재들
현재 혹은 기억 속의 총칭적 부류들
현재 혹은 기억 속의 보고, 심리, 감각,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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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의 예시와 같이 한국어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의 상황 맥락 요소는 먼저 
담화 참여자로서 학습자들과 교사가 포함되고 지시 대상으로서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에 따라 현재 언어 상황에서 보이는 것들, 기억 속에 저장된 것들, 혹은 
총칭적인 부류들과 추상화가 가능한 것들이 있다. 담화 배경은 현재와 기억 속 그
리고 총칭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이 된다. 따라서 담화의 
주제에 따라 맥락 요소를 이해할 수 있고 청자의 이해를 돕고 청자와의 사이에 공
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특정 요소를 맥락화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선택과 표현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는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맥락, 시공간
과 사회·문화, 역사를 포함하는 정황의 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맥락,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와 평가를 드러내는 맥락의 세 가지로 범주화된다. 
맥락적 요소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화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 즉 청자에게 
지시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맥락을 활성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국
어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재의 교실 상황에서 관형절을 사용한 맥락화는 다음과 같
이 이루어질 수 있다. 

  (27)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 
       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나.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학생 
  (28) 정황의 세부 묘사
       가. [큰 창문이 있는] 교실

부류에 속하는 추상적인 것들

담화 배경 시간, 공간, 
사회·문화, 역사

현재 언어 상황에서의 시간, 공간,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
삽화적 기억 속 상황에서의 시간, 공간, 사회·문
화, 역사적 배경
총칭적 지시 대상과 관련된 시간, 공간, 사회·문
화,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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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생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교실
  (29) 화자의 태도 
       가.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들
       나. [가장 긴장되는] 말하기 시험

  한편 한국어 수업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특정 주제와 관련된 경험
적 서사임을 감안하여 앞 절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결과물에서 기억 속의 
상황에서 관형절을 사용한 맥락화의 예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30)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 
       가. ... 나는 몇 월(√달) 전에 SNS에서 [어떤 어린 연예인이 마스크를 쓴] 사

진(팬이 찍어놓은 것이겠지)을 보았다. (CKL_14, EN, S_10)
       나. 그 이후에 곧바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일에 전념했다. (CKL_18, EN, 

S_7)
  (31) 정황의 세부 묘사
       가. [언니 덕분에 새로운 표현도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 한국어 공부에 빠지게 되었다. (JKL_2, EN, 
S_11)

       나. [햇살이 좋은] 점심에 나는 남자⁀친구와 같이 바닷가에(√에서) 산책했다. 
(CKL_1, EN, S_4)

  (32) 화자의 태도 
       가. ... [나에게 의미﹀있는] 에피소드이었기에(√였기에) 기억에 남는다. 

(EKL_5, EN, S_35)
       나. 나는 그걸 듣고 [정말 미안했다는(√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JKL_14, EN, S_14)

  끝으로 총칭적 지식에 바탕화한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를 어떤 식으로 형성할 수 
있는지 역시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에 대하여 쓴 결과물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총칭성을 띤 화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맥락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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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 
       가. [원래 좋아했던 일이 아니라도 보람을 찾고 재미있게 일하면서 개인 생활

을 즐겁게 사는(√하는)] 사람 (JKL_20, PO, S_17 중)
       나.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심 (CKL_19, PO, S_15 중)
  (34) 정황의 세부 묘사
       가. [나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이 가능한] 환경 (KNS_16, PO, S_2 중)
       나. [오랫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EKL_1, PO, S_7 중)
  (35) 화자의 태도
       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
       나.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러한 맥락적 요소들은 화자가 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함께 공유하고 담화 전
반에서 맥락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정보성이 있다. 따라서 맥락적 요소의 선택과 
맥락에 작용하는 요인을 [표 101]에서와 같이 ‘정보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은 장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경향성을 보인
다. Ⅲ장 1절에서 논의한 장르에 따른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분석을 보면 요
리법의 경우 관형절은 모두 지시 대상의 속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편지와 서평, 논설 기사의 경우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관형절이 많았다. 
그에 반하여 백과사전의 정의와 요리법에서는 화자의 태도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
다. 장르에 따른 맥락 형성의 이러한 특징 역시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관형절에 반영된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읽기 시간을 활용
하여 논설 기사나 편지, 여행기 등의 글을 보여 주고 관형절에서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고, 화자의 의도를 짐작해 보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논설 
기사의 경우 동일한 사태나 쟁점에 대하여 대비되는 관점의 글을 보여주고 해석하
도록 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185)

185) 예를 들어 본고 62쪽의 예시인 2019년 5월 4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신문사별 입장
에 대하여 토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때 학습자의 배경과 다양한 상황적 특성 등을 고려
하여 민감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피해야 할 것이다.

      (16) 2019년 5월 4일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 대한 신문사별 기사
           가. 북 스스로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만 “정  분석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파탄 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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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형절의 맥락적 의미 기능은 89쪽의 [그림 3]을 단순화하여 [그림 1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는데 화자는 지시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
나 그것을 둘러싼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거나 지시 대상에 대한 태도를 선택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담화나 텍스트 내로 상황 맥락적 요소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림 12] 관형절에 실현되는 맥락적 의미(강경민, 2019: 23)

  [그림 12]에서 화자의 위치는 정황의 내부일 수도 있고 외부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화자가 대상이나 정황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고 일정한 태

보 2019. 5. 6. 사설 중)
           나. 김 위원장은 미사일 등 사격훈련을 마친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

이 보장된다”고 했다.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중앙일보 2019. 5. 6. 사
설 중)

           다.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로 [어렵게 조성한] 대화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
보기 위한] 의도적인 ‘로키(low-key)’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2019. 5. 
6. 기사 중)

라. 이번 발사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중인] 한반도 정세를 흔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복귀토록 하려는] 북한의 대미 압박성 무력시
위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서 빅딜(일괄타결)을 앞세워 타협하려 하지 않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도 읽힌
다. (경향신문 2019. 5. 5. 사설 중)

          마. 결국 이 상태로 흘러가면 체제안전보장 문제가 곧 비핵화 협상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핵화 협상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체제안전보장 문제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북-미가 갈등을 빚어오며 대립해 온] 
쟁점이며 [북한도 할 말이 많은] 주제다. (한겨레 2019. 5. 5. 논설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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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드러낸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시켰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대상과 정황, 화자의 위치 등을 교육 내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에 대한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36) 교육 목표
       가.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의 하위 기능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구조에 따

라 관형절을 적절히 사용하여 완결된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응집성에 기여하는 관형절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텍스트의 응집성을 

강화할 수 있다.

  관형절은 [그림 13]과 같이 텍스트 내에 지시 대상을 도입하고 담화가 전개됨
에 따라 지시 대상을 다시 조응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대상을 도입하고 대조나 하
위 부류를 이루는 체계적 관련이 있는 대상을 대비하고 사태를 통합하여 사건을 
전개하며 주제나 교훈을 요약함으로써 텍스트의 전체적인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그림 13]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위한 관형절 명제의 배열

  또한 이러한 조응이나 의미적 관련성에 따른 도입, 체계적 관련, 사태 통합 등의 
기능은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텍스트의 구조와 응집성과 연관시켜 교육 내용화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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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텍스트의 구조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 주세형 외 역, 2007)에 따르면 서사하기
는 ‘도입-사건 전개’, ‘도입-사건 전개-대단원(평가)’, ‘도입-문제-해결-대단원’, 
‘도입-갈등-대단원’ 등의 구조를 갖는다. 이 중에서 ‘도입-사건 전개-대단원(평
가)’를 중심으로 하여 관형절의 사용을 통해 텍스트를 구성해 보는 연습을 제안하
고자 한다. 강경민(2019)에서는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잘 짜인 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습자들에게 관형절을 찾아 기능에 대하여 탐구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성석제의 수필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
어왔다」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186) 학생들에게 주고 모둠 활동 등을 통해 관
형절의 명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과 그것이 텍스트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기여하
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론하고 텍스트를 직접 구성해 보도록 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강경민(2019)에서 제안한 텍스트를 서사하기와 관련하여 다시 사용하고
자 한다.

186) 한국어 수업을 위하여 기성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방안에는 텍스트의 단순화와 상세화, 
평이화 등이 있다. 단순화는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교체하고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
한 문장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이고 상세화는 가능한 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어나 관형절 정의, 명시적 정의, 예시, 어휘 설
명 등을 추가하고 문장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속 부사나 구두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이다. 평이화는 텍스트의 어휘를 교체하고 도표, 그림, 표, 테스트 개요, 어휘집, 발문
(guiding question), 제목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텍스트를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내 고향은 분지여서 ①[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평탄했고 집집마다 ②[자전거가 없
는] 집이 없었다. 그렇기는 해도 ③[아이들을 위해 자전거를 사 주는] 부모는 매우 적었
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인용 자전거를 탔다. ④[중학생이 된] 내가 ⑤[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큰집에서 빌린] 자전거는 ⑥[출퇴근하는] ⑦[아버지의 자전거보다 더 무겁고 큰] 
‘농업용’ 자전거였다. 

나는 오전에 자전거를 끌고 ⑧[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다. 시멘트 계단 옆에 자전
거를 세운 뒤 안장에 올라가서 ⑨[발로 계단을 차는] 힘으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도록 
했다. 나는 계속 넘어지고 다쳤다. 나중에는 ⑩[자전거를 일으키는] 일조차 힘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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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첫 문단은 도입, 가운데 3개의 문단은 사
건 전개, 마지막 문단은 대단원에 해당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전체 서사의 배경
이 되는 마을의 지형과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그리고 자전거를 배워야 하는 화자
와 그 자전거의 구체적 특징이 묘사되어 있다. 이 도입부에서 6개의 관형절을 볼 
수 있는데 맥락적으로는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고 화자와 자전거의 속성과 이미지
를 환기하면서 대상을 도입한다. 또한 관형절 ①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의 지
리적 배경으로서 역행대용적으로 조응하고 ⑤와 ⑦ 역시 자전거의 속성에 대하여 
밝히면서 대상을 도입함과 동시에 역행대용적으로 조응한다. ⑤는 주절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건을 통합함으로써 자전거를 빌리고 화자가 그것으로 연습
하는 사태 간의 응집성을 강화한다. 
  이어지는 3개의 문단에서는 자전거를 연습하는 그날의 사건이 시간의 순서에 따
라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자전거를 연습하는 사건의 전개에 따른 장소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⑧, ⑪, ⑫, ⑭, ⑮, ⑯, ⑰, ㉑의 관형절과 표제 명사의 구성을 통해 
지형과 지리적 배경의 변화가 촘촘하게 연관되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인다. 또한 
⑨, ⑩, ⑬, ⑱, ⑲, ⑳의 관형절과 표제 명사의 구성을 통해 자전거를 타는 화자의 
상태와 심리 변화가 세 하게 나타나며 서사성과 묘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마찬
가지로 이들은 의미적 응집을 이룬다. ⑭와 ⑮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과 정보를 관형절에 통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⑪[동네로 돌아오는] 길에는 ⑫[오십 미터쯤 되는] 오르막이 있었다. 오르막에 올라서
서 숨을 고르다가 ⑬[문득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면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다. 내리막 아래쪽의 정면에는 ⑭[내가 어릴 적 물장구를 치고 놀던] 도
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⑮[다음 해 봄에 거름으로 쓸] ⑯[분뇨를 모아두는] ‘똥
통’이 있었다. 

⑰[어차피 가지 않으면 안 될] 길, 나는 자전거를 출발시켰다. 나는 ⑱[난생 처음 봄을 
맞는] 아기 새처럼 ⑲[나도 모를]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자전거와 한 몸이 되어 달려 내
려갔다. 나는 순식간에 ⑳[어른이 된] 기분으로 ㉑[마을로 가는] 길을 달렸다. 

그날 나는 ㉒[내 근육과 뇌에 새겨진] 평범한, 그러면서도 ㉓[세상을 움직여 온] 비
을 하나 얻게 되었다. 일단 안장 위에 올라선 이상 계속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도 잘 모르겠으면 자연의 판단-본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 291 -

  마지막 문단에서는 관형절 ㉒와 ㉓에 글의 주제가 드러나며 대단원을 이룬다. 
또한 ㉒와 ㉓은 앞의 사건을 포괄적으로 조응하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화자의 평가
를 역행대용적으로 조응한다. 
  실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선택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한 
뒤 모둠별로 관형절을 찾고 텍스트 내에서의 기능을 찾고 토론함으로써 관형절의 
텍스트 구성적 기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는 직접 관형
절을 포함하는 텍스트를 모둠별로 혹은 개인별로 구성해 보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주장하기는 ‘논제-논증(-논증)-결론’의 구조를 갖는다. 논제를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관형절을 사용하여 화제를 도입하고 논증의 단계에서는 주로 체계적 
관련을 지닌 대상을 도입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끝으로 결론의 단계에서는 앞에서
의 논의를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다음은 본고에서 수집한 
연구 참여자의 자료 중 하나이다(KNS_30, PO).

  이 질문은 ①[굉장히 흔히 볼 수 있고 또 명쾌한 답이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②[살
아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답을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기 때문에 ③[어
디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이다. 
  우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은 한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⑦[④[좋아하는] 일을 하든 ⑤[잘하는] 일을 하든 ⑥[최소한 먹고 살] 정도의 소
득은 보장이 된다는] 전제이다. 이때 ⑧[최소한 먹고 살] 정도라는 것은 정말 ⑨[의식주
를 간신히 해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다. 자신이 ⑪[⑩
[분기별로 해외여행을 한 번씩은 다녀야 하며 의미 있는 날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정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사람이라면 이 소득의 최소치가 꽤나 높아야 할 것
이다. 하지만 ⑫[자신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에 세 끼 밥 정도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소득의 최소치가 다소 낮아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의 핵심은 오히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소비 수준을 누리고 살고 
싶은지, 그래서 역으로 ⑬[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파악이라
고 생각한다. ⑭[소득의 최소치가 높은] 사람은 가능한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
서 ⑮[잘하는] 것이든 ⑯[좋아하는] 것이든 ⑱[⑰[자신이 필요한] 최소 소득을 넘는] 선
택지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⑳[⑲[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
우 ㉒[㉑[잘하는] 선택지에서 번] 돈으로 취미 생활 등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된다. ㉓
[소득의 최소치가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㉔[가능한] 선택지가 많을 것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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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화자는 좋아하는 일이든 잘하는 일이든 자신이 원하는 소비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라
면 자신이 원하는 소비 수준에 따라 소비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면 잘하는 일을 직
업으로 선택함으로써 높은 수입을 확보하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할 것을 권장한
다. 그에 반해 소비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
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직업 선택에 앞서 먼저 자신의 소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도입부에서 화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먼저 관형절 ①, ②, ③과 같이 평가한
다. 즉 논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왜 이 문제를 논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화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논설 
기사나 서평 등에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관형절의 사용률이 높은 것을 보았듯
이(161쪽 [표 64])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어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 유효한 문법
적 기제 중 하나는 관형절인 셈이다.
  논증 단계에서 화자는 설득적인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좋아한다거나 잘한다는 
기준 이외에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소득과 소비라는 요소를 추가하였고 이들을 중
심으로 소득의 높낮이와 소비의 높낮이를 각각 대비한다. 물론 이 새로 도입된 요
소는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때 관형절의 체계
적 관련 기능이 두드러지게 사용되는데 관형절 ⑩, ⑪, ⑭는 높은 소비 수준의 정
도와 그것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관형절 ⑫, ㉓은 낮은 소비 수준의 정도와 그것
에 만족하는 사람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 
  끝으로 결론부에서 화자는 관형절 ㉗과 ㉘을 사용하여 ㉗에서는 자신이 주장하
는 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㉘에서는 실천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소득이 적더라도 ㉕[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이 높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㉖[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려면 ㉗[자신이 최소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 수준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보태
자면 그 소비 수준은 결정한다기보다는 ㉘[이미 자신에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첫 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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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수업에서 논의하게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체계적 관련성을 지닌 화제들
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들을 범주화한 뒤(예를 들어 ‘잘하는 일’ 대 ‘좋아하는 일’ 
혹은 279쪽 본문과 각주 183) 등) 그것과 관련된 대상을 정리하고 글을 써 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르의 성격에 따라 관형절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든지 결론부에서 요약을 하거나 강조를 하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다.

② 응집성의 실현

  텍스트의 응집성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조직하
고 글의 주제와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내용을 긴 하게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응집성이 주로 참조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본질적인 기능이 지시인 관형절의 사용에 의해 텍스트의 응집성이 높아진다는 것
은 쉽게 연상할 수 있다. 응집성의 실현과 관계있는 관형절의 기능은 ‘조응’, ‘의미
적 관련’, ‘체계적 관련’, ‘연속적 사태 통합’, ‘부차적이거나 치환된 사건 표시’ 기
능이다. 이 중에서 ‘의미적 관련’, ‘체계적 관련’은 앞에서 교육 내용으로 다루었으
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조응’과 ‘연속적 사태 통합’, ‘부차적 사건 표시’ 기능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조응’은 선행 내용을 반복하거나 요약함으로써 조응하거나 앞으로 다룰 내
용을 역행대용적으로 조응하는 방법이 있다. 조응과 관련하여 텍스트나 담화의 도
입부나 결론부에서 상투적으로 쓰이며 응집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다음과 같은 표
현들도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37) 가. 도입부: [앞으로 전개할] 논의, [이어서 할] 이야기, [오늘 제가 드릴] 말
씀, [오늘 다룰] 주제 등

       나. 결론부: [앞에서 말한/언급한] 사실, [우리가 동의한] 의견,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 [오늘 논의한] 것들, [오늘 공부한] 내용 등

  한편 ‘연속적 사태 통합’과 ‘부차적 사건 표시’ 기능의 관형절은 모두 모문의 사
태에 대한 원인이나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건으로서 모문의 사태에 대하여 배경



- 294 -

적 맥락을 형성한다. 먼저 ‘연속적 사태 통합’은 다음과 같은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다.187)

연습 1에서는 민수가 화가 나고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두 개의 사건 사이의 관련
성을 찾고 사건 참여자인 민수를 축으로 사건을 재배치한다. 원인이 되는 사건을 
관형절로 표현한다. 연습 2에서도 사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사건의 주체인 혜원
을 축으로 사건을 재배치하는데 시간적으로 앞서는 사건을 관형절로 표현한다. 
  ‘연속적 사태 통합’이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나 모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을 관형절에 표현하는 기능이라면 ‘부차적 사건 표시’ 기능은 모문의 사
건에 대하여 배경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교적 시차가 있는 사건 혹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사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적 사건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즉 모문에 대하여 전제가 되는 기존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상기해야 할 필요
가 있을 때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87) 본문 263쪽에서 연구 참여자의 글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관형절을 사용한 
문장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가 생성하는 담화를 활용하여 관형
절의 사태 통합 기능을 연습할 수 있다.

      가.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듣고 자전거 두 대를 사 오셨다. 그날도 어김⁀없이 방향을 틀
다가 중심을 잃어서 무릎에 피가 났다.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한 마디 하셨다. 
(KNS_25, EN, S_10, S_11, S_12)

      나.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께서 자전거 두 대를 사 오셨다. [그날도 어김없이 방향을 
틀던] 나는 중심을 잃어서 무릎에 피가 났다. [가만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께서는 한 마디 하
셨다.

※ 다음을 관형절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오.
1. 민수는 화가 났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 화가 난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2. 혜원이는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책을 빌렸다. (혜원이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 도서관에 간 혜원이는 책을 빌렸다.

※ 다음을 관형절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오.
1. 나는 작년 여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어 수업에서 그 선생님을 만났다.
  → 작년 여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그 선생님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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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공된 연습의 문장들을 보면 두 번째 문장은 화자가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이자 초점이 되고 첫 번째 문장은 그것에 대한 배경을 전제하여 
청자의 수용성을 높인다. 수업 시간이라면 학생이 하는 어떤 이야기의 배경에 관
하여 묻고 그것을 관형절에 실현하여 청자의 공감을 좀 더 잘 얻을 있는 문장을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2. 나는 한국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다.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 한국 음악을 좋아하게 된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3. 나는 작년 내내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올해 그 계획을 실천하기로 했다.
  → 작년 내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나는 올해 그 계획을 실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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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체계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관형절 사용의 장르적 특징과 대조 분석적 특징을 도출하고 외
국인 학습자들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관형절의 사용에 작용하는 지식 요
소와 구성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형절을 한국인만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문법적 어
려움으로 인한 회피, 모어에서의 습관 등 여러 가지로 규명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
는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담화 화용론은 문장의 어떤 형식적 특성은 그 특성을 가진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고 보며 
문장 형식과 담화 맥락의 특정한 연결을 통해 유발된 화용적 해석이 한 언어에 특
유하거나 보편적인 문법의 규칙이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한국어 교재의 
관계절 교육 내용은 대개 관형사형 어미와 관련된 형태론적인 것이다. 그리고 보
문절은 중급부터 일부 표제 명사와 함께 덩어리로 제시하고 있다. 즉 관형절과 관
련된 현재의 교육 내용은 주요하게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각 어미가 가지고 
있는 시제나 상적인 의미,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절의 서술어나 표제 명사
와의 결합 제약 및 오류 방지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학
습자의 문법적 정확성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관형절을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근
본적인 답은 제공하지 못하여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유창성의 발달은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형절 교육의 실태를 보완하고자 관형절의 담
화 화용적 기능을 정리하여 체계화하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의 장르적 특징과 언어 
유형론적 특징 및 학습자의 사용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을 포괄하여 관형
절의 사용과 구성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관형절의 담화 화용
적 기능을 도출하였는데 이들은 다시 지시적 측면과 맥락적 측면, 그리고 텍스트 
구성적 측면으로 나뉘어 체계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각각 지시 기능, 맥락
적 의미 기능, 그리고 텍스트 구성적 기능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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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시 기능은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
으로서 담화상의 지시 대상을 의미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기능으
로 분화한다. 첫 번째는 표제 명사로 표시되는 대상의 범주를 한정하여 지시하고
자 하는 대상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으로 보문절은 표제 명사에 대하
여 의미론적 보충을 하는바 지시 측면에서는 모두 이 기능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
한적 용법의 관계절이 이 기능으로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하여 정보를 부가하거나 해설하는 기능으로 관계절의 비제한적 용법이 
이에 해당하며 역시 대상을 지시하는 데 일조하지만 의미론적으로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어서 맥락적 의미 기능은 지시 기능보다 확장된 차원 즉 맥락 층위에서 작용
하는 것으로 상황 맥락 요소 중 지시 대상이나 담화의 배경과 상황, 담화 생산자
와 관련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형절의 명제에 지시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거나 
정황의 세부를 묘사하거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청자와 공유할 맥락을 형성한다. 
  끝으로 텍스트 구성적 기능은 텍스트 구성 외에 주로 응집성이나 일관성으로 표
현되는 텍스트의 결속 구조를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관형절을 사용함으로써 
지시 대상을 도입하고 앞에 있었던 내용을 조응하고 지시 대상 사이의 의미적 관
련성과 체계적 관련성을 나타낸다. 또한 연속적 사태나 부차적 사건을 설명하여 
서사를 구성하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제를 요약하기도 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한 한국어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이론적 바탕
으로 하여 관형절 사용의 장르적 특징과 대조 분석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장르적 
특징은 관형절의 기능이 텍스트 구성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면 텍스트
의 성격 즉 장르에 따라 관형절의 사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혀 학습
자들이 장르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하기 때
문에 중요하다. 대조 분석적 특징은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하여 
항상 메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명시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관형절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르적 요소는 수필, 논설 기사, 백과사전, 
요리법, 편지, 서평, 여행기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어 기성 텍스트를 분석하여 도
출한 것으로 텍스트의 서사성, 묘사성, 응집성, 화제의 추상성과 구체성,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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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구조화의 차이, 그리고 화자의 의도성으로 정리된다. 서사성, 묘사성, 응집
성은 각각 그 정도가 높을수록 텍스트 내 관형절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화제
의 추상성과 구체성에 따라 관형절이 바탕화한 심적 구조가 달라지고 글의 전개가 
치 하고 조직적인 장르의 텍스트일수록 관형절의 사용률은 높아진다. 또한 장르
에 따라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정도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관형절에 나타나는 
맥락적 정보 또한 달라진다.
  관형절 사용의 대조 분석적 특징은 한국어 소설과 그것의 영․중․일 번역본, 한국 
신문의 논설 기사와 그것의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해당 기사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으로 대상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재배치, 대상에 대한 
맥락적 정보 점착, 화자의 맥락적 의도 표현, 간접 표현에 의한 객관화로 정리된
다. 이들은 모두 외국어 텍스트에서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어 관형
절의 기능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앞의 두 가지는 연속적인 사태를 표현할 때 대
등절이나 종속절이나 독립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서술 관계로 풀어서 나열하기보다
는 사건의 주체나 객체인 표제 명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관련성을 찾아 재배치하고 
관형절을 사용하여 수식 관계로 표제 명사에 점착하여 표현하기를 선호하는 특징
을 말한다. 화자의 맥락적 의도 표현은 관형절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맥락적 의미
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한국어 텍스트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양
상을 말한다. 간접 표현에 의한 객관화는 보문절 사용의 특징을 말하는데 영어나 
중국어 텍스트에서 보문절의 명제를 직접 주절에 실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 텍스
트에서는 보문절의 내용을 추상 명사에 귀속시켜 개념화하고 객관화하는 양상이 
종종 나타난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로 생성한 텍스
트에 나타난 관형절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급 수준의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 일본인 학습자, 그리고 비교군으로서 
한국인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고 장르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
되는 서사와 논증의 두 가지로 한정하여 장르별로 주제를 주고 글을 쓰도록 하였
다. 실제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성한 텍스트에서 학습자의 모어에 따른 관형절 사
용 양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내용 구성의 특징에 따라 서사성, 
묘사성, 총칭성과 개별성, 체계적 관련성, 친숙성이 관형절 사용의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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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다. 앞의 네 가지 요소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한
다. 그 외에 화제의 친숙성은 외국인 화자가 한국인을 청자로 상정하고 글을 쓸 
때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화제를 다룰 경우 관형절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을 포착한 것으로 화자는 화제에 대한 청자의 지식수준을 가늠하여 
정보 제공량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관형절의 구성 및 사용에 
작용하는 특징적 요인들을 교육 내용 지식 요소로 삼아 정리하면 먼저 지시 차원
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화제의 총칭성, 개별성, 추상성, 구체성에 따라 관형절이 바
탕화한 심적 구조가 바뀌고 화제의 친숙성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과 양이 결
정된다. 맥락 차원에서는 가능한 맥락적 정보를 이해하고 맥락화하고자 하는 요소
를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하여 표현한다. 텍스트 차원에서는 관형절을 사용하여 
텍스트의 구조에 맞추어 화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응집성 실현의 기제를 활용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마무리에서 주제를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이와 같이 일정한 구조
와 응집성의 원리에 따르는 텍스트의 구성에는 장르적 특징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
다. 관형절의 사용과 관련하여 작용하는 장르적 요소는 서사성, 묘사성, 주관성, 
객관성, 관계성으로 요약된다. 끝으로 언어적 요소로서 학습자는 형태 통사론적으
로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의미론적 특징, 문장 내 관형절의 위치와 결합 제약 
등과 관련된 통사론적 특징 등을 학습자의 모어와 대비하여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
다. 또한 담화 화용론적으로는 맥락 형성에 관여하는 화자의 의도성, 사건의 주체
나 객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배치하는 사건의 전개, 보문절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나 선호도 등을 이해해야 한다.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초급에서는 지시 기능을, 중급에서는 맥락적 의미 기능과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고급에서는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각각 도입하여 가르칠 것을 제안한다.
  본고는 그간 관형사형 어미라는 형태적 특징과 그에 따른 의미 기능과 제약, 내
포문의 하나로서 표제 명사의 의미나 시제·상 등에 의한 통사적 특징과 그에 따른 
제약 등에 치중된 한국어 관형절의 연구를 담화 화용적 차원의 논의로 확장하고,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형태·통사론적 오류 교정 및 
제약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어 관형절의 교육 내용을 언어 사용의 
보다 실제적인 차원으로 옮겨서 이론화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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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agmatic Functions of Adnominal Clauses in 
Discours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ang, Kyong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scourse pragmatic function of 
Korean adnominal clauses in terms of grammar education, and to draw the  
features of the function of the adnominal clauses through text analyses in terms 
of genre and contrastive linguistics, and to construct the knowledge elements and 
construction processes that act on the use of the adnominal clauses as educational 
contents.

Korean language learners don’t adnominal clauses as much as Koreans 
do. The reason for this could be explained in many ways, such as avoidance due 
to grammatical difficulties and habits in their mother tongues. The educational 
content of adnominal clauses provided in Korean language books is mostly 
morphological in relation to the adnominal ending forms. And the text is 
presented in chunks with some head nouns from intermediate to advanced levels. 
In other words, the current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the adnominal clauses 
are mainly focused on the adnominal ending forms and their tenses and aspectual 
meanings, as well as the constraints on the association of the adnominal ending 
forms with the predicates or head nouns, and the prevention of errors. Such 
educational contents may lead to learners’ grammatical accuracy, while 
development of fluency related to actual use is difficult to expect. This study 
searches and organizes the functions of adnominal clauses in order to supplemen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teaching of the sentence, and captures the features 
from the perspectives of genre and language typology, and characterizes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usage of adnominal clauses.

Based on this point of view, in chapter II, through the re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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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the discourse pragmatic functions of adnominal clauses were 
derived, which were systemized by dividing them into referential aspect, 
contextual aspect and text constructive aspect. In this study, these are referred 
to as the referential function, the contextual semantic function, and the text 
constructive function, respectively.

First of all, the referential function is the most essential and important 
function of the discourse pragmatic functions of the adnominal clauses, and it 
refers to the function that indicates the object in discourse. This again 
differentiates into two functions. The first is the function of revealing the identity 
and identity of the object to be indicated by limiting the category of the object 
represented by the head noun. The complement clauses are analyzed to have this 
function in terms of the indication. Also, the relative clauses with restrictive 
usage is analyzed to have this function. The second is the function to add or 
explain information about the head noun, which is a descriptive use of relative 
clauses, which also helps to indicate the object, but is not semantically necessary.

Secondly, The contextual semantic function then operates on an extended 
dimension, or context level. Of the contextual semantic function, there are three 
kinds of contextual elements related to the object, the background or the situation 
of the discourse, and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object or the situations. 
Speakers choose to provide the information or the properties of the object in the 
adnominal clauses, to describe the situation or to reveal their attitude about the 
object or the situations so that they could form and share the context with 
listeners.

Lastly, the text constructive function helps to construct the structure of 
texts expressed mainly in coherence. The the text constructive function of the 
adnominal clauses are to introduce a topic, to anaphorically respond to the 
previous contents, to build a semantic and systematic coherence within the text.  
It also forms a narrative by describing successive events or cause and effect and 
summarizes the themes at the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discourse pragmatic function of Korean adnominal 
clauses, chapter Ⅲ derives the genre features and contrastive linguistic features 
of the function of the adnominal clauses. First, the genre factors influenc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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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the adnominal clauses a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Korean texts of 
various genres. They are narrativity, descriptiveness, coherence of the text, the 
abstractness and concreteness of the topic, the difference in the formal structure 
of the text, and the intention of the speaker. The higher the level of narrativity, 
descriptiveness, and coherence, respectively, the higher the usage rate of the 
adnominal clauses in the text. According to the abstractness and concreteness of 
the topic, the mental text-structure grounding of the adnominal clause changes. 
The more detailed the text and the organized genre of the text, the higher the 
usage rate of the adnominal clauses.  In addition, the degree of revealing the 
speaker’s intention varies according to the genre, and thus the contextu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adnominal clauses varies.

The contrastive linguistic features of the discourse pragmatic functions of 
the adnominal clauses a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Korean novels, its English 
translation, Chinese translation, and Japanese translation. And another analysis of 
editorial articles in Korean newspapers, and their foreign language editions. The 
features are as follows: contextual information sticking to head noun, speaker's 
contextual intention expression, and objectification through indirect expression. 
These are all discourse pragmatic functional features of Korean adnominal clauses 
which are prominent compared to foreign language texts. The first two are the 
functions of agglutinating previous events in head noun, rather than using the 
equal or subordinate clauses to list them in narrative relations when expressing 
successive or causal events. It is a feature that prefers to find and rearrange the 
relevance of events and to adhere to head nouns using adnominal clauses. The 
expression of the speaker’s contextual intention refers to the aspect in which the 
speaker’s intention to form and activate the contextual meaning to the listener 
using the adnominal clauses appears more in Korean text. Objectification by 
indirect expression refers to the features of the use of the complement clause. 
While the sentences in English or Chinese text directly expresses the information 
in the main clause, the contents of sentences in Korean texts are attributed to 
abstract nouns and conceptualized and objectified.

In the texts produced by Korean learners, narrativity, descriptiveness, 
genericity and individuality, systematic relevance, and familiarity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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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 the use of the adnominal clauses,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the 
content composition. The first four elements are similar to those described above, 
and will not be explained. The familiarity of the topic captures the tendency of 
adding various information by using the adnominal clauses. When foreign speakers 
considers Korean people as listeners and they write a topic that is not familiar to 
Koreans, they ten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by using adnominal clauses. 
Therefore when speakers talk to listeners, they determine the amount and content 
of information to provide so that the listeners understan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f we use the discourse pragmatic 
function of the adnominal clause and the features that act on the construction and 
use of the adnominal clause as educational content elements, the adnominal clause 
is based on the generality, individuality, abstraction, and concreteness of the topic 
to be addressed at the point of instruction. The mental structure grounding varies 
according to the topic. The familiarity of the topic determines the content and 
amount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At the contextual level, the elements to 
understand and contextualize possible contextual information are selected and 
expressed according to the speaker's intention. At the text level, we introduce 
the topic in line with the structure of the text using the coronary clause, develop 
the content using various coherence mechanisms, and emphasize or summarize the 
topic at the end.

This study theorized and organized the function of discourse pragmatic 
functions of the adnominal clause and extend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he 
Korean adnominal clause, which was mainly focused on morphological features of 
adnominal ending, correcting forms and syntactic errors and the recognition of 
constraints, to the more practical dimension of language use. And suggested 
practical teaching methods accordingly.

Key words: Adnominal clause, relative clause, complement clause, discourse, 
pragmatics, function, Korean grammar education, reference, context, text, 
coherence, genre, contrastive analysis, linguistic 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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