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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한국어 진실성 부사 연구

后博文(후박문)

세계 언어에는 진실성 의미를 드러내는 부사가 널리 존재한다. 본고는 
의미 유형론적 관점에 주목하여, 인도-유럽 언어에 치중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고찰과 한·중 진실성 부사에 대한 
대조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더 세밀화된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를 제시하
였다.

본고는 핵심 개념이 [眞]과 [實]로 이뤄진 진실성 개념공간이 존재한다
는 것을 가정하며, 이 개념공간을 차지한 부사를 진실성 부사로 부른다. 
한국어 진실성 부사는 [眞]에 해당하는 ‘정말’류, [實]에 해당하는 ‘사실’
류, 그리고 기타류가 포함된다. ‘정말’류 진실성 부사에는 ‘정말, 진짜, 참, 
진실로, 실로’를 비롯한 총 21개의 부사가 있고, ‘사실’류 진실성 부사에는 
‘사실, 실제로, 사실상, 솔직히’를 비롯한 총 10개의 부사가 있다. 기타류 
진실성 부사는 의미 해석상 진실성 의미와 느슨한 연관을 맺고 있는 부사
들인데, ‘정작, 정, 과연’이 이에 포함된다.

진실성 부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앞서, 본고는 먼저 부사의 기술 체
계에 대해서 재검토하였다. 논증의 논리는 ‘이론-자료-이론’이다. 우선, 
이론 면에서는 전통 문법 체계에서 사용되어 온 양태부사가 지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범주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행 부사 분석 체계에 대한 비
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성분부사와 문장부사의 이분법 체계의 문제점을 밝
혀냈고, 그보다 명확한 통사론적 기준이 있는 vP 영역, IP 영역, CP 영역
에 따른 분석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실제 언
어 자료에 적용하였다. ‘정말’을 하나의 표분으로 삼아, 확실성 인식양태 
부사 ‘확실히’와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정
말’의 ‘양태 의미’로 여겨 왔던 것이 실제로는 IP 영역에 작동되는 사건부
사와 CP 영역에 작동되는 화행부사의 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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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료에서 발견된 현상을 다시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인식양
태와 언표내적 효력의 연관성을 제시하였고, 화행부사의 목록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한국어 ‘정말’류 진실성 부사와 ‘사실’류 진실성 부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우선 말뭉치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고 전반적인 특징을 밝혔다. 
그 다음에 기원 명사의 용법으로부터, 부사, 담화표지로의 확장 용법에 이
르기까지 문법적 기술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 관점에서 진실
성 부사의 대화 함축과 상호주관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정말’류 진실성 부사와 ‘사실’류 진실성 부사는 모두 진리조건적 의미와 
비진리조건적 의미로 나뉠 수 있다. ‘정말’류 부사의 진리조건적 의미는 
[진위 여부]로 총괄했고, 구체적으로 vP 층위에 작동되는 [성상 수식], IP 
층위에 작동되는 [진실 시인], 담화 층위에 작동되는 응답표지의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비진리조건적 의미는 [척도 평가]로 명명하였고, 구체적으로 
[초점적 의미]와 [강조적 의미] 두 부류로 나누었다. ‘사실’류 진실성 부사
의 진리조건적 의미는 [허실 여부]로 명명하였다. 비진리조건적 의미는 
[실정 언급]으로 지칭했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능 영역에 따라 [텍스
트적 기능]과 [대인 관계적 기능]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기타류 진실성 부사 ‘정작, 정, 과연’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들이 
진실성 의미와 연관되면서도 모두 기대논리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구
체적으로, ‘정작’은 어휘화된 反기대 의미를 지니고, 연역적 추론 및 귀추
적 추론과 관련된다. ‘정’은 주체가 어떤 사태의 극단에 달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실현될 사전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다. 
‘과연’의 경우는 어휘화된 合기대 의미를 지니는 부사이다.

본고는 한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연구와 한·중 병렬말뭉치 기반으로 
한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 보이지 않은 몇 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모두 “眞類부사-강조의 담
화표지-부정적 감정 표출”이라는 의미 변화 양상이 관찰된다. 둘째, 한국
어와 중국어에서는 모두 기대 의미가 어휘화된 부사가 존재하므로 기대는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에서 독립된 범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
였다. 셋째, 한·중 병렬말뭉치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중국어 ‘眞’이 비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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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는 [진실 시인]과 [비현실] 간
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진행된 모든 작업을 포괄하여 진실성 부사의 의미
지도를 제시하였다. 최근 인터넷 언어에서 보인 ‘레알, 진심, 찐’ 등 새로운 
용법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의미지도의 효용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부사, 진실성, 의미지도, 의미 유형론, 인식양태, 담화표지, 기대논리, 
상호주관성, 병렬말뭉치

학  번 : 2018-2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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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인간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산다. 뉴스를 볼 때는 소식이 사실인지 근

거 없는 소문인지 판단하고, 쇼핑할 때는 상품이 진품인지 복제품인지 확
인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그렇다.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옳고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의에 맞는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꾸며
서 말할 때도 있다. 화자는 언어생활에서 수식어를 이용하여 사물, 사건, 
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존재(entity)의 진실성 속성을 가리킬 수 있다.

본고는 아래 (1)에서 나타난 ‘진짜, 진실로, 정말, 솔직히, 사실’ 등을 비
롯한 개념적 의미가 진실성과 관련되는 어휘를 통틀어 진실성 어휘로 일컫
고, 품사에 따라 진실성 부사, 진실성 명사 등으로 명명한다. 본고의 첫 번
째 연구 목적은 한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문법적 기술을 바탕으로, 진실
성 부사의 의미 기능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1) 가. 바보 온달이 진짜 사람이라니...
나. 나는 당신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진짜 효도란 무엇인지 배운다.
다. 누구나가 경제의 위기를 염려하고 있지만 진실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라. 정말 정전이 되었다고 치자.
마. 솔직히, 물리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꼈던 분야가 바로 전자기이다.
바. 이성과 감정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다. 사실, 이성과 감정은 상

호보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사. 아우 정말! 그런 건 빨리 빨리 해 놓으셨어야죠! 지금 와서 시간 

타령하시면 어떡해요?

먼저, 사물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관형어의 경우를 보자. (1가)의 ‘진짜’
는 ‘사람’을 수식함으로써 온달이 설화에서 상상한 인물이 아니고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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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한다는 속성을 지시한다. (1나)의 ‘진짜’는 ‘효도’를 수식함으로
써 화자의 관념에서 판단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가장 전형적인 효도를 가
리킨다.

그다음, 행위, 사건, 화행의 진실성을 수식하는 부사를 살펴보자. (1다)
의 ‘진실로’는 ‘책임을 지다’라는 행위를 수식하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 행
동에 실천해야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1라)의 ‘정말’은 
‘정전이 되었다’라는 사건의 진실성을 더해주는 것이고, 실제로 정전이 일
어났다는 상황을 가정하는 맥락에서 쓰인다. (1마)의 ‘솔직히’는 문장의 명
제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화 행위가 솔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바)의 ‘사실’은 두 문장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고,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 
간의 역접 관계를 드러낸다. 여기서 ‘사실’은 화자의 입장을 표시하는 기능
을 수행할뿐더러, 텍스트 응집성에도 기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사)의 ‘정말’은 부사의 용법을 벗어나 화자의 불만을 강하
게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 나타난 ‘정말’은 품사로 따지면 감탄사에 해당하
지만, 기능으로 보면 흔히 담화표지로 간주되기도 한다.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진실성 부사는 기원 명사의 관형어적 쓰임부
터, 담화표지로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법으로 나타난다. 진실성 
부사의 다의 양상을 밝히는 것이 곧 본고의 첫 번째 연구 목적이다.

본고의 두 번째 연구 목적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진실성 부사의 사용 맥
락, 담화적 기능, 수사적 효과 등을 조명하는 데에 있다. 그라이스(Grice)
는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참된 것이 되도록 하라. 거짓이라고 믿는 것
은 말하지 말라.”라고 서술하며 ‘질의 격률’을 제시했다. 본인의 발언이 참
된 것이 기본 설정이라면, 왜 진실성 부사를 더 붙여서 말할까? 

(2) 가. 정말, 철수는 도서관에 갔어.
나. 사실, 철수는 도서관에 갔어.
다. 실제로, 철수는 도서관에 갔어.
라. 솔직히, 철수는 도서관에 갔어.

(2)에서 쓰인 진실성 부사는 모두 문두에 나타난다. 이들은 ‘철수는 도서
관에 갔다’라는 단언 내용에 부가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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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슷하게 ‘철수가 도서관에 갔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진실성
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의미 기능이 부가된다. (2)
에서 나타난 부사들이 모두 명제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화 맥락에서 진실성 부사가 왜 사용되는지는 답해야 하는 문
제라고 본다.

본고의 세 번째 연구 목적은 언어유형론, 특히 의미 유형론(semantic 
typology)의 관점에서 진실성 부사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진실성 부사는 
영어의 ‘really, actually’, 중국어의 ‘眞的, 其實’처럼 세계 다른 언어에서도 
존재한다. 대조언어학 연구를 진행해야 한국어 진실성 부사의 특징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이에 의미지도(semantic map)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진실성 부사의 개념공간(conceptual space)을 탐색하
고자 한다.

대조언어학 연구의 필요성은 아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서 짐작될 수 
있다. 다음 (3)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가져온 문장들이다.

(3) 가. 원문: *이 아르바이트가 정말 바리스타 일이 아니더라도 재미잇다.
 교정: 이 아르바이트가 진짜 바리스타 일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다.

  (영어, 2급)
나. 원문: *사실의 자신을 처음으로 알았다.

 교정: 진짜 자신을 처음으로 알았다.
(영어, 4급)

다. 원문: *6년 동안 열심히 열습하고 고통도 감수하고 열습에 정말 쏟
아져 드디오 2006년에 철순 씨는 #####의 리더로 데뷔했
다.

 교정: 6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고통도 감수하고 열정을 많이 
쏟아 드디어 2006년에 철순 씨는 슈퍼주니어의 리더로 데뷔
했다.

(베트남어, 6급)
라. 원문: *그런데 참으로 다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어른

이 돼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교정: 그런데 정말로 다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어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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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중국어, 6급)

    마. 원문: *진실로 몸이 아플 때 웃만 하면 나을까? 
 교정: 정말로 몸이 아플 때 웃기만 하면 나을까?

(영어, 5급)

(3가~나)에서 볼 수 있듯이, 기원 명사의 관형어적 쓰임은 외국인 학습자
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3다)는 ‘정말’과 정도부사를 혼동되는 상황이고, 
(3라~마)는 ‘참으로’와 ‘진실로’가 의문문에서 지니는 제약을 보여주는 예
시이다. 분명 의미상 유사한 부사들인데, 왜 다른 양상이 나타날까 하는 
질문은 학습자에 있어 품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진실성 부사를 학습하기가 어려운 만큼, 중국어
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어에서 ‘정
말, 진짜’에 해당하는 진실성 부사는 ‘眞, 眞的, 眞是, 實在’를 비롯해서 상
당히 많다. 다음 「HSK 작문 말뭉치」에서 찾아온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
를 통해서, 중국어 진실성 부사와 한국어 진실성 부사의 차이점을 짐작할 
수 있다.

(4) 가. 원문: *我过得眞好, 没有得过什么病，每天好好儿吃三饨饭，每天下工
夫努力学习。

교정: 我过得很好，没有得过什么病，每天好好儿吃三顿饭，每天下功
夫努力学习。

번역: 나는 정말/매우 잘 살고 있다. 아무런 병에 걸린 적도 없고, 
매일 세 끼를 잘 챙겨 먹으며, 힘을 써서 열심히 공부한다.

    나. 원문: *我眞不爱他，而且不尊敬他。
교정: 我眞的不爱他，而且不尊敬他。
번역: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

  다. 원문: *我那个时候非常弱, 實在眞没有自己的想法, 只听父母亲的話或
者按照他人去做而己。

교정: 我那个时候非常差，實在没有自己的想法，只听父母亲的話或者
按照他人意见去做而己。

번역: 나는 그때 매우 주책없었다. 정말 자기만의 생각이 없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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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부모님이나 남들의 의견에 따라 했을 뿐이다.
라. 원문: *这个有钱的人，果然幸福吗？

교정: 这个有钱的人，眞的幸福吗？
번역: 이 부자는 과연/정말 행복할까?

(4)에서는 ‘眞’과 정도부사 ‘很’의 구분 방법, ‘眞’과 ‘眞的’의 차이점, ‘實在’
의 사용 문제, 그리고 한국어 ‘과연’과 동형어인 중국어 ‘果然’의 차이점에 
있어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4라)의 경우에는 분명
한국어의 ‘과연’이 나타날 때 아주 완벽한 문장인데, 이상하게도 중국어 동
형어인 ‘果然’이 쓰이게 되면 비문이 된다.

이상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는 진실성 부사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고는 한·중 대조 분석을 중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진실성 부사의 유형론적 특징을 찾아내기
로 한다. 더 나아가, 세밀화된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 기술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1.2.1. 한국어에 대한 연구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한국어 진실성 부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
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서 하위 
부류를 논의할 때 언급한 경우이고, 하나는 본고와 같이 진실성을 표현하
는 부사를 하나의 부류로 제기한 연구이며, 또 하나는 개별 부사와 관련된 
논의이다. 

첫째, 부사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에서 진실성 부사를 언급한 연구를 살
펴보자. 아래 <표 1-1>은 주요 부사 연구에서 진실성 부사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정리한 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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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 연구의 진실성 부사에 대한 분류
최현배
(1937/
1971)

그 풀이말에 단정을 요구하는 어찌씨 - 세게 하는 것(강조, 역설):
  과연, 과시, 딴은, 진실로, 실로, 마땅히, 모름지기, 물론, 무론, 
의례히, 확실히, 정말, 참말, 응당, 정

김민수
(1971)

Ÿ 역설, 확신: 정말, 과연, 단연코
Ÿ 개연, 추측: 아마, 정녕, 글쎄

남기심·
고영근
(1985/
1993)

화자의 사태에 대한 믿음이 틀림없음, 서술내용 단정:
  과연, 실로, 모름지기, 물론, 정말

왕문용·
민현식
(1993)

의지법 양태부사 — 평가: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정말로, 진실로, 다행히 

장영희
(1995)

Ÿ [확인성] 부사:
  과연, 역시, 딴은, 아닌게 아니라 등
Ÿ [강조성] 부사:
  결코, 정대로, 도저히, 도무지, 영, 통, 아예, 전혀, 차마, 도대체

손남익
(1995)

Ÿ 강조: 
 결국, 과시, 과연, 그야, 또다시, 또한, 미상불, 미상비, 방가위, 
방가위지, 분명히, 사실, 실은, 아무튼, 아무튼지
Ÿ 확신: 
 분명, 분명코

김경훈
(1996)

Ÿ 단언, 확신:
  과시, 과연, 명백히, 무론, 확실히, 분명히, 실로, 정말, 정확히, 
진실로, 참, 물론, 참말(로)
Ÿ 시인:
  과연, 정말, 아닌게 아니라, 미상불, 딴은, 듣던대로, 참으로, 
진실로, 참말로, 하기야

민현식
(1999)

서실법 양태 부사 - 확인:
Ÿ 결과적 확인: 과연
Ÿ 진실의 확인: 진실로, 실로, 정말(로), 참말(로)
Ÿ 동의(시인)적 확인: 아닌게 아니라, 미상불
Ÿ 부분 동의(시인)적 확인: 딴은, 하기야, 하긴

서정수
(2005)

확실성 부사류어:
Ÿ 확실: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뚜렷이, 명백히
Ÿ 진실: 정말(로), 참말(로), 참으로, (참), 진실로, (사)실(로)

신서인
(2014)

양태부사: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진짜,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당연히, 모름지기, 마땅히, 과연, 도대체, 대체; 아마(도), 
어쩌면, 혹시, 혹, 짐작컨대, 행여나, 설마; 보아하니, 듣자하니
발화행위부사: 사실, 솔직히,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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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정말, 참, 진짜’와 같
은 부사를 인식 양태의 하위 부류에 놓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의
미는 연구자가 채택한 메타언어에 따라 ‘확실, 확신, 확인, 단언, 역설, 강
조’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흔히 함께 논의하는 부사로는 ‘과연, 역시, 확실
히, 분명히, 물론’ 등과 같은 부사들이 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진실성 부사를 인식양태 외에 다른 부류로 분석
하기도 한다. 예컨대, 신서인(2014), 김현아(2015)를 비롯한 최근 연구는 
Ramat & Ricca(1998)에서 제기한 기능 문법의 부사 부류 체계를 수용하
여, 전통 문법에서 가리켜 온 양태부사를 다시 의미론적 층위에 따라 ‘(협
의의) 양태부사, 평가부사, 영역부사, 발화행위부사’ 등으로 나누었다. 구체
적으로 신서인(2014)은 ‘진짜,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를 양태부사로 
분류하고, ‘사실, 솔직히, 실은’을 발화행위부사로 분석하였다. 김현아

김현아
(2015)

화행부사:
Ÿ 화자중심:
가. 솔직히, 사실, 사실상, 성시, 실로, 실은, 실제/실제로, 
실지/실지로, 정말/정말로, 진성, 진소위, 진시, 진실로, 진실히, 
진정/진정코/진정히, 진짜로, 짜장, 참, 참말/참말로, 참으로,
가´. 맹세코
Ÿ 청자중심:
나. 꼭, 부디/부디부디, 아무쪼록, 제발, 원컨대.
나´. 대관절, 도대체
Ÿ 발화행위중심:
다. 요컨대

박은정
(2015)

인식 양태 부사: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신뢰도의 정도
[추측], [확신], [가정]
솔직히, 정말, 정말로, 참, 참으로: 
  감정양태로 판정하여, 인식양태 부사에서 제외시킴
실제로, 사실, 실은: 
  인식양태와 관련성이 높으나, 담화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여, 인식 양태 부사에서 제외시킴.

전명희
(2016)

인식양태 부사 - 사실성 양태부사:
사실 강조부사: 
  정말, 정말로, 실로, 진실로, 진짜, 진짜로, 참으로, 정녕
사실 설명부사: 
  사실,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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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는 진실성을 표현하는 부사를 모두 화자 중심 화행부사로 분류한 
바가 있다. 김현아(2015:45)에서는 이렇게 분류한 이유를 말을 하는 행위
가 화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거나 ‘진실’되는 등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진실성을 표현하는 부사를 한 부류로 묶고서 논의를 펼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규홍(1998)에서는 ‘정말, 진짜, 참말’을 ‘정말’류 부사
로 범주화하고,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부사에 ‘정, 참으로, 과연, 실
로’ 등이 있다고 하였다. ‘정말’류 부사의 의미에 있어서는 다양한 담화 상
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밝혀냈다. 구체적으
로 ‘정말’류 부사의 의미 기능을 [진실·확인], [정도·강조], 그리고 [단순 
강조]로 규정하였다. 한편, 김태호·정선영(2012)는 담화표지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사실, 솔직히, 정말, 진짜, 참’을 ‘진실’ 표현 어휘라고 정의하고, 
이들이 원래 가지는 명제 의미는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담화표지로 사용
될 때 나타나는 담화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들
은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으로 ‘강조, 주의집중, 주저함, 놀람, 인정’ 등을 제
안하면서, 주로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본고와 비슷하게 ‘정말’류 부사와 ‘사실’류 부사를 통틀어 한 부류로 설
정한 연구는 전명희(2016)을 들 수 있다. 전명희(2016)은 인식양태 부사
를 의미에 따라 ‘확인, 추측, 확신, 의문, 양보, 가정, 부정, 사실, 일반’의 
총 9가지로 나누고, 그중 사실성 양태부사에는 ‘정말, 정말로, 실로, 진실
로, 진짜, 진짜로, 참으로, 정녕, 사실, 실은’이 있다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
다. 전명희(2016:207)에 따르면, 사실성 양태부사는 사실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규정되고, 명제가 참임을 강조하는 사실 강조부사와 진실
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사실 설명부사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강조부
사에 포함되는 부사는 ‘정말, 정말로, 실로, 진실로, 진짜, 진짜로, 참으로, 
정녕’이고, 사실 설명부사에 포함되는 부사는 ‘사실, 실은’이다. 

셋째, 진실성 부사에 속한 개별 부사에 관한 연구를 보고자 한다. 진실
성 부사 가운데 ‘정말, 진짜, 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졌다. 
김혜영·강범모(2010), 김하늘(2019) 등은 ‘정말, 진짜’를 강조적 정도부사
라고 하고 다른 정도부사와 비교하면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담화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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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에서는 ‘정말’류 부사의 담화표지적 용법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
졌다. 예컨대, 이수현(2014)에서는 ‘참, 참말로, 정말, 정말로, 진짜, 진짜
로’를 부사 기원형 담화표지로 범주화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고, 김현지
(2015)에서는 ‘진짜, 정말’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반응하기’를 제안하면서 
세부적으로는 확인이나 놀람, 의심 표현의 기능과 화제에 대한 관심과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종남(2015)에
서는 ‘참’의 담화적 기능을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비단정적인 태도 표
출,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등으로 밝혔다.

이상 진실성 부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진실성을 표현하는 
부사 부류는 충분히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말, 진짜’를 비롯한 
부사는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담화표지 연구가 주목받으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선행 연구는 진실성 부사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도 한다. 진실성 부사를 인식양태 부사, 
화행부사, 감정양태 부사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통문법에서 제
기된 ‘양태부사’의 용어 자체가 지시 대상이 불명한 것도 있고, 현재 새로
운 분석 체계를 적용한 바가 있으나 확립된 방안이 아직 구현되지 못했다
는 면도 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다기능적인 ‘정말’류 부사의 의미에 대해서 특정 
의미에만 치중하여 각 의미의 관련성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담
화표지 관련 연구에서도 부사와 담화표지의 용법을 서로 연관을 짓고, 부
사가 어떤 상황에서 담화표지로 발달되는지, 의미에 어떤 연관성이 보이는
지, 또한 담화표지가 갖는 특유한 의미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밝혀내야 한
다고 본다.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부사 분석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
을뿐더러, 진실성 부사의 다기능적 특징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고찰이 요구
된다. 또한, 부사와 담화표지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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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다른 언어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표현하는 부사류어는 다른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많은 관심
을 받는 주제이다. 영어학계에서는 대표적으로 Biber et al.(1999)에서 영
어 ‘really, truly, actually, in fact, in actual fact, for a fact’ 등을 비롯한 
부사어를 ‘인식 입장 부사어(epistemic stance adverbials)’의 하위 부류인 
‘실제와 사실(actuality and reality)’이라는 의미로 명명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 중국어학계에서도 ‘眞實類 確信副詞(certainty adverbs)’(张则顺, 
2015), ‘表實性 立場標記(factive stance marker)’(葛锴桢, 2018), ‘敍實性 
話語標記(factive discourse marker)’(方清明, 2013)처럼 다양한 명칭 아
래 한국어 ‘정말, 진짜 참’ 등 부사에 해당하는 ‘眞，眞的，眞是（的), 實
在’, ‘사실, 실제로, 사실상’에 해당하는 ‘其實，實际上，事實上’, ‘솔직히 말
하면’에 해당하는 ‘說實話，說眞的’ 등과 같은 진실성을 표현한 부사(어)를 
연구해 왔다.

구체적인 선행 연구는 양이 많으니,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 않기로 한
다. 그보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연구를 지적하
고자 한다.

유럽 언어의 진실성 부사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주목받을 만한 것은 언어 
간 대조와 병렬말뭉치를 도입한 것이다.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지닌 진실
성 부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Aijmer & Simon-Vandenbergen(2004)에서는 
번역 등가어(translation equivalents)의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들은 단일 언어의 자료보다 병렬말뭉치에서 나타난 번역 등가어가 화용
표지(pragmatic marker)의 의미론과 화용론적 관계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대 표지(expectation 
marker)라는 명칭 아래 영어 ‘really, actually, in fact’와 스웨덴어, 네덜란
드어의 그에 상당하는 부사어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다. 이후 번역 
등가어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는 불어 ‘vraiment’과 영어 ‘really’의 대조 연
구(Willems & Demol, 2006),  불어 “en fait(‘in fact’)”와 네덜란드어 
“eigenlijk(‘actually’)”의 대조 연구(Mortier & Degand, 2009), 영어 
‘really’와 스페인어의 번역 등가어(Noelia, 2008), 영어와 독일어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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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대조(Blažková, 2019) 등 많은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의미지도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러한 진실성 의미와 관련 부

사를 하나의 의미지도에 반영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는 Simon-Vandenbergen(2013)이 있다. 여러 언어 중 영어와 스웨덴어, 
불어의 병렬말뭉치를 이용하여, 영어 진실성 부사의 의미가 기원적으로 
[TRUTH](‘truly’), [REALITY](‘really’), [ACT](‘actually’), [FACT](‘in 
fact’)처럼 네 가지 의미영역(semantic domain)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화용적 의미로서는 대인 관계적(interpersonal) 축과 텍스트적(textual) 축
을 설정하여 기술한다. Usonienė et al.(2015)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리투
아니아어(Lituanian)의 경우를 검토한 결과, ‘actually, in fact’에 해당하는 
부사는 모두 [TRUTH] 의미에서 기원한 “tiesą sakant/pasakius(‘to tell 
the truth’)”가 담당하기 때문에, 범언어적으로 비교할 때는 굳이 네 가지
로 나누지 않고 [TRUTH]과 [REALITY]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도 진실
성 부사의 개념적 의미를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미지도는 경험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몇몇 언어의 자
료를 통해서 파악된 개념지도는 다른 언어의 양상을 조사한 후에 다시 수
정하거나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미 게르만 어군(영어, 
스웨던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로망스 어군(불어, 스펜인어), 발트 어군
(리투아니아어)의 진실성 부사의 다의 양상을 고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어의 경우는 어떨지, 그리고 한·중 대조 분석을 통
해서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 밝히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1.3. 연구 자료
본고의 진실성 부사 목록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부사와 ≪표준국어대

사전≫에 수록된 단어에서 선정할 것이다. 사전에 등재되었지만, 현대 한
국어 여러 문어나 구어 말뭉치에서 용례를 찾기 어려운 부사는 본고에서는 
언급만 하고 그 이상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문의 자료는 주로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2011.12.수정판)」, 
「연세 균형 말뭉치」, 그리고 2020년 8월 25일에 새로 공개된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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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말뭉치(1.0 버전)」을 활용한다. 또한, 저빈도인 부사의 양상을 보
기 위해서는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도 함께 이용한다. 그 외에는 
“Sketch Engine”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웹 크롤링 기술을 통해서 얻은 대규
모 인터넷 말뭉치인 「koTenTen18 말뭉치」도 적절히 활용한다. 
「koTenTen18 말뭉치」의 장점은 콘코던스를 비롯한 코퍼스 검색 도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어휘 간의 공기 양상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한·중 대조 분석을 위해서는 직접 한중 병렬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장르에 
따라서 동아일보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경제, 사회, 정치, 
국제, 스포츠, 문화, 사설, 칼럼 모든 지면의 기사가 이뤄진 신문 사설 말
뭉치, 그리고 한국어 소설 ≪채식주의자≫, ≪두근두근 내 인생≫ 및 중국
어 번역본, 중국어 소설 ≪最好的我們≫ 및 한국어 번역본으로 이뤄진 소
설 말뭉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오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2015~2019년 간 구축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북경언어대학교에서 
개발한 외국인의 중국어 능력 평가 시험(HSK) 작문 자료로 모아 놓은 
「HSK動態作文語料庫(2.0 버전)」을 활용한다.

1.4. 논의의 구성
제2장에서는 먼저 전반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적인 이론 검토를 진행한

다. 먼저 진실성 부사를 정의하기 위해서 진실성 부사를 범주화하는 요건
을 정하고, 한국어 진실성 부사의 목록을 선정한다. 또한, 진실성 부사는 
인식양태, 증거성, 기대논리, 담화표지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제3장, 제4장에서는 이어서 진실성 부사의 주요 부류인 ‘정말’류와 ‘사
실’류에 대해서 다룬다. 주로 이들 부사의 기원인 명사 용법으로부터 부사, 
담화표지의 용법에 해당 형식들의 문법적 특징을 기술하고, 그들의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화용론적 특징을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진실성 부사와 연관을 맺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 양상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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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정작, 정, 정히, 과연’에 대해서 논의한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실성 
과 다른 의미와의 관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의미지도의 모형을 도입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의미지
도를 소개한 다음에, 한중 병렬말뭉치를 이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대조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진실성 부사 중 
최근 유행어에 반영된 확장 양상도 함께 논의한다.

제7장은 본고의 결론으로서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미진한 점과 장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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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이 장에서는 진실성 부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필요한 몇 가지 이론
적 검토를 진행한다. 우선, 진실성 부사의 설정에 있어서 이론적 가정을 
제시하고 한국어 진실성 부사 목록을 선정한다. 그다음에, ‘정말’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 진실성 부사의 기술 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진실성 
부사의 관련 범주에 대한 용어 정리와 이론적 입장을 밝힌다.

2.1. 진실성 부사의 설정
2.1.1. 진실성 의미장의 설정

진실성과 관련된 의미는 다양한 단어에 의하여 풍부하게 전달된다. 아래 
(1)에서는 몇 가지 예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가 제시된다.

(1) 참: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진짜: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참된 것.
정말: 거짓이 없이 말 그대로임. 또는 그런 말.
진심: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진상: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
진실: 거짓이 없는 사실.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실제: 사실의 경우나 형편.
실상: 실제의 상태나 내용.
실지: 실제의 처지나 경우; 사물이 현재 있는 곳.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진실성과 관련된 의미는 대체로 ‘眞’의 무리와 
‘實’의 무리로 나뉜다. ‘眞’과 관련된 단어에는 ‘참, 진짜’와 같이 ‘眞’의 기
원적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고, ‘정말, 진심, 진상’처럼 말, 마음, 내용
을 비롯한 특정 방면에서 ‘眞’의 의미가 표현되는 단어도 있다. ‘實’과 관련
된 단어 중, ‘실제, 실상, 실지’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각 ‘사실’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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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을 가리킨다. 
본고는 (1)에서 제시된 어휘를 비롯하여 개념적 ‘眞’과 ‘實’에 해당하는 

어휘가 하나의 진실성 의미장을 형성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어휘들을 진
실성 어휘로 일컫는다. 진실성 어휘 가운데 품사에 따라 진실성 명사, 진
실성 부사 등으로 명명한다.1)

본고에서 제기한 ‘진실성’은 ‘진리, 사실, 현실, 진짜인 사물, 진지한 감
정, 솔직한 태도’ 등의 세부적인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자연 언어를 빌려
서 쓰는 것이다.2) 따라서 ‘진실성’이란 의미는 어떤 대상의 진실성인지는 
투명치 않은 것이다. 이에 진실성 부사도 역시 문법론적 기준으로 정의된 
다른 인식양태 부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식양태 
영역에서 쓰이는 ‘가능성(possibility)’, ‘개연성(probability)’, ‘확실성
(certainty)’을 비롯한 메타의미는 명제가 참일 확률을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성 의미장의 핵심적인 개념인 ‘眞’과 ‘實’을 다른 말로 다시 규정하
기는 쉽지 않다. 진리와 실존에 관한 문제는 철학의 인식론과 존재론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철학 개념으로부터 진실성을 정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과 ≪漢韓大辭典≫을 바탕으로 
자연 언어로 ‘眞’과 ‘實’의 개념을 규정해 보기로 한다. 이에 ‘眞’은 ‘본디의 
것, 거짓이 아닌 것, 假 또는 僞의 반대말’과 관련된 개념으로, ‘實’은 ‘사
실, 실제, 실재하는 내용, 虛 또는 名의 반대말’과 관련된 개념으로 규정한
다.

진실성 의미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진실성을 더 작은 의미로 해
체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실제로 NSM(Natural Semantic 
1) 선행 연구에서 진실성 부사를 묶은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 부사의 유의어로 한정된다(영어 

‘really’, 한국어 ‘정말’ 등). 이 부류를 명명하는 것은 주로 대표 부사로 명명하거나(‘ac-
taully adverbials’ 등), 자연 언어로 의미를 기술하거나(‘actuality, reality, veracity, real-
ness’ 등), 주된 기능으로 표현한다(‘truth-intensifier, truth-identifier’ 등). 본고에서 의미
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한 장점은 한 단어의 유의어로 한정되기보다 더 일반화할 수 
있을뿐더러, ‘眞’과 ‘實’로 이뤄진 개념 공간(conceptual space)의 내적 구조를 살펴볼 때의 
출발점이 마련되는 것이다.

2) ‘진실’이란 단어를 택한 이유는 단어 구조상 한자 ‘眞’과 ‘實’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의미장
의 주된 개념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나 ‘서실’과 같
은 말을 빌려 쓰지 않은 이유는 사실성(factivity), 현실(realis) 등 용어를 연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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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anguage) 이론에 따르면, ‘TRUE’는 더 이상 정의될 수 없는 가장 원
초적인 의미원소(semantic prime) 중 하나이다.3) Wierzbicka(2002)에 따
르면, 언어에서 ‘true’는 다른 말로 정의할 수 없고 그 의미는 ‘This is 
true.’와 ‘This is not true.’ 두 가지 표현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truly’는 
‘true’의 파생형으로서 ‘true’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예컨대, “Truly, I love 
you.”와 같은 문장에 대한 분석은 다음 (2)와 같이 나타난다.

(2) Truly, I love you. =
I say: I love you
this is true

(Wierzbicka 2002:92)

3) NSM 이론은 자연 언어를 메타언어로 이용하여 의미를 분석한다. 복잡한 의미를 보다 단순
한 의미들로 분석해 나가면, 더 이상 정의될 수 없는 원초적인 의미에 도달한다. 이것을 바
로 의미원소라고 한다. 기본적인 가설상 의미원소는 문화적 특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세계 
언어에 모두 존재한다. Goddard & Wierzbicka(2014:12)는 현재까지 총 65개의 의미원소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들의 의미원소와 이에 해당하는 범주는 다음과 같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미원소 범주
I~ME, YOU, SOMEONE, SOMETHING~THING, PEOPLE, BODY substantives

KIND, PARTS relational substantives
THIS, THE SAME, OTHER~ELSE determiners

ONE, TWO, SOME, ALL, MUCH~MANY, LITTLE~FEW quntifiers
GOOD, BAD evaluators
BIG, SMALL descriptors

KNOW, THINK, WANT, DON’T WANT, FEEL, SEE, HEAR mental predicates
SAY, WORDS, TRUE speech

DO, HAPPEN, MOVE, TOUCH actions, events, movement, contact
BE (SOMEWHERE), THERE IS, BE (SOMEONE)’S, BE (SOMEONE/SOMETHING) location, existence, possesion, specification

LIVE, DIE life and death
WHEN~TIME, NOW, BEFORE, AFTER, A LONG TIME, A SHORT TIME, FOR SOME TIME, MEMENT time

WHERE~PLACE, HERE, ABOVE, BELOW, FAR, NEAR, SIDE, INSIDE space
NOT, MAYBE, CAN, BECAUSE, IF logical concepts

VERY, MORE intensifier, augmentor
LIKE~WAY~AS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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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eally’와 ‘real’의 의미는 ‘existence(존재)’라는 의미로 다시 분석
할 수 있다. ‘It is real.’의 NSM 이론에 따른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3)  It (X) is real. =
[I know:]
sometimes a person thinks that something exists

when this something does not exist
[I say:]
when someone thinks that this (X) exists

this someone is not doing something like this
people can know this (that X exists)

(Wierzbicka 2002:93)

Wierzbicka(2002)는 ‘really’는 증거에 기반하는 점, 화자의 지식에 의한
다는 점이 ‘truly’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영어에서 ‘really’의 등장은 ‘truly’
에 비해 늦다. 특히, 17세기 무렵에 ‘really’의 사용이 늘어나고, ‘truly’의 
사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Wierzbicka(2002:98)은 이
러한 언어 변화 현상이 당시 문화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17~18세기 영국에서 경험주의(empiricism)의 성행 하에 사람들이 형이상
학에 대한 불신(distrust of metaphysics)으로 인하여 ‘Truth’에 대한 이야
기를 꺼리고, 실증 가능한 이야기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4)

이상 NSM 이론에 따른 분석은 진실성 의미장의 핵심 개념인 ‘眞’과 ‘實’
을 이해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나 유의해야 하는 점은 NSM 이론의 접근법
4)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really’가 등장한 동시기에 영어에서 새로 생긴 ‘evidence(증

거)’라는 단어의 예를 함께 논의한 바가 있다. 다른 유럽 언어에서는 ‘evidence’를 직역할 
수 있는 말은 찾기 어렵고, 가장 가까운 번역은 그나마 ‘proof’이다. 그러나 ‘proof’는 일반적
으로 논리학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지칭하나, ‘evidence’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바탕
으로 하여 증거를 찾고 나서 얻은 경험적인 사실(empirical reality)을 내포한다. ‘evidence’
의 사용은 바로 경험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의 지식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을 반영
한다. 즉,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만 이론에 이르기에는 부족하고, 실증 가능한 증거가 더 필
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truly’와 ‘proof’는 ‘thinking(사고)’에만 의한 것인데, ‘really’와 
‘evidence’는 ‘thinking(사고)’에서 ‘knowing(앎)’에 도달하는 과정에 요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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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실제 맥락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구분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truly’와 ‘really’가 유의어로 이뤄진 경우를 고려
하면 모든 맥락에서 ‘really’가 증거에 기반하여 발화하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다시 강조하자면 ‘眞’과 ‘實’은 진실성 부사를 범주화하는 데에 이 
부류를 연관해 주는 추상적인 개념 의미일 뿐, 부사가 다양한 문법적인 환
경에서 드러내는 의미와 구별해야 한다.

진실성은 메타적인 특징이 강한 의미이다 보니, 이에 대한 개념적 검토
는 다소 추상적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야기로 ‘진
실성’이란 무엇인가를 보이기로 한다.

‘진실성’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어 속담에서 “眞金不怕火煉(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이다. 주지다시피 금은 온정성이 높은 금속 
중 하나다. 고열 환경에도 공기와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색깔, 질량 
등 물리 성질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만약 황동 따위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가짜 금을 불에 태우면, 바로 색깔이 까맣게 타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속담의 축자적 의미는 금의 속성을 말하고 있지만, 비유적으로 올바른 
도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짜 금은 자기만 지니고 있는 화학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짜 금과 달
리 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이치도 지역과 시간을 초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속담에서 짐작될 수 있는 ‘진실성’의 
의미 해석은 사물의 내재적이고 전형적인 속성을 지시하는 것이다. 뒤로 
가면 알겠지만, 이는 眞類부사의 의미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진실성’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이다. 장님 여섯 
명이 한 코끼리를 만져 봤는데, 이빨을 만진 사람은 무같이 생겼다고 했
고, 귀를 만진 사람은 곡식을 깔 때 사용하는 키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섯 명은 각자 만져 본 부위에 따라 코끼리가 어떤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우화는 조금만 보면 전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교훈을 주
었다. 그렇지만 장님들은 제한된 환경에서 관찰한 바에 따라 보고한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
된 바에 따른 보고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우리가 모두 코
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야기가 또 달라지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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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盲人摸象’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

실’은 모두 자신만의 경험을 토대로 내리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짐작될 수 있는 ‘진실성’의 의미 해석은 ‘진실’ 판단
에 주관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뒤로 가면 알겠지만, 이는 實類부사의 
의미와 연관을 지을 수 있고, 전반적인 진실성 부사의 주관화 과정과도 무
관하지 않다.

2.1.2. 한국어 진실성 부사의 목록 선정

이어서 진실성 부사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 주
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것들과 사전에서 제공하는 유의어 정보, 그리고 
사전 뜻풀이를 참조하였다. 먼저 대표적으로 ≪유의어사전≫에서 뽑힌 ‘참, 
정말, 사실’ 세 단어의 유의어 정보를 보기로 한다.5)

(4)  가. 참
   의미 범주 없음: 정말, 참말
   [명사]: 진실, 참것
 [부사]: 정말로, 진짜, 과연, 진짜로, 참으로, 참말로, 진실로, 진정, 

실로, 진소위, 짜장, 진개, 진시, 성시, 진정히, 진성
    <논리>: 진리, 진

나. 정말
   의미 범주 없음: 참, 참말
   [명사]: 사실, 정작
   [부사]: 정말로, 진짜, 진짜로, 참으로, 과연, 정녕, 진정, 참말로, 

참말, 정녕코, 짜장, 진개, 정녕히
다. 사실
   의미 범주 없음: 사실상, 실제
   [명사]: 정말, 현실, 사물, 사항, 진실, 실상(實相), 실정, 참말, 사

실(史實), 진상, 실태, 데이터, 실, 실사, 실상(實狀), 팩트
5) ≪유의어사전≫은 ㈜ 낱말창고(https://www.natmal.com/)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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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실은
   <철학>: 진리 

(4)는 진실성 어휘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참, 정말, 사실’
의 유의어 중 겹치는 단어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진실’은 ‘참’과 
‘사실’의 유의어 목록에서 모두 나타나고, ‘참’과 ‘사실’은 모두 ‘정말’의 유
의어로 기술된다. 이로부터 다시 ‘眞’과 ‘實’은 개념상 구분되나 밀접한 연
관이 있음이 짐작된다. 두 번째는 형태 면에서 진실성 부사가 일반적으로 
명사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진실로, 
실제로’ 등은 명사 ‘참, 정말, 진짜, 참말, 진실, 실제’가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참, 정말, 진짜, 사실, 실제’가 단독적으로 
부사로 쓰이는 것은 명사의 영파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진실성 부사를 
분석할 때는 기원적인 진실성 명사의 쓰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어떤 단어가 명사일 때는 진실성 어휘의 유의어로 나타나지만, 부
사로 쓰일 때는 다른 진실성 부사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관찰된다. (4
나)에서 제시된 명사 ‘정말’의 유의어인 ‘정작’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예이
다.6) 이는 진실성 의미장에서는 ‘진실’의 연관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사 목록을 선정할 때는 ‘眞類’와 ‘實類’를 비
롯한 중심적 부류 외에는 진실성 의미와 느슨하게 연관을 맺는 ‘其他類’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 고려를 종합하여 선정된 한국어 진실성 부사 목록은 다음 (5)와 
같다. 

(5) 한국어 진실성 부사 목록7)
가. ‘정말’류 진실성 부사(眞類):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 ‘정작’에 대한 뜻풀이는 “요긴하거나 진짜인 것. 또는 그런 점
이나 부분”이라고 기술된다. 그런데 부사의 용법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대하
거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및 “실제로 어떤 일에 이르러” 두 가지 의항이 설정된다. 부사 
용법이 ‘정말’과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기타 진실성 부사 부류로 분류한다. ‘정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5.1.절에서 이뤄진다.

7) 논의 편의상 etic 범주로서의 진실성 부사 부류는 ‘眞類부사’와 ‘實類부사’로 지칭하고, emic 
범주로서의 개별 언어의 부류는 대표 부사를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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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로, 참, 참으로, 진짜, 진짜로, 참말, 참말로, 정녕, 정녕코, 
진정, 진정코, 진정히, 성시, 실로, 진개, 진소위, 진시, 진실로, 진실히, 
짜장
나. ‘사실’류 진실성 부사(實類): 
  사실, 사실상, 실은, 실제, 실제로, 실지, 실지로, 실상, 기실, 솔직히
다. 기타류 진실성 부사(其他類): 
  정작, 정, 과연

진실성 부사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부류는 ‘정말’의 유의어로 이뤄
진 부류와 ‘사실’의 유의어로 이뤄진 부류이다. ‘정말’류는 영어 ‘really, 
truly’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류는 영어 ‘actually, in fact’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각각 ‘眞’과 ‘實’에 해당하지만, 실제 분석할 때는 유
의어로 묶는 이유는 부사의 어원과 용법 간에 불일치 현상을 고려한 것이
다. 예컨대, ‘실로’는 구조상 ‘實’로 나타나지만, 실제 용법에 있어서 드러내
는 의미는 ‘사실’과 같지 않고 오히려 ‘정말’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부사에 두지만, 개별 부사에 대한 분석할 때는 부사 기능
에 상당한 부사어나 부사절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예컨대, ‘진정
으로, 진심으로’처럼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부사격조사구, ‘솔직하게’처럼 
부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사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실제에 있어서’를 비롯한 부사어들은 논의의 진행에 따라 함께 고려할 것
이다. 문숙영(2019:7)에서 논의했듯이, 부사류는 범주적 원형성이 모호하
고 다른 범주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하위 유형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언어 유형론으로 볼 때, 어떤 언어에서 어휘로 실현된 개
념이 다른 언어에서 구나 절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도 이와 같은 
입장에 동의하고, 단지 부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표현론적 관점에서 출발하
여 진실성 의미를 드러낸 부사구나 부사절을 논의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
하고자 한다.

요컨대, 진실성 부사는 개념적 의미가 ‘眞’과 ‘實’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이뤄진 진실성 의미장에 속하는 부사로 정의된다. 한국어 진실성 부사에는 
중심적 부류인 ‘정말’류와 ‘사실’류가 있고, 주변적 부류인 ‘정작, 정, 과연’ 
등을 비롯한 기타류 진실성 부사가 있다. 이와 같이 제기된 진실성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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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는 개별 부사의 차이를 무시하는 대신, 이들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더
욱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2.2. 한국어 진실성 부사의 기술 체계
2.2.1. 이론적 배경: 기존 부사 분석 체계에 대한 재검토

부사는 단어를 문법적인 특징의 공통성에 의하여 나눈 품사 부류 중 하
나이다. 부사의 하위 부류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수식 범위에 따라 성분
부사와 문장부사로 양분된다. 성분부사는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를 
지시하고,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를 가리킨다. 그 중, 성분부
사는 다시 의미에 따라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로 나뉘고, 문장부사
는 다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뉜다.

본고의 연구 대상과 관련이 있는 주된 부사 부류는 양태부사이다. 양태
부사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부사’로 정의되고, ‘話式부사’, 
‘진술부사’, ‘서법부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양태부
사’란 용어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의미 범주인 ‘양태(modality)’
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양태부사’와 ‘양태’는 명칭상 동일하지만 
지시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태부사는 사실상 문장부사에서 접속부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부사 부류를 통틀어 지시하는 것이다. 양태부사
란 용어는 기원적으로 전통문법에서 양태(modality)나 서법(mood)을 비롯
한 명제 태도와 관련된 범주를 정연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시기에 만들어지
고 계승 받은 것이라고 본다.8)

사실, 양태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인 Lyons(1977)에서 이러한 단서를 찾
을 수 있다. Lyons(1977:451-452)에서는 ‘frankly, fortunately, possibly, 
wisely’ 네 개 문장부사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그들의 의미가 문장
이 표현하는 명제 혹은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
도를 표현한다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장부사의 부
8) 이는 중국어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써 온 ‘語氣副詞’란 용어와 비슷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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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더 세분될 수 있지만, 여기서 단순히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양태
(modality)’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만 지적할 뿐이라고 서술한다.9) 

그러므로 이상의 기술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 Lyons(1977)에서는 ‘양태
부사’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들이 ‘양태
(modality)’에 완전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현재
로서 받아들여진 부사의 분석 체계에 따르면 ‘frankly’는 화자의 발화 양식
을 표현하는 화행부사이고, ‘fortunately’는 사실 층위인 명제에 대한 평가
를 드러내는 평가부사에 해당하며, ‘wisely’는 주어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
는 참여자 중심 평가부사로 간주된다. 그중 양태의 의미에 해당하는 부사
는 오직 명제의 실현 가능성을 표현한 ‘possibly’가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전통 문법에서 제기되어 온 문장부사와 성분부사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분석 체계를 제시하는 연구가 신서인(2011, 2014), 김
태인(2014, 2016, 2019), 이후인(2015), 김현아(2015) 등과 같이 상당히 
많다. 김태인(2014)는 Ernst(2002)와 김량혜윤(2003)의 논의를 종합하여 
문장의 계층 구조를 ‘화행(speech-act) > 사실(fact) > 명제
(proposition) > 전체 사건(event) > 하위 사건(subevent)’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부사를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신서인(2014)와 김현아
(2015)는 주로 Ramat & Ricca(1998)에서 제시한 기능문법 모형에 의한 
부사 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부사가 관여하는 층위를 크게 담화층위
(discourse level), 관계층위(interpersonal level), 그리고 표상층위
(representational level)로 나누는 것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양태부사를 다
시 발화행위부사, 영역부사, 명제부사로 세분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 
외에, 이후인(2015)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화
자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두 언어 단위를 연결하는 부사를 양태접속
부사로 간주한 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부사 분류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전통문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미흡한 점을 알아차리고, 더 정밀한 분석 체

9) Lyons(1977:451)에서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1) Frankly, he doesn’t stand a chance.
   (2) Fortunately, no-one was hurt.
   (3) Possibly, it will rain.
   (4) Wisely, he said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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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문장의 담화론적 혹은 의미론적 계층 구조

에 따라 부사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김태인(2019:134)에서 제
시한 사건 지향적 부사어와 담화 지향적 부사어의 체계를 참조할 수 있다.

(6) 김태인(2019)의 부사어 분류 체계
가. 사건 지향적 부사어
 -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곧 방식(manner)
 → 방식부사어: 잘, 빨리, 멋있게
 -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가, 곧 결과(result)
 → 결과 부사어: 깨끗이, 납작하게
 -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곧 시간과 공간
 → 장소 부사어, 시위치 부사어: 운동장에서, 세 시에
 - 왜 발생했는가, 사건의 연쇄, 곧 인과 관계
 → 원인 부사어: 화재로, 재정 파탄으로

나. 담화 지향적 부사어
 - 화자는 해당 명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 양태부사어: 아마, 확실히, 분명
 - 화자는 해당 명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평가부사어: 다행히,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 화행부사어: 솔직히
 -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청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 (겸양부사어: 송구스럽지만, 죄송하지만)
 -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청자의 주목을 어떻게 끄는가
 → 담화표지어: 음, 근데
 - 화자는 상위언어적으로 발화 단위 간의 논리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 접속부사어: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본고는 이상 의미론적 층위에 따라 한국어 부사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도는 의미론적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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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부사와 성분부사의 하위 유형을 더 세분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
으로 ‘문장-성분’이란 이원 체계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
다. 전통문법에서 제기한 성분부사와 문장부사의 구분은 분포, 곧 통사적 
지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부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는 의미론적 측면 외에 통사론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형식문법 진영 안에 부사의 통사 지위와 의미 표상에 있어서 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하나는 대표적으로 Cinque(1999)
가 내세운 통사 결정론이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Ernst(2002)가 제기한 
의미 결정론이다. 통사 결정론의 주장에 따르면, 부사(어)가 문장에서 부
가어(adjunct)가 아니라 각 기능핵(functional head)이 갖는 최대 투사의 
지정어(specifier)이며, 부사어의 위상은 기능핵의 위계 순위에 따라 결정
된다. 그런데 의미 결정론은 Cinque(1999)에서 기능핵을 제기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비판하면서 부가어의 결합 순서는 단순히 의미에 달려 있다
고 주장한다(Maienborn & Schäfer 2019, Ernst 2020 참조).

이 두 가지 접근법 외에 절충적인 주장도 있다. Frey(2003)는 의미 결
정론의 주장이 단지 의미에 따라 부사(어) 간의 공기 순서를 고려하나 부
사(어)와 논항 간의 분포 양상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충적
인 방안을 제시한다. 만약 논항을 같이 고려하면 통사적 지위에 따른 기저 
위치(base position)가 상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Frey(2003)은 다음
과 같이 통사적 기저 위치가 포함된 부가어(adjunct)의 위계 체계를 제시
한다.

(7)  Sentence Adjuncts > Frame and Domain Adjuncts > 
Event-External Adjuncts (e.g. Causals) > Highest Ranked 
Argument > Event-Internal Adjuncts (e.g. Locatives, Instrumentals) 
> (Internal Arguments) > Process-Related Adjuncts (e.g. Manner) 
> Verb

통사 결정론과 의미 결정론은 문장 구조에서 통사와 의미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갖는다. 이는 기실 
언어관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통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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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언어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본고의 입장을 밝히자면 Frey(2003)에서 제기한 기저 위치를 바탕으로 

한 분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Frey(2003)의 분석법은 논항을 고려함으로
써 사건 내부에 관여하는 부사어와 사건 외부에 관여하는 부사어, 그리고 
통사론적 층위가 더 높은 부사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이
러한 구분의 필요성은 다음 Maienborn(2001, 2003)에서 논의한 공간부사
어의 쓰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8) 가. Eva signed the contract in Argentina.
나. Eva signed the contract on the last page.
다. In Argentina, Eva still is very popular.

(8)에서 밑줄 친 공간부사어는 표면적으로 유사하지만 문장 내에서 담
당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다. (8가)에서 쓰이는 것은 에바가 계약서에 서명
하는 사건이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8나)에서 쓰이는 
것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건의 일부분, 곧 사인의 위치만 한정해 준다. 
(8다)에서 쓰이는 것은 사건에 관련된 부사어가 아니고 뒤에 이어진 명제
에 대해서 거론된 틀(frame)을 설정한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8
나)는 사건 외부 부사어, (8가)는 사건 내부 부사어, (8다)는 틀-설정
(frame-setting) 부사어가 쓰인 것이다.

(8)에서 보인 공간부사어의 차이점은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어렵고 통사
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 원인은 공간부사어가 
나타난 기저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건 내부 부사
어는 V-외곽에 위치하고, 사건 외부 부사어는 VP-외곽에 위치하며, 틀-
설정 부사어는 IP-외곽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사에 대한 의미론적 분류에 앞서서 먼저 부사가 차지하는 통
사론적 위치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전통문법에서 제기된 ‘문장-성
분’의 이분법이 부족하고 삼분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고는 統辭製圖(Syntactic Cartography) 이론에서 제기된 기본 가설을 
수용하고자 한다. 통사 제도 이론은 생성문법의 한 유형으로서 문장의 통
사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것을 주장한다. 먼저 vP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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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사의 핵심적인 논항구조가 포함된 것이고, 사건의 중심부가 된다. 다
음으로 IP 영역은 vP가 나타내는 사건의 상적 특징, 일치 관계, 시제 정보 
등을 반영하는 것에 관여한다. 마지막으로 CP 영역은 IP가 나타내는 명제
와 담화 맥락적 정보를 드러낸 것인데, 한정성(finiteness), 초점, 화제, 언
표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 등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영역은 흔히 
어휘층(Lexical Layer), 굴절층(Inflectional Layer), 보문층(Complementizer 
Layer)으로 지시되기도 한다(Rizzi 1997, Cinque 1999, Tsai 2015 등 참
조). 여기서 제시한 세 가지 영역은 곧 위 (8)에 반영된 내부 논항과 외부 
논항에 의해 구분된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분
석 체계는 일차적으로 통사적 층위를 판단하고, 이차적으로 의미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다. 부사가 나타나는 통사론적 층위 및 이에 대응하는 의
미론적 층위를 함께 고려하여 부사 분류 체계를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

<표 2-1> 계층적 구조에 따른 부사 분류
통사론적 층위 의미론적 층위 특징적인 부사 부류
어휘층/vP 영역 하위 사건 술부부사
굴절층/IP 영역 전체 사건 사건부사
보문층/CP 영역 명제, 사실, 화행 명제부사, 평가부사, 화행부사

<표 2-1>에서 제시된 계층적 구조에 따른 부사 분류는 윤곽만 기술된 
것이다. 이는 부사 부류가 해당 영역에 속하는 특징적인 부류만 제시된 것
이므로 더 세분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이 표에 접속부사가 나타
나지 않는데,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

10) 부사의 수식 대상의 통사론적 지위에 따른 분류 체계는 한국어학계에서도 보인다. 예컨대, 
임홍빈·장소원(1995:293-300)에서는 부사의 수식 범위를 세분화하여, 부사를 ‘동사-부사
(동사-부가어)’, ‘동사구-부사(동사구-부가어)’, 그리고 ‘문장-부사(문장-부가어)’로 나누
었다. 또한, 김경훈(1996:48-52)에서는 이보다 더 세부적인 체계를 제시하며, 부사어를 ‘동
사 수식 부사어’, ‘동사-바 수식 부사어’, ‘동사구 수식 부사어’, ‘선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그리고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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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문장 내부의 층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CP 영역 이상의 층위
를 설정한다면, 접속부사는 그러한 위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사론적 층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 것의 장점은 각 층위가 지니는 
통사론적 특징을 부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컨대, 문법적인 양태 표지와 부사의 출현 위치는 부사가 나타나는 영역을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11) 예컨대, 동적양태는 사태의 발생 가
능성이 사태 참여자에 쏠려 있기 때문에 vP 영역에 속하는 양태 표현이다. 
따라서 만약 한 부사가 동적양태의 작용역 안에 나타날 수 있으면 그 부사
도 vP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12) 

蔡维天(2010)에서는 統辭製圖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중국어 양태 부사와 
양태 조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위계적 
구조가 관찰된다.

(9)
인식양태 부사>인식양태 조동사>당위양태 부사>당위양태 조동사>동적양태 조동사
|   CP 영역      | IP 영역   |    vP 영역  |

이러한 구조가 한국어에 맞는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본고의 연
구대상인 ‘진정으로’와 ‘정말로’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10) 가. 시간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 나의 본질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진정

11) 본고는 강영리·서취아·박진호(2018)에서 제시한 양태 체계를 따른다. 강영리·서취아·박진
호(2018:314)에서는 Van der Auwera & Plungian(1998)에서 제시한 양태 체계를 약간 수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인식 양태: 명제가 참일 확률, 즉 명제의 확실성, 필연성, 개연성, 가능성 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냄.

참여자 내부 양태: 사태의 실현 확률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사태 참여자(대개 
주어에 해당) 내부에 있음을 나타냄.

참여자 외부 양태: 사태의 실현 확률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사태 참여자 외부
에 있음을 나타냄.

평가 양태: 명제/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 느낌, 감정 등을 나타냄.
12) 실제로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영어 부사에 적용한 연구는 Haumann(2009)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통사적 계층에 의해, CP 부사, IP 부사, vP 부사로 분류한 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분석 방안은 최근 董婧(2019)가 중국어 부사의 공기 순서와 계층성에 관한 연
구에서 적용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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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아볼 만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나. 정신과 의사는 환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

‘전정으로’는 (10가)에서 사태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참여자 내
부 양태표현인 ‘-을 만하다’의 작용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10나)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동적양태 표현인 ‘-을 수 없다’의 작용역 안에도 들어가
는 것이다. 이상의 예로부터 ‘진정으로’가 vP 영역에 쓰이는 부사어로 판단
된다. ‘진정으로’는 동사 ‘살아보다’, ‘이해하다’에 속성이나 성상의 의미를 
덧붙이기 때문에 성상부사어로 분류할 수 있다.

(11) 가. 두이 책에서 강조하는 대로 유럽의 팽창이든 아니면 일반 역사의 
흐름이든 간에 인간만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생태계까지 포함하
여 더 넓은 시각으로 보자는 새로운 접근법 자체는 정말로 경청할 
만하다.

나. 정말로 체중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한다.
다. 아니, 어쩌면 그가 정말로 잠들어 있었을 수도 있다.

한편, (11)에서 ‘정말로’의 쓰임은 ‘진정으로’와 다르게 나타난다. ‘정말로’
는 (11가)에서 ‘-을 만하다’ 작용역 밖에 위치하고, (11나)에서 당위양태 
표현인 ‘-어야 하다’의 작용역 밖에 나타나며, (11다)에서 인식양태 표현
인 ‘-을 수 있다’의 작용역 안에 들어간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따라서 
(11)에서 나타난 ‘정말로’의 쓰임은 IP 영역에 쓰이는 사건부사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법적인 양태 표현은 부사의 통사론적 지위를 검증할 수 있는 기
준이 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본고에서 새로 제기한 분류법을 적용하여 
‘정말’에 대해 시범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2.2. 이론의 적용: ‘정말’에 대한 시범적 분석

‘정말’은 선행 연구에서 인식양태의 의미로 파악된 것이 대다수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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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이 주장을 출발점으로 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확실성 인식양태 
부사 ‘확실히’를 대조항으로 설정하며 논의를 펼쳐 보고자 한다.

먼저, 가장 생각하기 쉬운 문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2) 가. 철수가 중국에 갔다.
나. 철수가 확실히 중국에 갔다.
다. 철수가 정말 중국에 갔다.

(12가)는 양태 표현이 없는 평서문이고, (12나)와 (12다)는 부사 ‘확실
히’와 ‘정말’이 첨가되어 철수가 중국에 갔다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 태도가 드러난 문장들이다. ‘확실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강한 믿음을 
전달하며, 전형적인 인식양태 의미를 표현한다. ‘정말로’는 철수가 중국에 
갔다는 사건의 진실성을 긍정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화자의 확신
(conviction) 또는 강조(emphasis)의 의미를 더해준다. (12나)와 (12다)
의 공통점은 화자의 관점에 따르면 철수가 중국에 갔다는 일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두 문장의 의미 차이가 그리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에만 
의하여 판단한다면 ‘정말’이 명제부사 ‘확실히’와 같은 부류로 분석되기 쉽
다.

(13) 가. (아침에 중국행 비행기를 탔으니) 지금쯤 철수가 중국에 있어야 
한다.

나. (아침에 중국행 비행기를 탔으니) 지금쯤 철수가 확실히 중국에 
있어야 한다. 

다. ??(아침에 중국행 비행기를 탔으니) 지금쯤 철수가 정말 중국에 있
어야 한다.

(13)는 양태 표현 ‘-어야 하다’가 쓰이는 통사적 환경을 고려한 예문이
다. 여기서 쓰이는 우언적 구성 ‘-어야 하다’는 인식적 필연성, 곧 확실성 
의미가 드러난 것이다(최종원·박진호 2019:311). 기본적으로 (13가)의 의
미 해석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말할 수 있다. 화자의 판단에 의하면, 철수
가 아침에 중국행 비행기를 탔으니 별 이상이 없으면 안전하게 잘 착륙했



- 31 -

을 것이고, 지금쯤 중국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이 인식
양태 의미를 지닌다고 가정하면, 원래 쓰이는 ‘-어야 하다’의 문장에서 자
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그런데, ‘확실히’와 ‘정말’이 삽입된 (13나)와 (13
다)를 비교해 본 결과, ‘확실히’는 ‘-어야 하다’와 잘 호응할 수 있지만 ‘정
말’은 그렇지 못하다. 이로부터 ‘정말’이 확실성 인식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지에 대해서 회의심이 들게 된다. 

다음으로 판정의문문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문장부사는 확인
의문문을 제외한 다른 의문문에서 쓰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왔다(이환묵 1976 등).

(14) 가.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철수가 중국에 갔어?
나. {정말, 정말로, 진짜, 진짜로} 철수가 중국에 갔어?
다. 그러나 통일이 {정말로, *확실히} 될 것인가.
라. 그러면 부엌일이란 것이 {정말로, *확실히} 천한 것일까요?

(14가)와 (14나)에서 보듯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는 판정의문문에서 
쓰이지 못하는 반면에, ‘정말, 정말로, 진짜, 진짜로’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또한 말뭉치에서 찾은 예문 (14다)와 (14라)에서는 같은 특징이 관찰된
다. 일반적으로 CP 영역 부사는 판정의문문에서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CP 영역 부사는 명제, 사실, 화행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
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명제의 진리치를 의문의 대상으로 하는 판정의문문
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의문문에서 쓰이는 ‘정말’은 통사적 지위
로는 IP 영역에 해당하고, 의미적 지위로는 사건을 수식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 간략하게 몇 가지 통사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말’의 의미가 ‘확실
히’를 비롯한 인식양태 부사와 달리 명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짐작된다. 그런데 혹자는 어떤 사건이 진실임을 판단하는 것이 화자의 판
단에 의한 것이면, 곧 양태에 속하는 의미이지 않으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은 Lyons(1977:797–798)에서 제기된 객관 양태(objective 
modality)와 주관 양태(subjective modality)의 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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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객관 양태는 ‘It is so’로 표현할 수 있다면, 주관 양태는 ‘I say 
so, It is so’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객관 양태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객관
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고, 주관 양태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이를 발화
함으로써 함께 표현하는 것이다. 

Hengeveld(1989:139)에 따르면 주관 양태와 객관 양태는 하나의 문장
에서 공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It's certainly possible that’처럼 발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 객관 양태는 사건 층위에 속하
는 것이고, 주관 양태는 명제 층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 양태
와 주관 양태의 통사적 차이를 살펴보면 객관 양태는 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고, 부정의 작용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조건절에서도 쓰일 수 있지만, 
주관 양태 표현은 이러한 위치에 모두 쓰이지 못한다.

(15) 가. It isn't certain that it will rain.
나. *It isn't certainly will rain.
다. Is it certain that it will rain?
라. *Will it certainly rain?
마. If it is certain that it will rain, then we will cancel the 

meeting.
사. *If it will certainly rain, then we will cancel the meeting.

(15)에 보인 바와 같이 영어에서 인식양태 부사 ‘certainly’는 주관 양태
의 특징을 보이고, ‘It is certain’와 같은 양태 형용사 표현은 객관 양태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상 통사적인 판정을 한국어에 적용해 보면, ‘확실히’는 
판정의문문, 조건절, 부정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특징이 보인다. 
판정의문문에 대해서는 이미 (14)에서 검토한 바가 있으니 다음으로 조건
문과 부정문의 경우를 살펴본다.

(16) 가. {정말, *확실히} 마음대로 하라면 나는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엉엉 
소리쳐 울고 말았을 것이다.

나. 내가 {정말, *확실히} 혼자 살면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다. 난 지금까지 여행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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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확실히} 여행을 하게 되면, ‘행복’을 찾는 그런 여행을 해봐야
겠다고 그리 생각했다.

(16)은 조건절에서 ‘정말’이 잘 쓰이나 ‘확실히’가 쓰일 수 없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일반적으로 조건절에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판정은 진리조건과 
관련된다. 부사는 조건절에서 쓰일 수 있다면 진리조건적(truth-condi-
tional)이고, 쓰일 수 없다면 비진리조건적(non-truth-conditional)이다
(Ifantidou 1993, Papafragou 2006). 따라서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16)
에서 쓰이는 ‘정말’은 진리 조건적이고, ‘확실히’는 비진리 조건적이다.13) 

다음으로 부정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부정의 양상은 다소 복잡해 보인
다.

(17) 가. 내일 비가 확실히 내릴 것이다.
나. 내일 비가 확실히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 *내일 비가 확실히 내리는 것은 아니다.
라. 내일 비가 정말로 내릴 것이다.
마. 내일 비가 정말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바. 내일 비가 정말로 내리는 것은 아니다.

(17다)와 (17바)를 대조해 보면, ‘확실히’와 달리 ‘정말로’는 계사 부정문 
‘-이 아니-’의 작용역 안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 관찰된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이 사건부사의 용법을 지닌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여
전히 ‘정말’과 ‘확실히’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 예문이 발견된다. (17나)와 
(17마)에서 보듯, ‘정말로’와 ‘확실히’는 모두 ‘안 부정’의 작용역 밖에 놓
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한 양상은 (17가)와 (17라) 평서문에서도 보
인다. 이는 통사론적 지위로 판단해 보면, 이들이 모두 CP 영역에 쓰인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확실히’와 구분이 될까?

사실, 앞서 제시한 (12다) ‘철수가 정말 중국에 갔다’라는 예문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내포된다. 이럴 때 ‘정말’은 표면상 ‘확실히’와 같은 위치

13) ‘확실히’가 성상부사일 때는 조건절에 나타날 수 있다. 
    (1) 주요 개념 몇 가지만 확실히 알아 두면 와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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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고 명제를 수식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명제 내용을 수식하기보다는 
전체 문장의 언표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을 강화(reinforcement)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행 영역에 적용하는 의미는 
단독으로 한 문장만 보면 ‘정말’이 어느 층위에서 작동하는지를 판정하기
가 쉽지 않다. 오직 문맥이 있어야 화행부사로서 ‘정말’의 의미가 잘 파악
될 것이다.

(18) “소라야, 넌 별이 된다고 했지?”
     “네.”
     “별이 되면 우리 아기를 찾아봐 줘.”
     “네,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그 대신 너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데려다 줄게.”
     “정말요? 여긴 응달이라 너무 추워요.”
     “그래, 너는 정말 별이 될 거야. 네 목소리엔 믿음이 서려 있단다.” 

사슴의 이야기는 소라를 힘나게 합니다.

(18)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소라는 자신이 별이 될 수 있다는 일이 여전
히 믿어지지 않으니 ‘정말요?’라고 물어보고, 사슴은 ‘너는 정말 별이 될 
거야.’라고 말한 것이다. 사슴의 발화에서 쓰인 ‘정말’을 통해 ‘별이 될 것
이다’라는 사건의 진실성이 전달될뿐더러 화자의 보장, 또한 지금 발화한 
말에 대한 강한 믿음까지 전달된다. 여기서 ‘정말’이 화행 영역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정말’은 화행 영역에 작용할 때 명제를 수식하는 부사와 또 다른 양상
을 갖는다. 이는 ‘정말’이 수행문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Tseronis(2009:69-70)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여 화행부사는 
명제부사와 평가부사와 달리, 수행문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14)

(19) 가. {Sincerely, *Perhaps, *Fortunately}, I apologise for being so 

14) Tseronis(2009:69-70)에서 제시한 예문은 Bellert(1977:349)의 예문을 바탕으로 추가적
으로 분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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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e.
나. {Briefly, *Perhaps, *Fortunately}, I promise you to finish my 

work.
다. {Precisely, *Perhaps, *Fortunately}, I order you to get out of 

here.

‘정말’도 마찬가지로 수행문에서 잘 쓰인다는 것은 다음 (2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쓰인 ‘정말’은 ‘아마, 확실히’ 등 명
제부사로 대체되지 못한다.

(20) 가. 정말,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사과드립니다.
  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좀.
  다. “너희야 물론 유럽 문화의 고향이지만, 전 유럽 대륙에 그 문화를 

뿌리박은 우리 로마 사람의 공을 정말 정말 잊지 마!”
  

이상으로 ‘정말’에 대한 몇 가지 통사적인 판정이 진행되었다. 이 절에서
는 ‘정말’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 최소대립 환경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확실성 양태부사 ‘확실히’와 대조하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에 
‘확실히’와 유사하게 인식양태 의미가 파악되었던 ‘정말’은 사실상 명제 층
위에 작용하는 부사가 아니라, 사건 층위와 화행 층위에 작용하는 부사로 
판단되었다.15) 이에 부사에 대해 분석할 때 단순히 특정된 몇 가지 문장
에서 드러난 직관적인 의미에 의하여 귀결하는 것은 위험하고, 다양한 통
사적인 환경을 설정하여 부사의 분포 양상을 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16) 또한, 부사는 수의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맥
15) ‘정말’은 다기능적인 특징을 지니는 부사이다. 형용사를 수식하여 vP 영역에 쓰이는 용법, 

그리고 담화표지로 발달하는 용법은 이 절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
의는 3장에 이어진다. 

16) 선행 연구에서는 이미 많은 통사적인 판정 기준을 세웠으나 아직 정교화되지는 못했다. 특
히, 기존 연구는 문장부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논증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약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문장부사 안에서도 명제부사, 평가부사, 화행부사 등 
다양한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이질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각 부류에 대한 구
체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부사가 작용하는 통사론적 층위를 CP 영역, IP 영역, vP 
영역 세 가지로 나눈다면, 통사 구조에서 발견된 많은 현상은 부사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있
다. 예컨대, CP 영역에서 작동하는 부사를 판정할 때는, 흔히 알려진 근문 현상(root 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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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부사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어
려울 때는 부사가 출현하는 담화 맥락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으로부터 자료까지 ‘정말’에 대한 시범적인 분석을 진행
하였다. 다음 절은 자료에서 관찰된 현상을 바탕으로 다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자 한다. ‘정말’의 쓰임에서 관찰되는 언표내적 효력에 대해 강화하는 의미가 인
식양태 의미 중 확실성 의미와 어떤 연관을 맺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
다. 또한, 기존 화행부사의 목록을 다시 검토하여 언표내적 효력에 대한 강화나 
약화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류를 새로 설정할 것이다.

2.2.3. 이론의 확장 적용

2.2.3.1. 인식양태와 언표내적 효력의 연관성

인식양태는 흔히 명제가 참일 확률에 대한 화자의 판단으로 정의된다. 
그런 화자의 판단을 기술할 때는 연구자에 따라 ‘믿음의 정도(degree of 
commitment)’, 혹은 ‘확신의 정도(degree of confidence)’로 정의를 내리
기도 한다.

Palmer(2001:34-35)에서는 인식 양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를 잘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추론(inference)이고, 또 하나는 
확신(confidence)이다. 추론은 명제가 실현되는지에 관한 화자의 추리 과
정을 말하고, 확신이나 확신의 결여는 결론의 효력(the strength of the 
conclusion)에 관한 판단을 말한다. 이러한 차이는 영어 양태 조동사 
‘must’와 양태 부사 ‘certainly’에서 반영된다고 하였다. ‘must’의 본질적 특
징은 알려진 사실에 바탕을 둔 연역(deduction)이나 추론이라는 점에 있지 
확신에 있지 않으나 ‘certainly’는 추론의 기능이 없는 확신의 표지라고 한 
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Coates(1983:18)은 ‘확신의 정도’란 자
질로 인식 양태를 정의하는 것이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nomenon)이 검증 기준으로 쓰일 수 있고, 부정문 내에서도 ‘못 부정’이 사건이 실현에 대한 
부정이므로 vP 영역 부사와 IP 영역 부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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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Collins(2009:39-40)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must’는 ‘I sup-
pose’, ‘at a guess’, ‘presumed’과 같은 화자의 불확실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공기하기 때문에 ‘확신’으로 인식 양태를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Palmer(1986, 2001)에서 제기한 ‘추론-확신’의 대립은 어떤 것을 문법 
범주로 설정할지에 관한 논의이다. 이런 면에서는 영어 조동사에 의해 표
현되는 양태 의미는 ‘추론’의 자질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인식 
양태 부사에 있어서는 전부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관점을 수
정할 필요가 있다.

Hoye(1997:105)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 예문에서 
쓰이는 ‘inevitable’는 ‘must’의 ‘추론된 확실성’의 의미와 호응하나, 두 번
째 예문에서 ‘certainly’는 ‘확신’의 의미를 드러냄을 보였다.

(21) 가. As prices go on rising and the value of money declines (as, it 
seems to me, must inevitably happen)…

나. oh maps must have existed certainly.

이와 비슷한 예는 한국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음 예문(22)에서는 모
두 ‘확실히’와 ‘-을 것이다’가 공기하는 경우이다. (22가)에서 ‘확실히’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강한 태도를 반영하므로 ‘확
신’ 쪽 의미를 드러낸다. (22나)의 경우는 ‘불안 소심증’의 치료 방법에 대
해서 소개하는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확실히’의 쓰임은 의학상 증
거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론’ 쪽 의미가 반영
된다.

(22) 가. 조부장은 신문을 읽어보려고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
았다. 어제 전화로 들은 박사장의 음성은 옛날처럼 당당했었다. 
내일은 직원들 월급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랜간만에 좋
은 데 가서 회식하자. 흉금을 털어놓자. 서로간의 불신을 청산하
자. 조부장은 문득 중얼거렸다. “말만 잘해.”

 나. 만병의 근원이 기의 부족 및 기허에 있다. 기를 비축하고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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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를 돋우면 이 증상은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
  

다음 드라마 대본에서 찾은 대화는 이런 ‘확신’의 의미를 더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희경 씨는 연속적으로 ‘분명히, 틀림없이, 결단코’를 사용함으로
써 자신이 ‘잘못 들었다’라는 신념을 더욱 강화했다.

(23) 용수: 들었다며?
희경: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 분명히, 틀림없이, 결단코 잘못 들

은 거야.

이처럼 ‘추론’과 ‘확신’은 기실 한 동전의 양면인 듯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론’과 ‘확신’을 앞서 제시한 용어로 풀이면, ‘추
론’은 명제 내용에 대해서 실현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인식양태 확실
성 의미이고, ‘확신’은 발화 내용에 대해서 화자의 감정을 더 강렬하게 표
출함으로써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의미이다. 특히, 인식양태 부사에 
있어서는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용법이 관찰된다.

인식양태와 언표내적 효력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은 이미 다양한 언
어 자료에서 발견된다. 인식양태와 관련 범주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가 이
뤄진 Boye(2012)에서는 공시와 통시의 언어 자료의 예를 들어서 인식양
태와 언표내적 효력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 Boye(2012:312-319)에 
따르면, 인식적 의미가 강한 확실성, 혹은 직접 증거일 때는 단언의 언표
내적 효력과 관련이 있고, 낮은 확실성 곧 개연성일 때는 극성 의문문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여러 언어에서 공시적인 다기능성이나 통시
적인 변화에서 발견된 바가 있다고 한다. 예컨대, 단언 화행과 강한 확실
성/직접 증거 의미의 관련으로는 평서문에다가 강한 확실성과 직접 증거를 
의미하는 표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때 첨가된다면 그것을 일반적
으로 강화(reinforcing) 혹은 강조(emphatic)의 기능을 수행하고 통시적으
로 강조 표지로의 발달 현상이 발견된다. 한편, 극성 의문문과 낮은 확실
성, 즉 개연성 인식양태 의미와의 관계로는, 판정의문문에 쓰이는 개연성 
인식양태 표지는 의문의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 또는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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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도 발견된다. 
언표내적 효력과 인식양태가 분리된다면, 인식 양태 부사가 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을지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의 미해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24) 가. Is John perhaps/maybe gone?
나. Is John obviously / apparently /cerialnly /probably gone?

Foley & Van Valin(1984:220)에서는 (24나)와 같은 문장을 비문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용성은 확인의문문의 맥락에서 가능해진다. 그
런데 영어 모어 화자의 직관상으로 (24가)는 아주 자연스럽다. (24나)에 
대해서는 인식적 판단이 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 단지 객관적으
로 서술하듯이 확인의문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24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실, 언표내적 효력과 인식양태의 연관성을 인식하게 되면, 
여기서 ‘perhaps/maybe’는 가능성 의미를 지니므로 의문문의 언표내적 효
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perhaps/maybe’의 
용법 가운데, 명제 영역에 쓰인 것도 있고 화행 영역에 쓰인 것도 있음이 
확인된다. 이로써 기존 화행부사의 목록도 함께 확장해야 한다.

2.2.3.2. 화행부사의 목록 확장

흔히 알려진 화행부사는 ‘frankly’와 같이 화자의 발화 양식을 지향하는 
부류와 ‘briefly’와 같이 발화 내용을 지향하는 부류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이상 논의를 통해서는 언표내적 효력을 수식하는 부류가 추가될 수 있다.

기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세운 연구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Holmes(1982:18)에서는 영어에서 의문(doubt)과 확실(certainty)의 표현
에 주목하여, 양태 의미(modal meaning)와 감정 의미(affective meaning)
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양태 의미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
고, 감정 의미는 사회 맥락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다. 다양한 어휘적 장치가 감정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표현, 곧 화자의 강한 확신을 나타낸 것이 ‘강화어(booster)’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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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고, 언표내적 효력을 약화하는 표현, 곧 화자의 약한 확신을 나타낸 
것이 ‘약화어(downtoner)’라고 가리켜진다. 강화어에 해당하는 표현은 
‘believe me, certainly, definitely, really, without doubt, no way, I'm 
sure’가 있고, 약화어에 해당하는 표현은 ‘perhaps, probably, doubtful, 
unlikely, I suppose, I would guess’ 등이 있다.17)

또한, 영어 기술문법에서는 화행 층위에 적용하는 것까지 밝혀지지 못했
지만, ’really, truly’ 등 부사를 강의부사(emphasizer)라고 이름을 지어 연
구한 바가 있다. Quirk et al.(1985:583)에서는 강의부사의 의미가 양태와 
관련되고, 수식하는 절 혹은 절의 일부분의 진리값을 강화하는 효과
(reinforcing effect)를 나타낸다고 한다. 강의부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동시에 내용 이접사(content disjunct)로 행동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양식 이접사(style disjunct)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다.

(25) Quirk et al.(1985)의 강의부사 목록:
가. actually, certainly, clearly, definitely, indeed, obviously, plainly, 

really, surely, for certain, for sure, of course
나. frankly, honestly, literally, simply, fairly (esp BrE), just

Simon-Vandenbergen & Aijmer(2007:370)에서는 위와 같은 목록이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6가)에서 인식
양태 부사로 분류된 부사가 있는데 이러한 부사를 강의부사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They obviously don’t want it.”에서 쓰인 
‘obviously’는 의미 내용의 상실이 이뤄지지 못해서 여전히 인식양태 부사
로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위 목록에서 ‘really, absolutely’는 원래부터 
강의부사에 해당하는 한편, 인식양태 부사이자 강의부사의 역할도 수행하
는 부사로는 ‘certainly, indeed, definitely, surely’만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는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기능만 집중적으로 논의했는
데, 실제로는 완화(mitigation)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장치는 보통 헤지
17) 약화어의 상당 부분은 현재 널리 알려진 헤지(hedge)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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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es)라고 부르기도 한다(Hyland 2005 등). 인식 양태와 언표내적 효
력에 대한 강화(reinforcement), 완화(mitigation)의 의미와 그만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을 보면, Biber & Finegan (1988)와 Biber et 
al.(1999)를 비롯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really, truly’와 같은 부사를 전부 
‘인식 입장(epistemic stance)’의 하위 의미로 설정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Biber et al.(1999)에서 제시한 인식 입장 부사 목록에 대해서 수정 보
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Tseronis(200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
구는 논변 수사학(argumentation studies)의 관점에서 입장 부사(stance 
adverbs)가 논변 과정에서 화자의 입장(standpoints)을 표출할 때 어떤 기
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중 Biber et al.(1999)에서 제시한 
입장 부사 목록에서 화행부사의 정의를 더 넓혀서 ‘really, actually, of 
course’ 등을 모두 화행부사로 놓기로 한다.

<표 2-2> Tseronis(2009:50)에서 제시한 입장 부사 체계
Comment about the Propositional Content
(명제 내용에 대한 논평)

Comment about the Act
(발화 행위에 대한 논평)

Epistemic way of 
Qualifying (인식)

Evaluative way of 
Qualifying (평가)

Illocutionary way of 
Qualifying (화행)

Adverbs commenting 
on the Commitment

Adverbs commenting 
on the Evaluation

Adverbs comment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Whole Act

MODAL ADVERBS(양태부사)arguably, assuredly, certainly*, clearly*, conceivably,definitely, doubtless, evidently, for certain, improbably, incontestably, incontrovertibly, maybe, no doubt, perhaps, possibly, presumably, probably, surely*, undoubtedly

(EVENT-ORIENTED/ CLAUSE ORIENTED) EVALUATIVE ADVERBS (평가부사)
bizarrely,commendably,conveniently, curiously,disappointingly, fortunately, funnily, happily, hopefully, illogically, interestingly, ironically, justifiably,justly, luckily, oddly, paradoxically, preferably, regretfully, regrettably, sadly, significantly, strangely,surprisingly, tragically,unaccountably, unfortunately, unhappily, unreasonably

ILLOCUTIONARY ADVERBS(화행부사)
a)MANNER-OF-SPEAKING(발화의 방식)
bluntly, candidly, confidentially, frankly, honestly, really, seriously,truly, truthfully

EVIDENTIAL ADVERBS(증거부사)
allegedly, apparently, manifestly, obviously*, ostensibly, patently, purportedly, reportedly, 

b) METALINGUISTIC(메타언어적)
basically, briefly, broadly, figuratively, generally, hypothetically, literally,metaphorically, objectively, personally, roughly, simply, 



- 42 -

위 표에서 보듯, 화행부사 아래 기존 ‘frankly’나 ‘briefly’ 같은 부류 외
에, 기대표지로 말해져 온 ‘actually, in fact, really, indeed’ 등 부사와 언
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certainly, clearly, obviously, surely’ 등이 있다. 
사실 언표내적 효력을 약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maybe, perhaps’가 이 
목록에 들어갈 수도 있다.

화행 층위는 명제의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화자가 이런 부사를 사용할 
때는 화자가 발화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화에 대한 메타
-주석(meta-comment)이 된다. 이럴 때는 곧 ‘담화에 대한 담화’라고 할 
수 있고 메타담화(meta-discourse)의 성격을 띤다. 

진실성 부사가 화행 부사로 쓰이는 경우, 다음 상황으로 상정할 수 있
다. 화자가 다음 발화 내용이 청자에게 의외이거나 놀라우리라 생각한다
면, 미리 ‘actually, 사실, 其實’과 같은 부사를 쓰면 청자가 받아들이기 더 
쉽게 발화할 수 있다. 또한, 만약 다음 발화 내용을 청자가 못 믿거나 불

reputedly, seemingly, supposedly, visibly strictly
DOMAIN ADVERBS(영역부사)
aesthetically,architecturally, biologically, chemically,commercially, culturally, ecologically, economically, emotionally, environmental, ethically, financially,formally, ideally, ideologically, intellectually, linguistically, logically, materially, mechanically, mentally, morally, officially, physically, politically, practically, privately, psychologically, racially, realistically, scientifically, sexually, socially, spiritually,statistically, superficially, technically, technologically,theoretically,unofficially

EXPECTATION MARKERS(기대표지)
actually, admittedly,avowedly,factually, in effect, in fact, in reality, indeed, naturally, of course, really

certainly*, clearly*, obviously*, s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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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의 확률이 높다고 보리라 판단한다면, 화자가 ‘really, 정말, 眞的’와 
같은 부사를 쓰면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사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메타적인 기능을 지니는 화행부
사는 메타담화 또는 담화표지와 연관을 짓게 된다. 

이렇듯, 화행부사의 목록에는 언표내적 효력에 대한 강화/약화의 부류, 
전체 발화에 대한 논평적(commentary) 기능을 지니는 부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3. 진실성 부사의 관련 범주
2.3.1. 인식양태와 증거성

인식양태와 증거성은 선행 연구에서 진실성 부사에 대한 의미 기술에 흔
히 적용되는 범주이다. 앞 절에서는 ‘정말’과 ‘확실히’의 대조를 통해서 인
식양태와 진실성 부사의 관계를 설명한 바가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인식양태와 언표내적 효력은 연관을 맺고 있다. 둘 사이의 관계는 개념적
으로 추론(inference)과 확신(confidence)의 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명제 
실현에 대한 높은 믿음인 확실성 의미는 흔히 언표내적 효력 강화의 의미
로 나타날 수 있고, 명제 실현에 대한 낮은 믿음인 개연성 의미는 흔히 언
표내적 효력 약화의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잘 구별하지 
못했던 ‘확실히’를 비롯한 확실성 부사와 ‘정말’을 비롯한 진실성 부사 간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2-3> 확실성 부사와 진실성 부사 간의 관계
사건 인식양태 화행

사건 진실성에 
대한 판단

명제 내용에 대한 높은 
실현 확률 판단

[확실성]
발화 내용에 대한 높은 

정도의 감정 전달
[언표내적 효력 강화]

정말. 정말로 등 확실히, 틀림없이, 분명히 정말, 정말로 등
확실히, 틀림없이,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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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 진실성 부사의 의미를 기술할 때 증거성(evidentiality)으
로 해석된 경우도 있다(陈颖 2009, González 2015 등). 이들은 기본적으
로 Chafe(1986)에서 비롯된 광의의 증거성 개념을 따른 것이다. 
Chafe(1986)에서 ‘지식에 대한 태도(attitudes to knowledge)’로 정의된 
증거성은 지식의 근원(source of knowledge), 지식의 유형(mode of 
knowing), 그리고 지식과 알려진 정보(verbal resources) 간의 관계 등의 
의미까지 포함된다. 

 Chafe(1986)에서 제기된 광의의 증거성 개념과 달리,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증거성의 개념은 하나의 문법 범주로서 범위가 더 좁다고 할 
수 있다. 박진호(2011ㄱ:3)에 따르면 증거성이란 문장에 표현된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가, 즉 정보의 근원(information source)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본고는 박진호(2011ㄱ)에서 제기한 증거성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일단 
증거성은 하나의 문법범주이므로 이런 정의에 따르면 부사와 같은 어휘 요
소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휘 요소를 기술할 때 증거
성 의미를 빌려서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영어 ‘allegedly’와 같은 
부사를 증거성 의미 전용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Glougie(2016)에서는 법률 담화 유형인 경찰 인터뷰(police interviews)
에서 나타난 증거성 표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actually’의 의미
를 최적 증거(best evidence)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actually’의 증거 근
원은 사건에 대한 감각 관찰(sensory observation of the event itself), 신
뢰할 수 있는 정보 보고(trustworthy reports), 그리고 세계 지식 기반
(general knowledge)으로 나뉜다. 다음은 Glougie(2016)에서 제시한 예문
을 하나 보고자 한다. 

(26) JW: Okay. Had you ever met these people before?
NL: No. No.
JW: Uhm, uh, had you ever seen the car before?
NL: No.
JW: Did you actually see, touch or feel the car, look at it?
NL: I didn’t until after they came to pick it up when I wen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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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en I watched them drive the vehicle. Get in the vehicle 
and drive out.

(Glougie 2016:79)

(26)에서 쓰인 ‘actually’는 자신의 감각에 의한 증거성을 드러낸다고 한
다. 곧 직접증거(direct evidence)이다. 그런데 이것은 ‘actually’의 어휘 의
미로 인하여 선천적으로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증거성으로 해석할 필
요가 없다고 본다. Glougie(2016)의 논의는 증거의 근원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요구된 법률 담화에서 유의미할지 모르겠으나, 본고는 일반적으로 
‘actually’의 증거성 해석이 어휘 의미에 내포되고 있으므로 유표적인 증거
성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3.2. 기대논리

일부 선행 연구는 Chafe의 증거성 체계에서 기대(expectation)와 관련된 
의미 부류를 ‘in fact, actually’와 관련된 부사에 적용하여 증거성이란 용어
를 사용한다(Aijmer & Simon-Vandenbergen 2004, Ajimer 2007 등). 
Chafe(1986:270)에서는 ‘of course’는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oddly 
enough’는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in fact, actually’는 어떤 사실이 청자
의 뜻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최근 박진호(2019)에서는 형식논리와 견주어 자연논리에서는 예상/기대
(expectation)와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태 또는 그에 어긋나는 구체적인 
사태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대논리(expectation 
logic)라고 하는 용어를 제시한 바가 있다. 본고는 이 용어를 수용하여 기
대에 부합하는 의미를 ‘合기대’로 지칭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의미는 ‘反기
대(counter-expectation)’로 지칭한다. 이에 Chafe(1986)의 증거성 개념
과 구분해서 따로 기대논리의 의미 범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기대논리와 관련된 연구는 문법화 연구와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이뤄진 바가 있다. 예컨대, Heine et al.(1991)에서는 ‘nevertheless, 
already, not yet, still, no longer’ 등 부사가 반기대 의미를 드러낸다고 
하고, 악센트, 어순 등이 반기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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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gott & Dasher(2002)에서는 ‘in fact’, ‘actually’의 문법화 과정을 논
의하면서, ‘in fact’와 ‘actually’가 드러내는 화자 자신 혹은 청자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의미를 역접의미(Adversativity)로 포착한다.

중국어학계에서도 일찍부터 기대와 관련된 언어 표현에 대해서 많은 관
심을 가져 왔다. 특히, 吴福祥(2004)가 서양 문법화 연구에서 반기대와 관
련된 논의를 소개한 후 이러한 접근이 더 활발해졌다. 최근, 陆方喆(2017)
에서는 현대 중국어 반기대 표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졌는데, 
기대와 관련 언어 현상을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이론 검토도 이뤄졌
다. 陆方喆(2017:37-40)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대의 근원(source)을 제시
하고 있다.

(27) 기대의 근원:
가. 한 사람의 기지 정보(个体已知信息)
나. 사회 공유 정보(社会共享信息)
다. 추론된 예측(推理而得的预测)

기대논리와 관련 연구는 최근 중국어학계의 뜨거운 주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사(当然, 果然, 自然; 并, 还, 也, 反而, 甚至, 倒, 反倒, 竟然, 居
然, 偏, 偏偏, 其實, 却), 접속사(但是, 可是, 然而, 而, 不过, 不料, 不想, 谁
知, 哪料, 哪想, 岂知, 别說), 어기사(啊, 吧), 구(没想到, 没料到, 事實上, 
實际上), 구문(宁可...也，再X也Y, 连,,,也/都, 差一点) 등에 대해서 논의되
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단순히 合기대나 反기대의 명칭만 붙이
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지 않은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
대논리는 정보의 근원과 정보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이므로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전제(presupposition), 공동기반(common 
ground), 의외성(mirativity) 등의 범주와 연계가 있다. 따라서 기대논리를 
적용할 때 누구의 기대에 대한 것인지, 왜 발생하는지 등 기본적인 검토가 
꼭 이뤄져야 한다. 

진실성 부사 가운데 기대논리와 관련 부사로는 ‘과연, 정작, (막상), 사
실, 실은’ 등이 있다. 아직 기대논리와 관련 이론이 숙고되지 못하였으나 
한번 시험적으로 논의를 펼쳐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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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담화표지

‘정말, 참, 진짜, 사실’ 등 부사가 담화 맥락에서 점점 부사의 용법을 벗
어나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보인다. 이는 흔히 담화표지로 간주
되고 있다. 담화표지는 일반적으로 ‘you know’, ‘you see’, ‘well’, ‘oh’, 
‘anyway’와 같이 내용어보다 기능어에 더 가깝고, 명제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담화 맥락상 응집성을 강화시키거나 담화의 흐름을 원활하
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언어 요소이다.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가 지난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담화표지의 정의, 범위를 비롯한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학자마다 견해 차이
가 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담화표지의 정의를 정리하고, 본고의 취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Maschler & Schiffirin(2015:190-199)에 따르면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
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으로 나뉜다. Schiffirin(1987)의 연구로부터 언어 
변이의 시각에서 출발한 접근은 담화표지를 발화의 단위를 묶어주는, 연쇄
적으로 의존적인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Schiffrin 1987:31). 한편, 
Fraser(1990, 1996, 1999) 등 연구에서 제기한 화용론적 접근은 화용표
지(pragmatic marker)를 담화표지의 상위어로 설정하고, 그중 논평
(commentary) 기능을 수행하는 화용표지가 담화표지라고 하였다. 또한, 
Maschler를 비롯한 학자들은 상호작용 언어학적(Interactional Linguistics) 
관점을 취하고, 담화표지를 언어의 단위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 담화표지를 중심적인 논제로 삼지 않고 관련 현상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연구로서는 관련성 이론을 꼽을 수 있다. 관련성 이론은 단순히 담
화표지를 어떠한 담화 결속성을 지니는 형식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언어 이
해와 처리 과정에서 담화표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밝히고자 하
는 데에 목적을 둔다(Blakemore 2002:157).

위와 같이 이론적 차이로 인하여, 담화표지의 외연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어려운 것은 감탄사, 화행 부사, 완화 표지와 같이 원래 일정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을 담화표지로 간주할 수 있을지 하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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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담화표지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는 이상, 이론적인 논쟁
을 많이 하기보다는 실제 언어 현상을 주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다. 

본고는 한국어학계에서 사용된 용어의 현실을 고려하여, 장소원 외
(2020)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일단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와 관
련된 모든 표지를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의 담화표지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안에 원래 의미 기능과 달라지고 이차적으로 담화 기능을 획득한 요소
를 좁은 의미의 담화표지로 부르기로 한다.

(28) 담화표지의 정의
  가. 넓은 의미의 담화표지: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모든 언어적 요소
  나. 좁은 의미의 담화표지: 넓은 의미의 담화표지 중에서 새로운 담화 기

능을 이차적으로 획득한 언어적 요소
(장소원 외 2020:9)

 최근 담화표지와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연구는 삽입문법
(Thetical Grammar)이 주목된다. 삽입(Thetical)이란 말은 삽입 표현
(Parenthetical)에서 일부를 본떠서 만든 말이다. 삽입문법이 설정됨으로써 
이원적인 문법 체계가 형성된다.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문법은 담화문법
(Discourse Grammar)이라고 불리고, 이는 기존의 문장문법(Sentence 
Grammar)과 삽입문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Kaltenböck et al. 2011, 
Heine 2013 등). 삽입문법은 구성적 삽입어(constructional theticals)와 
굳어진 삽입어(formulaic theticals)로 이뤄지는데, 담화표지는 굳어진 삽입
어에 포함된다. 삽입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9) 삽입어의 특성(Kaltenböck et al. 2011:857).
a. 통사적으로 독립적이다.
b. 발화의 다른 부분들과 운율적으로 독립된다.
c. 의미는 비한정적이다(non-restrictive).
d. 위치적 유동성의 경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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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내적 구조는 문장문법을 따르지만 생략될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다음 (30b)와 (30c)의 ‘really’가 삽입어에 해당한다.

(30) a. Bob is really a poet.
b. Bob is a poet, really!
c. Really, Bob is a poet!

(Kaltenböck et al. 2011:860)

사실, 삽입어의 특징은 바로 분포상 문장의 주변적 성분이라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만약 문장의 시작 위치나 끝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독립된 
억양단위로 쓰일 수 있으면, 원래 문장과의 통사적 융합성(integration)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점점 독립성이 확립되면 자유롭게 문장 사이에 놓
이게 되고, 소형문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부사가 담
화표지로 발달해 가는 하나의 경로일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생각을 감안
하여, 다음과 같이 ‘정말’과 ‘실로’가 나타난 문장에 적용해 보자.

(31) 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나.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다. *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실로!

(32) 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나.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정말!

(31)과 (32)는 문법성 판단이 바로 된다. ‘실로’와 ‘정말’은 유의 관계로 
나타나면서 모두 (31가)와 (32가)에서 문두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실
로’는 독립된 억양 단위로 실현되어 문장의 앞과 뒤로 이동할 수 없다. 
(32나~다)에서 쓰인 ‘정말’은 곧 문장의 주변적 성분인 삽입어에 해당한
다. 이처럼 통사적 융합성이 상실되고,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면서 자신
의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위 문장에서 일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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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존성을 지니고 있듯이, 감탄사로 쓰일 때도 여전히 어느 정도로 상황 
맥락과 의존 관계를 지닌 것이다.

구종남(2015)에서는 감탄사 ‘참’은 ‘아, 악, 아이쿠, 어머나’ 등과 달리 
반사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지 못한다고 한다.

(33) 가. (머리를 문지방에 부딪쳤을 때)
*참/아이쿠/아, (왜 이리 낮아?)  -> 고통

나. (무서운 영화 장면의 출현 순간에)
*참/아/악, (더 이상 못 보겠다.) -> 공포

다. (누군가가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상황에서)
*참/아/아이쿠/어머나, (깜짝이야.) -> 놀람

라.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는 순간)
*참/아/와, (대단하다.) ->감격(기쁨)

(구종남 2015:201)

(33)에서 나타난 ‘참’은 막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감정을 표출할 때 쓰이
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맥락적 의존성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일어난 사태에 대한 인지 과정을 겪고 어느 정도 심리적 상태가 되어
야 나타날 수 있을 듯하다. 이처럼 부사로부터 담화표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미 확장 과정은 통사적 의존성, 의미적 의존성, 그리고 맥락적 의존성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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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말’류 진실성 부사

이 장에서는 ‘정말’류 진실성 부사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말뭉치 출현 
빈도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특징을 밝힌다. 그다음에 기원 명사의 쓰임을 
기술하고 관형어의 용법을 중심적으로 논의한다. 이어 부사의 다기능적 쓰
임에 주목하여 통사론적 요건에 따라 성상부사, 사건부사, 화행부사, 담화
표지로의 확장으로 나뉘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 관점에 입각하
며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담화 맥락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도입
사전 등재 정보에 따라 ‘정말’류 진실성 부사는 총 21개가 선정되었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각 부사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고 논의의 범위
를 한정하고자 한다. 다음 <표 3-1>은 네 개의 형태 분석 말뭉치를 바탕
으로 조사한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출현 빈도이다. 현대 한국어 문어와 
구어 양상을 대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이
하 ‘세종 문어’, ‘세종 구어’), 「연세 균형 말뭉치」(이하 ‘연세 문어’, ‘연
세 구어’),「모두의 말뭉치」(이하 ‘모두 문어’, ‘모두 구어’) 등을 조사하였
고, 그리고 현대 한국어와 대조하기 위해서「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이하 ‘연세 20세기’)의 조사 결과를 함께 실었다. 

<표 3-1>에서 나타난 수치는 해당 말뭉치에서 부사(MAG)로 주석된 
형태의 출현 빈도수와 해당 말뭉치에서 나타난 모든 ‘정말’류 진실성 부사
에서 차지한 백분율이다. 백분율의 높음에 따라 ‘1% 이하’, ‘1%~5%’, 
‘5%~10%’, ‘10%~20%’, ‘20% 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 단계로 나뉘어 배
경 희색의 짙음의 정도가 달라진다.18)

18) 빈도수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종 말뭉치와 
모두의 말뭉치에서는 ‘정말루’와 ‘진짜루’가 각각 다르게 주석되었기 때문에 위 표에서 ‘정말
로’와 ‘진짜로’의 빈도수는 두 형태가 합산된 결과이다. 둘째, 세종 문어에서 ‘진짜로’는 모두 
‘진짜/NNG+로/JKB’로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의 용법도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전체 빈
도의 경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그 수치대로 반영하였다. 셋째, 세종 말뭉치와 모두
의 말뭉치에서 ‘진정코/NNP, 정말/MAJ’를 비롯한 몇 개의 오류가 발견됐으므로 해당하는 
빈도수에 합산해 넣은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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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빈도 조사
    말뭉치
단어

세종 
문어

세종 
구어

연세 
문어

연세 
구어

모두 
문어

모두 
구어

연세 
20세기

정말 3510
(44.59%)

1226
(28.73%)

360
(49.18%)

1463
(29.66%)

252
(57.27%)

1469
(38.46%)

44333
(38.95%)

정말로 513
(6.52%)

49
(1.15%)

45
(6.15%)

78
(1.58%)

17
(3.86%)

74
(1.94%)

5783
(5.08%)

참 1416
(17.99%)

651
(15.26%)

152
(20.77%)

813
(16.48%)

79
(17.95%)

677
(17.72%)

27226
(23.92%)

참으로 1113
(14.14%)

5
(0.12%)

88
(12.02%)

5
(0.10%)

28
(6.36%)

8
(0.21%)

15854
(13.93%)

진짜 212
(2.69%)

2255
(52.85%)

21
(2.87%)

2476
(50.19%)

39
(8.86%)

1547
(40.50%)

926
(0.81%)

진짜로 68
(0.86%)

74
(1.73%)

7
(0.96%)

90
(1.82%)

5
(1.14%)

32
(0.84%)

526
(0.46%)

참말 42
(0.53%)

0
(0.00%)

3
(0.41%)

1
(0.02%)

0
(0.00%)

0
(0.00%)

1565
(1.37%)

참말로 62
(0.79%)

0
(0.00%)

2
(0.27%)

0
(0.00%)

0
(0.00%)

2
(0.05%)

2331
(2.05%)

실로 451
(5.73%)

1
(0.02%)

31
(4.23%)

2
(0.04%)

3
(0.68%)

0
(0.00%)

6980
(6.13%)

진정 256
(3.25%)

6
(0.14%)

9
(1.23%)

4
(0.08%)

14
(3.18%)

7
(0.18%)

3355
(2.95%)

진정코 2
(0.0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7
(0.06%)

진정히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0
(0.01%)

정녕 75
(0.95%)

0
(0.00%)

6
(0.82%)

0
(0.00%)

1
(0.23%)

1
(0.03%)

1385
(1.22%)

정녕코 3
(0.0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32
(0.12%)

진실로 146
(1.85%)

0
(0.00%)

8
(1.09%)

1
(0.02%)

2
(0.45%)

3
(0.08%)

3015
(2.65%)

진실히 1
(0.0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9
(0.03%)

짜장 2
(0.0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42
(0.21%)

진소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0
(0.04%)

진개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4
(0.03%)

진시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00%)

성시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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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통해서 ‘정말’류 부사의 전반적인 사용 빈도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첫째,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부
사로는 ‘성시, 진시, 진개, 진소위, 짜장, 진정코, 진정히, 정녕코, 진실히’가 
있다. ‘성시’는 모든 말뭉치에서 용례를 찾지 못한 예이고, 나머지는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에서 나타나지만 다른 현대 한국어 말뭉치에서 모두 
0.1% 이하인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사들이다.19) ‘성시, 진시, 진
개, 진소위’는 모두 한문의 영향으로 중국어를 직접 차용한 경우에 해당하
고,20) ‘진정코, 진정히, 정녕코, 진실히’는 역사상 존재한 파생형태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짜장’의 경우는 고유어이며 강원도 
지역 방언인 것으로 알려졌다.21) 

둘째, ‘정녕, 참말로, 참말’은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에서 1% 이상
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현대 한국어 말뭉치에서는 모두 1% 이하인 저빈도
로 나타난다. 이들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지만 빈도수가 높지 않다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사용하는 언중의 연령, 지역, 성별 등 사회언어
학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부사가 출현하는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셋째, ‘정말’류 부사의 문어와 구어에서의 사용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
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균형있게 고빈도를 
19) 이와 같은 부사가 현대 한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만하다. 한송화(2019)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 사용 양상에 
있어서 부사 파생법을 과용한 오류형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점점히, 진심히, 사실히, 단란
히’와 같은 오류형과 ‘진실히, 전연히’와 같은 모어 화자 부사 목록 외의 사례가 있다고 밝
혀냈다. <표 3-1>에서 반영된 빈도 양상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에게 자주 사용하는 형태를 
숙지시킬 수 있다고 본다.

20) ‘성시, 진시’의 경우는 한국어 한자어에서 ‘X是’ 구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혹시, 역시, 약
시’ 등 단어가 모두 이 무리에 속한다. ‘X是’ 구성은 원래 한문에서 ‘X+是’의 통사적인 결합
이기는 하지만, 점차 어휘화 과정을 거쳐 한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중국어에
서도 많이 발견된다. 진실성 부사 중 ‘진시’의 동형어인 ‘眞是’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는 6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21) KBS 2TV 2010년 10월 8일에 방영되는 ‘스펀지 제로’ 프로그램 한글날 특집에서는 ‘짜장’
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다. 강원도 한 노인은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맞았을 때 “짜장 그
렇게 됐지”라고 사용한다고 소개했으며,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때 “너 
그거 진짜야?”라는 말 대신 “짜장이야?”라고 묻는다는 경우도 소개됐다. 이는 김유정 소설 
≪봄봄≫에서도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
다.”와 같은 용례를 찾을 수 있다.



- 54 -

차지한 부사는 ‘정말’과 ‘참’을 들 수 있다. ‘참으로’는 문어에서 비교적 높
은 빈도로 출현하지만, 구어에서는 1% 이하인 낮은 빈도로 나타난다. ‘진
실로, 실로, 진정’은 주로 문어에서 나타나고, 구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
는다. 그 외, 문어와 구어에서 가장 뚜렷한 빈도 차이를 보이는 부사로는 
‘진짜’가 있다. ‘진짜’는 문어에서 그리 높지 않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모든 
구어 말뭉치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다. 

이상 말뭉치에서 반영된 빈도 양상을 종합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현대 문어와 현대 구어는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
「연세 균형 말뭉치」,「모두의 말뭉치」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인 것이
다. 각 말뭉치는 수집 자료의 차이로 인하여 부사가 차지하는 백분율이 일
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대다수의 경향에 맞춰서 놓았다.

<표 3-2>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출현 빈도 양상
현대 문어 현대 구어 연세 20세기

거의 
사용하지 

않음
(1% 이하)

성시, 진시, 진개, 진소위, 짜장, 진정코, 진정히, 정녕코, 
진실히

정녕, 참말로, 참말 정녕, 참말, 참말로, 
실로, 진실로 진짜, 진짜로

낮음
(1%~5%)

진실로, 진정, 
진짜, 진짜로 진정, 참으로 진정, 진실로, 

참말로, 참말, 정녕
중간

(5%~10%) 정말로, 실로 정말로, 진짜로 실로, 정말로
높음

(10% 이상) 정말, 참, 참으로 진짜, 정말, 참 정말, 참, 참으로  

이 장에서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부사 ‘정말, 정말로, 참, 참으로, 진짜, 
진짜로, 실로, 진실로’를 중심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사용역적 차이를 고려하면 개별 부사가 어떤 통사적 환경에서 쓰이
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통사론적 제약이 아닐 수도 있고, 사용역적 특징
이나 사회언어학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말뭉
치 예문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침을 취하고, 되도록 인위적으로 문장을 만
들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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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원 명사의 쓰임
‘정말’류 진실성 부사는 대부분 명사에서 기원한다는 특징이 있다.22) 따

라서 먼저 기원 명사의 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명사 ‘진짜, 
참, 정말, 참말’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와 세종 문어 형태분
석 말뭉치를 기반으로 조사한 문법 결합 정보를 정리한 표이다.

<표 3-3> 세종 문어에서 명사 ‘진짜, 참, 정말, 참말’의 쓰임
사전 뜻풀이 총 빈도수 문법 결합 정보 빈도수/백분율

진짜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참된 것.
700

계사 ‘이-’ 앞 59(8.43%)
명사 앞 422(60.29%)

조사 ‘로’ 앞 68(9.71%)

참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533

계사 ‘이-’ 앞 50(9.38%)
명사 앞 107(20.07%)

접미사 ‘-답’ 앞 185(34.70%)
접미사 ‘-되’ 앞 85(15.94%)

정말
거짓이 없이 말 
그대로임. 또는 

그런 말.
297

계사 
‘이-’ 앞

정말이지 100(33.67%)
기타 177(59.60%)

명사 앞 1(0.34%)

참말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 75

계사 
‘이-’ 앞

참말이지 4(5.33%)
기타 32(42.67%)

조사 ‘로’ 앞 13(17.33%)

22) ‘참’은 현재 구어에서는 주로 부사로 쓰여서 한국어 언중들은 명사 용법이 부사 용법에서 
파생되었으리라고 잘못 짐작할 수 있다. 우리말샘에서 제공하는 역사 정보에 따르면 ‘참’은 
16세기 문헌 자료에서 ‘’의 형태로 먼저 명사로 쓰이다가, 19세기 문헌 자료에서부터 부
사의 용법이 발견된다. 따라서 명사 용법에서 부사 용법이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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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이듯이, 이 네 가지 명사는 다시 ‘진짜, 참’과 ‘정말, 참말’의 
두 무리로 구분된다. ‘진짜’와 ‘참’은 의미상 ‘거짓’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모두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정말’과 ‘참말’은 
‘거짓말’의 반대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계사 ‘이다’와 결합한 경우를 보자면, ‘정말’은 90% 이상의 비율로 ‘이다’와 
함께 나타나는데 ‘참말’의 비율도 50% 안팎에 달한다. 이와 달리, ‘진짜’와 
‘참’은 모두 10%에 달하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서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등에 대한 형태 분석을 잠깐 논의하
고자 한다. 세종 문어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는 ‘진짜’와 ‘로’의 결합을 모두 
명사와 부사격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로’가 ‘명사+조사’와 ‘부
사’일 때는 표면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가지 분석의 차이가 뚜
렷하다. 부사 ‘진짜로’일 때는 ‘로’가 단어 내부 구성 요소가 되고, ‘진짜로’ 
전체가 문장의 수의적 부사어가 된다. 반면, 명사 ‘진짜’와 부사격 조사 
‘로’의 결합은 문장의 필수적 부사어이다. 곧, 이때 ‘진짜’는 빼놓을 수 없
는 논항이다. 다음 (1)은 이러한 차이점이 반영된 예문들이다. 

(1) 가. 여성들은 바로 그 환상적 리얼리티를 진짜로 믿고 그 상품을 구매
한다.

    나. 내 말 알아들어? 거짓말하는 게 싫으면, 그럼 진짜로 하면 돼.
    다.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발굴부진의 책임에 몰리자 가짜를 구입해 

진짜로 둔갑시켜 역사를 거꾸로 세웠다.
    라. 세포에는 진짜로 이름표가 있습니다.
    마. 보충수업 빠진 건 담임 몫이고 그건 진짜로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바. 흥미가 생기길래 순서를 다 맞춘 다음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끝

까지 다 읽어 보았더니 진짜로 쓸 만한 작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
어요.

  (1가~다)의 ‘진짜로’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부사어이다. ‘진짜
로’가 삭제되면 뜻이 통하지 않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예컨대, (1가)에
서 쓰인 ‘진짜’는 환상에 대립되는 진짜인 것,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며,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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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필수적인 논항의 자리를 차지한다. 
  반면, (1라~바)의 ‘진짜로’는 모두 수의적인 성분이다. ‘진짜로’가 삭제
되더라도 원래 문장의 일부 의미가 상실될 뿐 비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럴 때는 ‘정말로/참말로/참으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앞서 (1가)
와 (1다)에서는 다른 부사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1나)는 ‘거짓말’의 반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나마 ‘참말’로 바꿔 쓸 수 있으나, 이럴 때 ‘참말
로’도 부사가 아니다.

이처럼 표면상 부사와 같은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명사+조사’인 경우는 
다음 ‘진실로’, ‘참으로’의 쓰임에서도 확인된다.23)

(2) 가. 아첨이지만 아첨인지 모르고 진실로 들려요. 어 아첨은 진실이 아니
거든요. 근데 진실로 들립니다.

    나. ‘1+1=2’라는 문장이 참인 이유는 앞의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사실
들과는 다른 사실들에 의해 여러 수학적 정의와 공리들에 의해 참
입니다.

이상 기원 명사의 문법적 특징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었으니, 다음으로 
각 부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정말, 참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참’을 살펴볼 것이다.

3.2.1. ‘정말’과 ‘참말’

임규홍(1998:241)에서는 다음과 같은 짝을 제시하여, ‘참말’이 원형적으
로 ‘정말’보다 의미가 명사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3) 가. *정말하다 – *정말을 해라 – 정말(로) 결혼했니?
    나. 참말하다  – 참말을 해라 – 참말로 결혼했니? – *참말 결혼했니?

실제 말뭉치에서도 ‘정말’은 ‘이다’ 구문 외에는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 
23)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여 세종 문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참말로’가 ‘명사+조사’로 분석된 

용례를 일일이 검토한 결과, 모두 부사 ‘참말로’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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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쓰이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참말’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
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4) 가. 자칫 실수로 참말이 나올까 봐 말을 할 때마다 몇 번이나 스스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이 말들 가운데 ‘오류’와 ‘거짓말’과 참말을 구분해 보세요.
    다. 그러나 그 말이 참말 같지는 않았다.

‘정말’이 보조사 ‘은’과 결합할 때 ‘사실’류 진실성 부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도 관찰된다.

(5) 가. 알고 보니 그녀는 이 도시에서 꽤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무용을 가
르친다는 것이 약간 속된 것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정말은 착실한 
마음씨의 부인이며 생활을 하기 위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데 
불과했다.

    나. 나는 태연한 척했으나 정말은 부끄러워 문을 닫았다.

(5)에서 쓰이는 ‘정말은’은 모두 ‘실제로는’, ‘사실은’, ‘실은’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쓰이므로 흔히 대조
의 환경에서 나타난다. (5가)와 (5나)에서 볼 수 있듯이, 역접 연결어미 
‘-지만’과 ‘-(으)나’ 뒤에 쓰이는 것이 관찰된다. 

3.2.2. ‘참’과 ‘진짜’

의미상 ‘참’은 철학에서 명제의 진리값의 ‘진’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진짜’는 참된 사물을 가리키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명제의 참과 거짓’, ‘참을 추구하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진
짜’가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명사 ‘참’과 ‘진짜’는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여 관형어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6)은 ‘진짜’와 ‘참’의 수식을 받는 명사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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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짜’와 ‘참’이 수식하는 명사 목록:
    진짜: 이유, 결혼, 모습, 사람, 돈, 거짓말, 연예인, 호랑이, 잠수함, 깡패, 

사나이, 실력…….        (총 288개)
    참: 교육, 모습, 주제, 맛, 삶, 뜻, 의미, 수행자, 본성, 지식인……. 

(총 43개)

‘참’은 ‘진짜’에 비해 수식 명사의 유형수가 적으며, ‘참교육, 참모습, 참
주제, 참삶, 참뜻’을 비롯한 상당수는 띄어쓰기 없이 합성 명사로 쓰인다. 
또한, ‘참’이 명사로 쓰일 때는 점점 단어 내부 구성 성분으로 발달하는 경
향이 보인다. ‘참기름, 참나무, 참숯’을 비롯한 단어에서 ‘참-’이 접두사로 
나타난 것이 하나의 증거이고, ‘참답다’, ‘참되다’와 같은 형용사 파생 형태
의 쓰임이 또 하나의 증거이다.

같은 명사와 결합하더라도 ‘참’과 ‘진짜’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
음 예문을 통해서 ‘참모습’과 ‘진짜 모습’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7) 가. 물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결론은, 수학적 완벽성만으로 자연의 참모
습을 기술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 노자는 언제나 고요하고 겸허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위대
한 도의 참모습이기도 하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TV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광고 모델의 매력적인 
이미지가 모델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라. 어쩌다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사심에서 나왔거나 인심
을 기만하고 진짜 모습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7가)와 (7나)에서 쓰이는 ‘참모습’은 대체로 진상이나 본질을 말하는 것
이고, 이는 한자어 ‘진면목’과 비슷한 말이다. 이때 ‘참모습’은 하나의 단어
로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7다)에서 ‘진짜 모습’은 
모델의 화장 없이 나타난 원래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모습’은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7라)의 경우,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
은 의도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습’은 은유적 의미이지만, 전
체 ‘진짜 모습’은 여전히 ‘참모습’이 지니는 사물의 본질이나 진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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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참모습’에서 쓰이는 ‘참’은 사물의 내부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반면에, ‘진짜 모습’에서 쓰이는 ‘진짜’는 사물의 외부 속성을 가리킨다.  
‘진짜 모습’은 겉으로 보면 잘 발견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짜’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대체로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진짜’
의 수식을 받는 개체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하여 판단할 때는 거짓
이 아닌, 혹은 허위적이지 않다는 속성을 뜻하는 ‘진실성 의미’이고, 또 하
나는 그 명사가 지니는 표시의미(denotation)에서 모든 속성을 갖춘 가장 
전형적인 개체임을 나타내는 ‘전형성(typicality) 의미’이다.24)

(8) 가.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짓궂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즐겨 들려
주곤 하는 농담이 있다. 사실 넌 주워온 아이란다. 저기 굴다리 밑
에, 떡 파는 아줌마가 네 진짜 엄마란다.

    나. “잘 하셨습니다. 일 주일간은 저희가 아들이고 며느리니까요 탄탄히 
믿으세요. 서울 있는 진짜아들 생각이 난다고 훌쩍거리지 마시고요.”

    다. ‘게임에 나오는 무기를 진짜 돈을 주고 사고 판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도 가슴이 철렁했다.

    라. 신지는 그애의 진짜 이름이 아니다.
    마. 진짜 잠수함도 있고, 움직이는 항성들의 모형도 있고, 산을 만들거

나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실험도 해 볼 수 있었다.

(8)에서 ‘진짜’와 ‘명사’의 결합은 모두 ‘거짓’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이다. 
위에서 보인 ‘진짜 엄마’와 ‘진짜아들’은 혈연관계를 따질 때 ‘생모’와 ‘친생
자’를 의미하고, ‘진짜 돈’은 게임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24) 이러한 구분은 영어 진실성 형용사 ‘real’, ‘actual’, ‘true’에 대한 연구인 
Tognini-Bonelli(1993)과 Constantinescu(2011), 그리고 스페인어 진실성 형용사 verda-
dero(‘true’), auténtico(‘authentic’)에 대한 연구인 Masià(2017)을 참조한 것이다. 
Tognini-Bonelli(1993:194-195)에서는 ‘real’의 두 가지 용법을 형용사의 선택 기능
(selective function)과 초점 기능(focusing fun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e 
real reason for the ban’과 같은 경우는 ‘real’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와 
구분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real difficulties’와 같은 경우는 ‘real’이 어려움의 한 방면에 초
점을 두고 명사의 전형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Masià(2017)에서는 전자를 축자적 해석(literal reading), 후자를 강조적 효과
(intensification effect)로, 그리고 강조적 의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특수한 경우를 메타
언어적 해석(metalinguistic reading)으로 논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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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돈을 지시하며, ‘진짜 이름’도 가명, 예명 혹은 필명이 아닌 법적 효
력을 지닌 이름이고, ‘진짜 잠수함’은 모형이 아닌 실물 그대로인 잠수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진짜+명사’는 모두 피수식 명사의 진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진짜’는 여기서 ‘가짜’와 대
조되는 의미로 쓰이고, 명사의 지시의미를 지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진
실성 의미로서 쓰이는 ‘진짜’와 명사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그에 상반되는 
개념이 존재한다. 예컨대, ‘진짜 엄마’의 반의어는 ‘양모’가 될 수 있고, ‘진
짜 이름’의 반의어는 ‘가명, 예명, 필명’ 등이 될 수 있다.25)

(9) 가. 내가 얼마나 사치스런 고민을 하고 불행한 척을 했는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100일 되던 날, 수술 뒤 눈물 범벅이 되어 마취에서 
깨어나던 아이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되었음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나. 진짜 시인이 되기 위해선 아주 고통스러운 내적인 진지함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다. 진짜 마술사는 남이 전혀 속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마술을 
건다구.

    라. 그 자리에서 한 교민으로부터 “우리는 옷장사나 하고 조그만 구멍가
게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건 진짜 비즈니스랍니다” 라는 말로 소
개받은 인물이 뻬뜨루 최였다. 첫눈에 서로 사기꾼임을 알아본 그들
은 곧바로 ‘진짜 사나이’라는 명분 아래 의기투합해버린 모양이었다.

    마. 나는 상대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만 진짜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바.   “할아버지, 그러면 진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에요?”
  “응, 진짜 거짓말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남을 속여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이자. 아, 남을 위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짓
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니?”
  민이는 그때서야 할아버지의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과는 다르다는 

25) ‘진짜’의 이러한 진실성 의미는 ‘참’과 ‘정말’의 용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입으로만 하는 실없는 어리광이 아니라 진실한 맘에서 솟아나는 참 소리였다.
  (2) 나는 대마초 연기를 급히 빨아들이고,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억지웃음이 곧 정말웃음

이 되었다. 이유없는 웃음, 환각이 만들어내는 웃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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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았습니다.

(8)과 달리, (9)에서 쓰이는 ‘진짜’와 ‘명사’의 결합은 더이상 명사의 참
과 거짓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명사가 지니는 속성을 화자의 주관적인 판
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9가)와 (8가)를 대조해 보면, 
모두 ‘진짜 엄마’로 쓰이지만, (9가)에서는 생물학적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엄마로서의 전형적인 특징에 맞춰서 엄마 자격
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때는 접미사 ‘-답다’가 포함된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곧 ‘엄마다운 엄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9바)의 
맥락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어린이 민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안 좋다
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방금 한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였
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말한 ‘진짜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과 분리하여 
거짓말의 속성을 더 세밀하게 따지는 것이다. ‘진짜’가 전형성 의미로 쓰일 
때는 피수식 명사의 속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화자
가 명사의 표시의미에서 어떤 방면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속성을 갖춘 개
체는 곧 ‘진짜’의 수식을 받을 만한 것이 된다. 

‘진짜+명사’에서 발견된 진실성 의미와 전형성 의미의 구분은 통사적 변
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Constantinescu(2011:201)에서는 영어 ‘real’
이 술어 자리에 쓰일 수 있을지를 ‘real’의 두 의미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한국어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10) 가. That's a real gun.
가'. That gun is real.
나. That guy is a real idiot.
나'. *That idiot is real.
다. 박물관에는 진짜 잠수함이 있다.
다'. 박물관에 있는 잠수함은 진짜이다.
라. 이 사람은 진짜 시인이다.
라'. *이 시인은 진짜이다.

(10)에서 제시한 짝을 비교해 보면, 진실성 의미로 쓰이는 ‘real’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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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술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반면, 전형성 의미로 쓰일 때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특정적인 구문으로 환언될 수 있을지도 하나의 구분 방법이 될 것
이다. ‘진짜’가 전형성 의미로 쓰일 때 ‘진짜 NP’ 구조는 다시 구문 ‘NP 중
의 NP’로 달리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진짜 사나이’는 ‘사나이 중의 사나
이’이고, ‘진짜 마술사’도 ‘마술사 중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다.26) 그런데, 
이와 달리 진실성 의미일 때는 그런 구문으로 바뀌어 쓰일 수 없다. 예컨
대, ‘진짜 이름’이 ‘이름 중의 이름’으로, ‘진짜 잠수함’이 ‘잠수함 중의 잠수
함’으로 환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진짜’의 
전형성 의미는 단순히 피수식 명사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대신, 피수식 명
사가 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속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의미를 드러
내는 것이다.27)

관형어 ‘진짜’는 진실성 의미이든 전형성 의미이든 쓰일 때 분포에 있어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이에 해당하는 스페인어의 표현은 통사 분포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관찰된다. Masià(2017:60-61)에 따르면, verda-
dero(‘true’)와 auténtico(‘authentic’)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두 가지 위치
에 나타난다. 진실성 의미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 나오고, 전형성 의미로 
26)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 중, 관용 표현으로 쓰이는 ‘여우 중의 상여우’가 있고, 한 단

어로 쓰이는 ‘왕중왕’도 있다.
27) 이러한 평가의 의미는 명사의 내재적인 속성과 연관될 수 있지만, 맥락과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진짜 잠수함’은 위에 제시한 예문 (8마), (10다)에서 전형성 의미를 나타내지 않지
만, ‘잠수함 중의 잠수함’이 되는 맥락도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잠수함의 성능이 너
무 뛰어난 나머지 쓰는 사람들이 매우 만족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잠수함이야!”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진짜 잠수함’이 일반적으로 ‘모형이 아닌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은 ‘잠수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인, 예술가, 바보, 사나이’와 같은 다른 명사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지 않
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Constantinescu(2011:206-207)에서는 ‘such’ 감탄문에 쓰일 수 있을지를 
하나의 판별 환경으로 삼고, ‘car, table, bird’와 ‘idiot’에 대해서 비교해 본 바가 있다.

     (1) He's such an idiot!
     (2) a. *That's such a car! b. *That's such a table! c. *That's such a bird!
     (3) a. That's a real car! 

      b. Now, that's (what I call) a real table! 
      c. That's a real bird.

   예문 (1)과 (2)를 비교해 보면, ‘idiot’은 ‘such’이 쓰이는 감탄문에 잘 나타날 수 있지만, 
‘car, table, bird’는 그렇지 못한다. 그러나 (3)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real’의 수식을 받은 
‘car, table, bird’는 감탄문 환경에 어색하지 않게 잘 쓰인다. (3)의 경우 ‘real’이 사용됨으
로써 ‘car, table, bird’의 평가의 기준 의미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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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일 때는 명사 앞에 나온다. 이러한 통사적 특징은 의미 해석과 강한 연
관성이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11) 가. ??Conocimos a una artista verdadera.
    met.1PL DOM  a     artist true

 ‘We met a true artist.’
가'. Conocimos a una verdadera artista.

 met.1PL DOM a true artist  
   ‘We met a true artist.’
나. Usamos una identidad verdadera.

use.1PL a identity true
 ‘We use a true identity.’

나'. ??Usamos una verdadera identidad.
use.1PL a true identity

  ‘We use a true identity.’

Masià(2017:60)에 따르면 (11가)에서 쓰인 ‘artista verdadera’는 ‘fake 
artist’가 있는 맥락에서만 성립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verdadera ar-
tista’로 나타나 ‘진정한 예술가’로 해석된다. 한편, (11나)와 (11나')에서 
나타난 ‘identidad’는 전형성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identidad verdadera’의 형식으로 ‘위조된 신분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처럼 진실성과 전형성의 의미 구분은 스페
인어에서 통사론의 차원에서도 반영된다는 것이다.28)

‘진짜’가 관형어로 쓰일 때 진실성과 전형성의 두 가지 의미의 구분은 
부사의 용법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기실 ‘정말’류 진실성 어휘의 용법에서 
진실성을 비롯한 진리조건적(truth-conditonal) 의미와 전형성을 비롯한 
비진리조건적(non-truth-conditional) 의미 구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
음 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8) 영어는 한국어처럼 이러한 분포적 차이가 없지만, 두 의미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에서 쓰일 수도 있다. Constantinescu (2011:204)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제 용례를 제
시한 바가 있다. 

   (1) Their place is not a real palace, but it's a real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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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사의 다기능적 쓰임
이 절은 ‘정말’류 진실성 부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이다. ‘정말’류 부사

는 통사론적 조건에 따라, vP 영역, IP 영역, CP 영역에 쓰일 수 있다. vP 
영역에서 나타날 때는 동사나 형용사의 속성을 수식하기 때문에 성상부사
로 부르기로 한다.29) IP 영역과 CP 영역의 경우는 앞서 ‘정말’에 대한 시
범적 분석에서 밝힌 바에 따라 사건부사와 화행부사로 양분화된다.

이 절의 논의 흐름은 먼저 각 통사론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부사가 다른 
층위의 부사와 구별되는 통사적 특징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부사의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부사가 
자주 공기하는 문법 표현, 혹은 어휘 부류가 있으면 제시하기로 한다.

3.3.1. 성상부사

성상부사의 통사론적 층위는 vP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미론적 층위는 
하위 사건을 수식하는 것이다. 먼저 성상부사가 다른 층위의 부사와 구분
되는 두 가지 통사적 특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성상부사는 동사구 안에서 동사의 속성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사건의 일
부가 된다. 따라서 주어가 행하는 의도나 의지 등을 드러낸 동적양태 표현
의 작용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다음은 동적양태 표현 ‘-고자 하다’가 쓰
이는 예문이다.

(12) 가. 누구나가 경제의 위기를 염려하고 있지만 진실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나. 수행에 대한 확신은 나로 하여금 점점 더 활기차게 수행을 계속하

29) 성상부사 대신 방식부사라고 하는 용어도 있다. 이는 사건 구조에서 소위 동적 사건과 정
적 사건의 구분과 관련이 있다. 방식은 동적 사건 의미에 더 치중한다고 하면, 성상은 정적 
사건 의미에 더 치중한다. 두 가지 용어는 절대적인 구분이 없다고 보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정말’류 부사가 행위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
상부사라는 용어를 채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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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동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진정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
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2가)에서 ‘진실로’는 ‘책임을 지-’를 수식하므로 ‘-고자 하다’의 작용역 
안에 들어간다. 이에 대한 해석은 경제 위기를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
지만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12나)에
서 ‘진정으로’는 ‘수행을 하-’를 수식하므로 ‘-고자 하다’의 작용역 안에 
들어간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부정문의 쓰임을 보고자 한다.

(13) 가. 우리가 남을 욕하는 것, 헐뜯는 것은 정말 미워서가 아니다. 욕으
로써 감정을 푸는 게다. 욕은 더러워도 욕으로 풀고 나면 마음은 
천사처럼 깨끗해진다.

나.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것이 진짜 살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짜 
살아 있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다. 솔직히 자기방어라고 말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당시 현장에서 그
는 진짜로 나를 위협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라. 데이비스는 진짜로 좀비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좀비의 존재는 가능
하다고도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 문장부사에 대한 부정문 판정은 일반적으로 각 부정의 유
형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부정은 ‘안’ 부정, ‘못’ 부정, ‘-이 아
니-’ 부정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임동훈(2020:43)에서는 ‘안’ 부정은 
사태부정(propositional negation)이고, ‘못’ 부정은 실현부정(event neg-
ation)이라고 주장한다. 사태부정이 명제의 부정이라면 실현부정은 명제의 
실현에 대한 부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상부사의 특징을 결정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부정은 ‘못’ 부정이 될 것이다. (13다)와 (13라)에서 보듯, ‘진
짜로’는 ‘못’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을 수 있다. (13가)와 (13나)의 경우, 
‘정말’과 ‘진짜’가 계사 부정, ‘안’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는 양상이 나타나지
만, 이 현상은 사건부사와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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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성상부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상부사로 쓰일 때 ‘정말’
류 부사의 의미는 앞서 관형어로 쓰이는 ‘진짜’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본다. 
대체로 진실성 의미와 전형성 의미로 구분된다. 먼저 진실성 의미의 경우
를 살펴보자.

(14) 가. 미래의 가상체험은 기억 속에 화성여행의 기억을 집어넣음으로써, 
화성여행을 대신하는 것이다.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고생하며 진짜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사진으로 찍기 위해서였는데, 인형이 
역광으로 어둡게 찍히면서 실제 사람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사
진이 나왔다. 동은이는 “진짜로 떨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라서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했다.

다. 내가 그런 말이나 행동을 진짜로 했는지조차 우리는 기억하지 못
한 채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면서 살아갑니다.

라.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에 모르는 자가 없지만, 진실로 실행하는 자는 없다.

(14)에서 쓰인 ‘진짜로, 진실로’는 동사의 속성을 수식하여, 동작이 현실 
세계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14가)에서 ‘진짜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직접 화성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에서 쓰이는 ‘진짜로’와 ‘진실로’는 모두 ‘실제로’로 대체할 
수 있다. 요컨대, 성상부사로 드러낸 진실성 의미는 ‘진실’의 현실적인 특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전형성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15) 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렵다.

나. 요즘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시끄럽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서

30) (13가)의 해석은 중의성이 있을 듯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 우리가 남을 욕하는 것, 헐뜯는 것은 [정말 [밉-]]-어서가 아니다.
나. 우리가 남을 욕하는 것, 헐뜯는 것은 [정말 [미워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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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초월하지요.
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아쉬워하는 것은 이 유예가 아니다. 
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마.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꾸준한 성장”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바.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해야 기쁨이 커진다.
사. 목표에 집착하여 정말로 바라는 소원을 이루지도 못한다.

(15)에서 쓰인 ‘진정으로, 진실로, 진짜, 정말, 정말로’는 수식 용언의 전형
적인 성질을 표현한다. 예컨대,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결
혼 생활’이 지시하는 개체 중,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맞춘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화자는 여기서 ‘행복함’이란 속성의 원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의
도가 있다. (15바)에서 ‘정말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
약 이 문장에서 쓰인 ‘정말’을 삭제해도, 문장은 전혀 비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기쁨이 커진다.’라고 하는 문장은 ‘정말’
이 쓰인 것에 비하여,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원하다’의 속성이 덜 드러나
게 된다. 이에 ‘정말’이 삭제된 후, 문장의 명제적 의미가 손실되지 않지만, 
화자의 태도가 담긴 주관적인 의미가 일부 상실된다. 이로부터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전형성 의미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관여되는 의미라
는 것이다.
  여기서 (15)에서 나타난 ‘진정으로’의 쓰임에 대해서 잠깐 논의해 볼 필
요가 있다. ‘진정’은 한자 ‘眞情’과 ‘眞正’이 모두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한글로 표기되면 어떤 한자가 쓰이는지 짐작이 바로 안 될 때도 있다. 예
문 (15가)에서 쓰인 것이 ‘眞正으로’임이 분명한데, (15나)의 경우는 ‘眞情
으로’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眞情으로’는 ‘사랑하다’, ‘아끼다’와 같
은 심리 상태를 드러낸 동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이 문장만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 

‘眞情으로’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 또 한 가지의 성상부사어는 ‘진심으로’
이다. ‘진심으로’는 ‘眞情으로’보다 사용 빈도가 더 높다. ‘진심’은 참된 마
음이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부사어로 쓰이는 ‘진심으로’는 행위를 행하는 
자의 태도가 진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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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그러나 오빠의 계속된 고백에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것
을 알게 됐어요.

나. 용서를 비는 마음이 생기고 이어서 아버지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신당 창당 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라.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다시 한번 통절한 반

성의 뜻을 나타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는 마음을 표명합니다.

  이상으로 vP 영역에 나타나는 ‘정말’류 진실성 부사는 진실성 의미와 전
형성 의미 외에 ‘진심으로’와 ‘眞情으로’처럼 행위를 행하는 태도를 표현하
는 의미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진심’은 현재 젊은 층의 사용
으로 원래의 용법을 넘어서 ‘정말’, ‘너무’처럼 용언의 속성을 강하게 표현
하기도 시작했다. 예컨대, ‘진심 맛있어’라는 문장과 같이 많이 쓰인 것으
로 관찰된다. 이 현상에 대한 고찰은 6.3.절에서 논의할 것이겠으나, 이로
부터 강조를 드러낼 때,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미를 확인하되 다음으로 사용 맥락을 검토해 보자. 다음 몇 가지 예문
으로 관찰된 바로는 피수식 속성의 진실성/전형성을 현저하게 나타내는 동
시에, 흔히 반대되는 속성과의 대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17) 가. 같은 영화들인데 한 프레임씩 보면 가짜로 때리는 티가 났다. 그런
데 우리처럼 고속촬영으로 권투를 찍으면 진짜 때리지 않는 이상 
가짜티가 날 것이 뻔했다.

나. 세포가 살았지만 정말 참 사는 것은 보다 높은 개체의 자아의식을 
통해서만 될 수 있듯이 개인의 참 사는 것도 민족 전체가 철저한 
보다 높은 자아의식에 이르러서만 될 수 있다.

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

(17가)의 ‘진짜’는 ‘가짜’와 대조되는 맥락에서 나타난다. ‘진짜 때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영향이 있을 때까지 때리는 것인데 
연출을 위한 위조된 싸움 장면과 구별된다. (17나)에 쓰인 ‘참 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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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세포가 살아서만 생존한다는 것과 대조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더 
강조되는 것은 자아의식과 민족의식의 중요성이다. (17다)는 진정한 인내
는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진실로’는 ‘참
다’의 전형성 의미를 나타내는데 대조항은 일반적으로 여겨진 ‘참다’의 속
성이다. 
  마지막으로 (17다) 문장의 문법성에 있어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만약 
‘진실로’가 삭제되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참는 것이다.’라는 문장
이 비문이 된다. 여기서 ‘참다’를 수식하는 ‘진실로’는 단지 수의적인 성분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다’라는 행
위에 하나의 척도(scale)를 상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다’라는 속성은 
보통 조건에서의 것이고, 척도의 극단 조건, 곧 가장 어렵고 참을 수 없는 
일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만약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참지 못했던 일
까지 다 참았다면, 이 사람이 ‘참다’의 척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극단까지 
다 채움으로써 척도를 확장한 것이다. 이럴 때, 그 사람은 ‘참다’라는 말의 
본디의 의미, 곧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정히 실천한다고 
볼 수 있다. ‘진실로 참는 것’을 바꿔 쓴다면, ‘참된 인내’, 심지어 ‘참인내’
라는 말을 만들어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다음과 같
은 예문을 찾을 수 있다. 

(18) 가. 시쳇말로 한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참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
다.

나. 믿음과 인내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강한 인내심이 없이 강한 믿음
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 참된 인내도 가질 수가 없
습니다.

예문 (18)은 기독교 관련 웹 사이트에서 찾은 것이다. 종교 내용과 관련
된 텍스트에서는 인간의 품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한다. 이럴 때는 어
떤 것이 ‘진짜 인내’인지, 어떤 것이 ‘가짜 인내’인지 말하곤 한다. 성경의 
각 버전에서 사용된 진실성 부사 양상을 비교해 보면 언어 사용의 변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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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한복음 6:47
TYN(1526): Verely verely I saye vnto you he that beleveth on me 

hath everlastinge lyfe.
KJV(1611):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th on me 

hath everlasting life.
NIV(1978): I tell you the truth, he who believes has everlasting life.
NASB(1971):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
개역한글(1952):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

졌나니
개역개정(1998):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

졌나니
새번역(1993):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

생을 가지고 있다.

각 버전의 성경은 번역 지침과 시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십
상이다. (19)의 첫 문장에서 쓰인 ‘verily, truly, 진실로, 진정으로’는 모두 
진실성 부사이다. ‘verily’는 중세영어(ME)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부사인데, 
조기현대영어(EModE)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다가, 그 뒤에 점점 하락세가 
보인다고 한다(Defour 2012:79).31)그리고, Defour(2012:82)에서 제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verily’는 종교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것이 제일 특징
적이고, ‘Verily verily I say (unto you)’라는 표현은 TYN 성경과 KJV 성
경에서만 발견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
에서는 모두 그 당시에 사용하는 부사 ‘verily(verely)’가 쓰였지만, 20세
기 들어서 ‘truly’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한국어 번역판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양상이 관찰된다. 일반인
에게 알기 쉬운 새번역에서는 ‘진실로’가 ‘진정으로’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

31) ‘verily’와 현대 영어에서 정도부사로 쓰이는 ‘very’는 모두 라틴어 ‘verus’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Lorenz(2002:145–146)에 따르면, 부사 ‘verily’의 기원 형태인 형용사 ‘verrei’가 
기원적으로 고대 프랑스어 ‘verai’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어 ‘verai’는 다시 
라틴어 ‘verus’에서 기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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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현대 한국어에 이르러서 ‘진실로’의 사용 폭이 좁아졌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성상부사(어)에 해당하는 ‘정말’류 진실성 부사(어)는 주로 ‘진실

로, 진짜, 진짜로, 진정, 眞正으로, 정말, 정말로, 참, 참으로, 진심으로, 眞
情으로’ 등이 있다. 통사론적으로 다른 층위에 작동되는 부사와 구별되는 
특징은 동적양태의 작용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과, ‘못’ 부정의 작용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의미 면에서는 주로 행위의 현실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진실성 의미,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린 전형성 의미, 그리고 ‘진심으
로, 眞情으로’를 비롯한 행위의 태도를 표현하는 무리가 있다. 사용 맥락을 
고찰한 결과, 피수식 속성의 진실성/전형성을 현저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흔히 다른 것과 대조시키는 환경에서 나타난다.

3.3.2. 사건부사

사건부사로 쓰인 ‘정말’류 부사는 통사론적 층위가 IP 영역이고, 의미론
적 층위가 전체 사건이다. 앞서 2.2절 논의에서는 판정의문문, 조건절, 부
정문, 문법적인 인식양태 표현 등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사건부사의 통사
적 지위를 확인한 바가 있다. 

전술했던 특징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니 여기서 하나의 예를 통해 성상부
사어와 사건부사어의 통사론적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 가. 가만히 보면 이 학교를 진짜로 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모두 
그러는 체하면서 제낯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뿐이야.

나. 가만히 보면 이 학교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모
두 그러는 체하면서 제낯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뿐이야.

다. 가만히 보면 진짜로 이 학교를 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모두 
그러는 체하면서 제낯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뿐이야.

라. 가만히 보면 진심으로 이 학교를 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모
두 그러는 체하면서 제낯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뿐이야.

  
위 (20가)는 ‘진짜로’가 쓰인 문장이다. 이는 성상부사어 ‘진심으로’로 대
체할 수 있고 문장 (20나)에 반영된다. 그런데 ‘진짜로’는 문장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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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다. (20다)처럼 ‘진짜로’를 목적어 ‘이 학교를’ 앞에 
놓이게 되면 작용역이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는 앞에 나타나도 
수식 대상이 여전히 동사 ‘위하다’이다. 이러한 변환을 통해서 ‘진짜로’의 
중의성이 관찰된다. (20다)와 (20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
로 표현된다.
                           (21) 가. 가만히 보면 [진심으로] 이 학교를 [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 가만히 보면 [진짜로] 이 학교를 [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가만히 보면 [진짜로 [이 학교를 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라. 가만히 보면 [진짜로 [이 학교를 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앞서 2.2.절에서 ‘정말’에 대한 시범적 분석에서는 ‘확실히’의 용법과 구
별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나 ‘정말’과 형용사의 결합에 대해서는 언
급이 되지 않았다. 이는 흔히 선행 연구에서 정도부사로 분석되고 있지만, 
과연 정도부사일까? ‘정말’이 서술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의 경우를 살펴보
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문부터 보자.

(22) 영희의 글씨가 정말 예쁘다.

예문 (22)에서 쓰인 ‘정말’은 일반적으로 정도부사 ‘아주, 매우’로 교체할 
수 있어 형용사의 정도를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쓰인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23) - 철수: 영희가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 선우: 응. 영희의 글씨가 정말 예쁘더라.

여기 (23)에서 철수는 영희의 글씨가 예쁜지 안 예쁜지 몰라서 선우에게 
물어보는 맥락이다. 따라서 선우가 발화에서 ‘정말’이 쓰인 것은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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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표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매우’로 교
체하면 부적절하다.

(24) (처음으로 영희가 쓴 글을 보고서)
와, 영희의 글씨가 정말 예쁘다!

한편 (24)의 맥락은 영희가 쓴 글을 보고 나서 감탄하는 경우이다. ‘정말’
은 감탄 화행과 잘 어울리고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드러난다. 여기서 정
도부사 ‘너무’로 교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뉘앙스상 차이가 있다. 일단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만 기술해 두고, ‘정말’류 부사와 정도부사의 차
이에 대해서 뒤에 상술할 것이다.
  예문 (23)과 (24)에서 반영된 두 가지 맥락은 통사적인 검증도 받을 수 
있다. 임규홍(1998)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 대해서 분열문이 검증 수
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25) 가. (말하는이가 그 여자가 멋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야, 그 여자 정말(진짜, 참말로) 멋있네.

가'. *야, 그 여자 멋있는 것이 정말(진짜, 참말)이다.
나. 자네가 지난번 그 여자가 멋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야, 그 여자 

정말(역시, 진짜, 참말로) 멋있더라.
나'. 그 여자 멋있는 것이 정말(진짜, 참말)이더라.

(임규홍(1998:245-246) 바탕으로 정리)

이러한 분석 방법에 따라 (23)에서 쓰인 문장은 분열문으로 만들 수 있
다.

(26) 영희의 글씨가 예쁘다는 것이 정말이었어.

분열문은 부사의 판별 기준 중 하나라고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부사가 
분열문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는 많은 조건이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분열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는 사건에 한정할 수 있는 ‘무엇, 어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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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소위 육하원칙과 관련된 요소이다(Keizer 2018:72). 따라서 사
건 내부에 속하는 진리조건적 요소는 분열문의 초점이 될 수 있고, 비진리
조건적 요소는 그렇지 못하다. 한편, 분열문으로 변환되는 것은 부사에 상
응하는 형용사 형태가 있는지에도 달려 있다.32)

분열문이 될 수 있을지는 위 예문 (22)에서의 ‘정말’의 해석이 맥락에 
따라 진리조건적 의미와 비진리조건적 의미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본고는 (23)에 해당하는 의미를 사건이 진실임을 시인하므로 [진
실 시인(truth-identifying)]이라는 의미로 기술하고, (24)에 해당하는 의
미를 사건이 진실임을 시인하면서도 주관적인 강조 또한 강화의 의미가 드
러나므로 [진실 강조(truth-emphasizing)]라는 의미로 기술하기로 한
다.33) 

[진실 시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객관 양태의 의미와 가깝고, 부사의 
수식 대상이 주관적인 특징이 없거나 화자의 발화 의도가 단지 사건의 진
실성을 표현할 때 쓰인 것이다. [진실 강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식 대
상이 주관적인 강화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흔히 심리 동
사, 형용사와 결합하는 것이다. 영어학계에서 이러한 용법을 강의부사로 
가리키기도 한다.

32) 한국어 문장부사를 판정할 때 분열문이 검증 수단으로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는 김현아(2015:19-20)에서 상세히 다룬 바가 있으니 본고에서는 전개하지 않겠다.

33) 이러한 분류법은 Paradis(2003)에서 ‘really’에 대한 분석을 참조하여 수정한 바가 있다. 
Paradis(2003)에서는 ‘really’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1) Really, they are quite strange. (truth attesting of proposition)
     (2) I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subjective emphasis of situation)
     (3) They are really nice. (reinforcement of scalar property)
     그러나, 진실 확인(truth-attesting)의 경우는 ‘really’가 명제를 수식한다고 해서 인식양태

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앞서 논의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말’류 부사는 인식양태
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Pradis(2003)에서 제시한 진실 확인(truth-attesting)이라는 의미
는 사실상 사건 층위의 진실성과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두 가지 의미로 양분할 수 있
다. 그리고 독립된 억양 단위로 실현 가능한 ‘really’에 대해서도 담화표지나 삽입어 등 담화 
층위의 요소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사건 층위의 의미를 다른 층위
와 구분해서 [진실 시인(truth-identifying)]과 [진실 강조(truth-emphasizing)]로 부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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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진실 시인]과 [진실 강조]

[진실 시인]과 [진실 강조]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와 같은 두 
가지 의미 해석이 모두 가능한 부사만 보면 관찰이 어렵지만, ‘진실로’와 
‘실로’의 차이에 있어서는 잘 드러낸다. 다음으로 대규모 웹 사이트 자료가 
수집된 koTenTen18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진실로’와 ‘실로’의 어휘 공
기 양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Sketch Engine 플랫폼은 아직 한국학계에서 생소하므로, 직접 웹 사이
트에서 반영된 결과를 뽑아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림 3-1>은 
koTenTen18 말뭉치를 대상으로 ‘진실로’와 ‘실로’의 공기 어휘와 공기 긴
밀성을 반영된 그림이다. 이 그림은 총 세 가지 표로 구성되고 있는데, 부
사가 명사의 좌측(noun_left), 부사가 동사의 좌측(verb_left), 부사가 형용
사의 좌측(adj_left)에 나타날 때 공기 양상이 반영된 통계 결과이다. 공기 
관계는 타겟 형태의 4어절 이내 출현한 형태를 모두 통계하여 얻은 결과
이다. 각 표 안에 초록색 부분은 ‘실로’와 빈번히 공기한 형태이고, 빨간색 
부분은 ‘진실로’와 빈번히 공기한 형태이다. 공기한 형태에 대한 통계값은 
네 열로 구성되고 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는 각각 ‘실로’의 빈도수, ‘진
실로’의 빈도수, ‘실로’의 logDice 계수, ‘진실로’의 logDice 계수이다.

<그림 3-1> ‘실로’와 ‘진실로’의 우측 어휘 공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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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Dice 계수는 일정한 문법관계의 조건하에 두 어휘의 공기 강도를 측
정하는 수치이다. logDice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 어휘가 이뤄진 공기 
관계가 더 긴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실로’의 우측 4어절 내의 
형용사 공기 형태의 긴밀성 정도는, ‘그지없다’가 제일 높고, ‘놀랍다’, ‘무
시무시하다’, ‘눈물겹다’ 등이 그 뒤에 잇따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logDice 계수는 필히 빈도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의 근본적인 원리
는 일정한 문법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 두 단어가 공기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logDice 계수의 계산 공식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
선, logDice 계수는 Dice 계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7) Dice 계수
a.   ∩

b.    
  ≃ 
  

Dice 계수는 두 표본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기본적으로 (27a)
처럼 정의된다. 즉, 집합 X와 Y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2배를 X의 원
소 개수와 Y의 원소 개수의 합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단어 빈도에 적용
하면 (27b)와 같이 된다. 단어 A의 출현확률(빈도수 를 총 단어수 N로 
나눔)과 B의 출현확률(빈도수 를 총 단어수 N로 나눔)의 곱의 2배를 
두 출현확률의 합으로 나누는 것이다. 분자는 다시 두 단어가 일정한 범위 
안에 동시 출현하는 확률을 근사값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A와 
B의 공기 빈도의 2배를 두 출현 빈도의 합으로 나누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다. Dice 계수는 [0,1] 사이에 분포하여, 값이 크면 클수록 두 단어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다시 w1과 w2가 R이라는 문법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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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면, w1과 w2의 공기하는 확률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곧 공기 관
계의 긴밀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28) logDice 계수

여기서 ∥∥는 w1과 w2가 R이라는 문법관계를 맺고 있는 것의 
빈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는 w1이 어떤 단어이든 그것과 R이라
는 문법관계를 맺고 있는 것의 빈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는 w2
이 어떤 단어이든 그것과 R이라는 문법관계를 맺고 있는 것의 빈도를 가
리키는 것이다.

logDice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로그변형을 취하는 이유는 말뭉치의 극
도로 편향된 분포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두 단어 각각의 빈도가 별로 높
지 않은데도 공기 빈도가 높다면, 이 두 단어는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단어 빈도는 극도로 편향된 분포를 보이기 때문
에, 그대로 사용하면 매우 높은 빈도의 극소수 단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단
어들끼리의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된다. 로그변형을 위하면 이런 편
차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1 이하의 수치에 로그를 취하면 매우 작은 값
이 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14를 더한 것
으로 결과가 도출된다.34)

본격적인 언어학적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Sketch Engine 플랫폼에서 
제공한 통계 도구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간다. 첫 
번째, 형태소에 대한 잘못된 태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로’의 동사 공기 결과에서는 ‘실로 꿰매다’, ‘실로 묶다’ 등 명사 ‘실’과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된 형태가 있다. 두 번째, 공기 관계는 구문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니고, 4어절 안에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
기한 형태가 부사의 직접 수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물론 
엄격히 부사가 직접 수식하는 동사/형용사의 유형을 고찰할 수 없으나, 

34)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는 Rychlý(2008), Kilgarriff et al.(2014)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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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enTen18 말뭉치가 수집된 웹 사이트 문서의 규모가 굉장한 크기에 달
하므로 공기 양상만으로도 충분히 수식 관계의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35) 또한, 직접 수식하는 경우 외에는, 공기 관계는 부사와 같이 나타
나는 다른 요소도 관찰되기 때문에, 흔히 의미운율(semantics prosody)이
라고 불린 현상까지 포착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이상 예비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림 3-1>에서 반영된 언어
학적 정보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전반적인 경향성만 보면, ‘실로’는 형용
사와 빈번히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진실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발
견된다. 이것으로 ‘진실로’는 [진실 시인]의 의미만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실로’는 [진실 강조]의 의미만 나타낼 수 있음이 예측된다. 이 가설을 증
명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예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말뭉치에서 
나타난 ‘진실로’와 ‘실로’가 동사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고자 한다.

(29) 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실로, *실로} 의식의 기원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데카르트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나.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진실로, *실로} 믿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면 그런 것쯤 용서할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더라.

(29가~나)는 ‘원하다’, ‘믿다’가 ‘진실로’와의 공기 관계로 분석된 예문이
다. 이 두 동사와 ‘실로’의 공기 용례는 0이다. 두 예문에서 확인되듯이, 
‘진실로’는 전체 동사구를 수식하는 것이 맞고, ‘실로’는 ‘진실로’의 자리에 
쓰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문장은 모두 조건절에서 쓰인 것인데, 
사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진실 시인]의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은 ‘다스리다’, ‘행하다’가 ‘진실로’, ‘실로’와 공기 관계로 분석된 예
문이다.

(30)  가. 가난한 백성을 위해 간척지를 메워 농지를 나누어준 것이 진실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나. 오늘날 미국이 세계주도국으로서 전 인류에게 보여준 태도는 실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資格)국으로는 0점이다.

35) 어절 수 단위로는 17억에 달하는 수준인데, 정확한 수치로는 1,668,851,7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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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
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라. 윤리학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식이 아니라 실로 행하는 것
이다.

(30가~나)는 ‘진실로’와 ‘실로’가 ‘다스리다’와 공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문장은 부사의 수식 관계가 다르다. (30가)의 ‘진실로’는 ‘백성을 다스
릴 수 있-’까지 수식하는 것이고, 앞서 제기된 전형성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이것이야말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렇지만 (30나)의 ‘실로’는 동사 ‘다스리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資格)국으로는 0점이-’라는 ‘이다’ 
구문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문장에서 ‘실로’ 대신 ‘진실로’가 바
뀌어 쓰이지 못한다. ‘실로’의 의미는 후행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진실 강조]의 의미에 해당한다.

(30다~라)는 ‘진실로’와 ‘실로’가 ‘행하다’와 공기하는 것이다. 그중, (30
다)의 ‘진실로 행하다’는 자연스러운 결합이다. 한편, (30라)의 ‘실로’는 다
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 ‘實’이 윤리학 분야의 전문 용어로 사
용된 것이라면, ‘실’과 조사 ‘로’가 결합하여 동사 ‘행하다’의 수단으로 해석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지만, 만약 ‘실로’가 부사로 해석된다면, 어색한 문
장이 될 것이다. 어떻든 간에 부사 ‘실로’는 ‘행하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상
정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어서 ‘진실로’와 ‘실로’가 형용사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자.

(31)  가. 새만금 개발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실로, *진실로} 엄청난 비
극이다.

      나. 친구의 친구를 통해 전달되는 전파의 위력은 {실로, *진실로} 대
단하다.

 다.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진실로 
아름답고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 이 책은 이어령 박사가 문학에서 찾은 인간의 성품에 관한, 실로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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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가~나)는 말뭉치에서 ‘실로’가 ‘엄청나다’, ‘대단하다’와 공기 관계로 
분석된 예문이다. ‘실로’는 술어의 속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진실
로’가 그 자리에 쓰이지 못한다. (31다~라)는 ‘진실로’, ‘실로’가 ‘아름답다’
와 공기 관계로 분석된 예문이다. (31다)의 ‘진실로’는 ‘아름답고 향기로워
질 수 있-’ 이라는 사건이 진실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 [진실 시
인]의 의미가 나타난다. 한편, (31라)의 ‘실로’는 ‘아름답고 풍성하-’를 수
식함으로써 이 두 형용사의 속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나타난다. 여기서 ‘실
로’는 관형사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사론적 지위는 IP 영역이 아닌, 
vP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형용사의 수식어가 되는 정도부
사의 분포와 같은 것이다. 그럼, 이 문장에 쓰이는 ‘실로’는 정도부사일까? 
[진실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정말’류 부사가 좁은 작용역 안에 나타날 
때는 정도부사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이어서 논의해 보겠다.
 
3.3.2.2. [진실 강조]와 [정도 강조]

‘참, 정말, 진짜’는 구어에서 빈번히 형용사와 결합하여, 강조적 정도부사
로 간주하는 선행연구가 적지 않다. 다음 (32)와 같은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말’의 분포적 양상은 좁은 작용역 안에 나타나는 정도부사와 같
은 것으로 관찰된다.

(32) 가. 새해엔 기분 좋게 볼 정말 좋은 영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과거에는 저희들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에서 태어났지만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가졌
어요.

(32가)의 ‘정말’은 ‘좋-’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32나)의 ‘정
말’은 ‘가난하고 어렵-’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쓰이는 것
들은 모두 정도부사 ‘매우’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러한 비슷한 점이 있음에도 [진실 강조] 의미로 쓰인 강의부사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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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조] 의미로 쓰인 정도부사의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고찰해 보면, 두 
가지 부사 부류는 차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Quirk et al.(1985), 
Ungerer(2017) 등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통사론적 판별 기준
을 제시한 바가 있다.

첫째, 정도부사는 일반적으로 다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강의부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33)  가. a really very nice example   정말 너무 좋은 예시이다.
 나. *a very really nice example   *너무 정말 좋은 예시이다.

둘째, 강의부사는 동사구 전체를 수식할 수 있으나 정도부사는 동사구 
전체를 수식할 수 없다.

(34) 가. Freda is {very, really, quite, ?perfectly, *well, *totally} able.
나. Freda is a {very, really, quite, ?perfectly, *well, *totally} able 

speaker.
다. Freda is {*very, really, quite, perfectly, well, totally} able to 

address the meeting.
Quirk et al.(1985:579)  

셋째, [진실 강조]일 때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초점이 형용사에 있는 
것이지, 부사의 통사적인 작용역이 형용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초
점과 작용역 간의 불일치 현상으로 인하여 강의부사를 정도부사와 비슷하
다는 오해를 받은 것이다(Ungerer 2017:115-117).

(35) 가. This dessert is [absolutely [deLICious]].
  초점

나. A [really [deLICious breakfast]] // is served at <this tiny 
B&B>.

초점                                   문장 초점
다. The team achieved a [really [imPRESsive victory]].

    초점
(Ungerer 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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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에서 대괄호로 표시한 것은 ‘absolutely/really’의 작용역을 반영한 
것이고, 대문자로 표시된 형용사는 강의부사의 초점이 놓인 부분이다.

사실, [진실 강조]와 [정도 강조]의 관계는 문법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현대 영어에서 ‘truly’와 ‘really’를 비교하면, ‘really’는 현대 영어 구어에서 
형용사와 많이 결합하여 이미 정도부사로 간주되고 있지만 ‘truly’는 이러
한 쓰임으로 사용되는 문법화 과정을 겪지 않았다(Bolinger 1972:95). 이
런 현상이 강의부사로부터 정도부사에 발달하는 문법화 진전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어 ‘정말’류 부사에서도 이러한 정도성 차이가 
관찰된다. 

(36) 가. 그런데 실제로 만나 본 김여진은 정말 참 예뻤다. 
나. *그런데 실제로 만나 본 김여진은 참 정말 예뻤다. 

이상 논의는 통사적인 기준에 따라 정도부사와 강의부사를 구분하는 것
이다. 그런데 [진실 강조] 의미로부터 [정도 강조] 의미까지 변화하는 것
을 하나의 연속체로 가정하면, 단절적으로 구분되는 통사적 기준은 실제 
부사의 의미를 기술할 때 그리 유용하지 않다. 이에 말뭉치에서 나타난 부
사와 형용사의 결합 경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하늘(2019)에서는 세종말뭉치를 기반으로 강조적 정도부사로 명명된 
‘아주, 매우, 너무, 되게, 정말, 진짜’에 대해서 코퍼스 언어학적 연구가 이
뤄진다. 그 결과, ‘정말, 진짜’가 ‘아주, 매우, 너무, 되게’ 등 정도부사와 비
교하여 지니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측량 형용사가 많이 결합되지 않는 점
이라고 기술한다. ‘많다’를 제외하고, ‘짧다, 쉽다, 작다, 멀다, 나쁘다, 가깝
다’와 같은 측량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는 ‘정말’과 ‘진짜’와의 결합을 회피
하는 양상이 보인다. 또한, ‘어떻다, 이렇다, 이러다, 그러다’ 등 다른 정도
부사에서 회피되었던 의문형용사와 지시형용사, 동사가 등장하는 것이 ‘정
말, 진짜’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Sketch Engine 플랫폼은 두 단어를 비교하고 공기 양
상을 도식화하는 도구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koTenTen18 말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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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아주’와 ‘정말’의 형용사 공기 형태를 logDice 계수의 높음에 따라 반
영된 그림이다.

<그림 3-2> ‘아주’와 ‘정말’ 형용사와의 공기 양상

위 <그림 3-2>에서 보듯, 왼쪽 가까이 위치한 단어는 ‘아주’와 더 긴밀
히 공기한 형태이고, 오른쪽 가까이 위치한 단어는 ‘정말’과 더 긴밀히 공
기한 형태이다. 중간에 나타난 ‘많다’와 ‘좋다’는 둘 다와 나타나는데, ‘정
말’과의 빈도가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 

‘아주’의 특징적인 공기 형태는 ‘작다, 조그맣다, 어리다, 얇다, 멀다, 낮
다, 짧다, 흔하다’ 등이 있고, ‘정말’의 특정적인 공기 형태는 ‘안타깝다, 부
럽다, 고맙다, 아쉽다, 엄청나다, 놀랍다, 싫다, 무섭다, 멋있다’ 등이 있다. 
이 목록에 관찰되는 특징은 ‘아주’는 ‘정말’에 비해 측량 의미를 나타낸 형
용사와 더 두드러지게 결합한 반면, ‘정말’은 ‘아주’에 비해 심리형용사와 
더 두드러지게 결합한다.

(37) 가. 해삼류는 보통 길이 10~30cm이지만 아주 작은 것은 3cm 이하며 
가장 큰 것으로는 길이 1m, 직경 24cm의 것이 있다.

나. 버즈피드는 뉴욕에서 정말 작은 회사로 출발했다. 그런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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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곳곳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37)에서 보듯이, ‘정말’은 ‘작다’와 공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37가)와 (37나)의 비교를 통해서 ‘아주’와 ‘정말’은 동일한 ‘작음’의 속성
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가)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인데, ‘아주 작은 것’은 해삼류 중 길이가 일반적으로 작은 
것보다 더 많이 작은 것을 가리킨다. 이럴 때 화자는 객관적으로 길이의 
척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 자리에 ‘정말’을 쓰면 문장이 어색해진
다. 그런데, (37나)는 회사의 규모를 바라볼 때 단지 고용 인원이나 투자 
자본을 따지기보다, 주관적인 ‘작음’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후행 문장으로 
짐작될 수 있듯이 화자는 초창기의 상황과 현재의 발전을 대조하는 의도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조성을 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말’이 
추가되어 ‘작-’을 수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문장에서 ‘아주’로도 대체가 
가능하겠으나 ‘아주’로 쓰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술이 더 객관적인 듯
하다. 이처럼 이상과 같은 예를 통해 알 수 있듯, ‘정말’과 ‘아주’는 같은 
통사적 환경, 같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부사가 내포된 주관화 정
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정도부사 ‘너무’와 ‘정말’의 공기 양상을 비교해 보면 ‘너무’는 ‘너
무 ~한 나머지’, ‘너무 ~한 탓’과 같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다는 의미를 
드러낸 구문에 많이 쓰이는데, ‘정말’은 이 구문에 들어갈 수 없다.

(38)  가. 너무 성실한 나머지 융통성이 없는 성격.
 나. 육체강화의 여파 중에 하나로 모근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모발이 

강해져 머릿결이 좋은 대신 염색약이 잘 스며들지 않아 어머니가 
염색해 줄 때 욕을 달고 염색해 주신다고 한다.

 다.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바로 할 수 있지만, 너무 느린 탓에 잘 이용
되지 않는다.

 라. 하지만 자동차가 너무 빨랐던 탓인지 노하라 가족들이 먼저 대본
영에 와 버렸고, 신노스케는 겁도 없이 자동차에서 내려서 타카토
라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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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말’류 부사가 [진실 강조]로 쓰이는 강의부사의 용법과 [정
도 강조]로 쓰이는 정도부사의 용법은 통사론적 분포상의 차이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결합하는 형용사의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진실 강조]로부터 [정도 강조]에 변화하는 것은 문법화의 과정
이기 때문에 변화의 연속적인 특성이 드러내는 환경이 존재하기도 한다.

3.3.2.3. ‘실로’, ‘참’, ‘정말’의 형용사 공기 양상 고찰

이상 논의는 주로 ‘정말’을 하나의 예로 일반적으로 ‘정말’류 부사가 정
도부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말’류 부사 안
에 [진실 강조]의 의미가 모두 드러난 부사도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구분
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말뭉치에서 보인 ‘실로’, ‘참’, ‘정
말’의 형용사 공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세 가지 표는 ‘실로’, ‘참’, ‘정말’의 우측 4어절 내에 공기하는 형용
사들이 반영하는 것이다. 순위는 logDice 계수의 높음에 따라 배열한 것이
다. 

<표 3-4> ‘실로’와 형용사의 공기 양상

순위 단어 빈도수 logDice 순위 단어 빈도수 logDice
1 어마어마하다 290 5.80 26 역겹다 10 3.18
2 대단하다 378 5.75 27 무섭다 128 2.96
3 그지없다 72 5.45 28 벅차다 16 2.81
4 놀랍다 701 5.43 29 틀림없다 26 2.72
5 무시무시하다 101 5.28 30 값지다 11 2.69
6 눈물겹다 30 5.25 31 터무니없다 8 2.66
7 엄청나다 1071 4.96 32 참되다 19 2.59
8 어처구니없다 91 4.81 33 짜릿하다 11 2.58
9 막강하다 49 4.58 34 부끄럽다 44 2.44
10 위대하다 49 4.29 35 의롭다 8 2.19
11 막중하다 40 4.27 36 아름답다 154 2.11
12 경이롭다 36 4.14 37 아깝다 23 2.01
13 충격적이다 90 4.12 38 커다랗다 43 1.94
14 방대하다 85 4.10 39 우습다 12 1.94
15 막대하다 109 4.08 40 걸맞다 17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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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참’과 형용사의 공기 양상
순위 단어 빈도수 logDice 순위 단어 빈도수 logDice

1 안타깝다 3685 7.51 26 애매하다 930 5.8
2 예쁘다 3589 7.36 27 곱다 555 5.78
3 신기하다 2669 7.32 28 한심하다 665 5.76
4 고맙다 2695 7.23 29 많다 35044 5.75
5 묘하다 1634 7.22 30 편하다 1492 5.75
6 부럽다 1501 6.98 31 재밌다 772 5.68
7 대단하다 1935 6.86 32 놀랍다 1033 5.56
8 이쁘다 1083 6.82 33 괜찮다 1594 5.56
9 좋다 45244 6.68 34 서글프다 334 5.54
10 멋지다 2428 6.59 35 슬프다 1199 5.53
11 우습다 786 6.49 36 즐겁다 1449 5.53
12 답답하다 1690 6.48 37 씁쓸하다 610 5.51
13 난감하다 1120 6.41 38 희한하다 507 5.41
14 아쉽다 2121 6.3 39 행복하다 2332 5.38
15 반갑다 1077 6.29 40 인상적이다 710 5.36
16 멋있다 662 6.19 41 어리석다 374 5.36
17 아름답다 2947 6.16 42 매력적이다 790 5.33
18 맛있다 1387 6.14 43 아프다 1622 5.29
19 착하다 791 6.03 44 못나다 281 5.25
20 어렵다 8670 5.95 45 불쌍하다 506 5.22
21 귀엽다 887 5.91 46 쉽다 5136 5.21
22 부끄럽다 801 5.87 47 정겹다 251 5.21
23 어이없다 465 5.87 48 더럽다 375 5.12
24 딱하다 368 5.84 49 기쁘다 1109 5.09
25 무섭다 1250 5.83 50 감사하다 1452 5.02

16 참담하다 37 4.07 41 두렵다 48 1.69
17 경이적이다 25 3.92 42 반갑다 25 1.61
18 경이롭다 35 3.84 43 남다르다 12 1.55
19 눈부시다 42 3.83 44 묘하다 11 1.03
20 무궁무진하다 28 3.76 45 폭넓다 9 0.85
21 보잘것없다 8 3.62 46 어렵다 237 0.82
22 어이없다 25 3.40 47 바람직하다 18 0.75
23 머나멀다 8 3.24 48 뜨겁다 26 0.69
24 어리석다 33 3.21 49 멋지다 29 0.56
25 안타깝다 132 3.18 50 깊다 53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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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정말’과 형용사의 공기 양상
순위 단어 빈도수 logDice 순위 단어 빈도수 logDice

1 멋지다 8454 8.08 26 부끄럽다 1312 6.05
2 고맙다 5892 7.94 27 아프다 3156 6.05
3 맛있다 6021 7.87 28 행복하다 5775 6.03
4 놀랍다 4631 7.38 29 너무하다 778 5.93
5 싫다 7101 7.34 30 착하다 1081 5.90
6 예쁘다 4224 7.24 31 드물다 1379 5.89
7 무섭다 3803 7.08 32 미안하다 3091 5.89
8 좋다 55429 6.96 33 중요하다 9875 5.89
9 감사하다 9283 6.92 34 죄송하다 2723 5.83
10 괜찮다 4471 6.81 35 춥다 1010 5.73
11 기쁘다 4272 6.79 36 아깝다 907 5.71
12 안타깝다 2833 6.76 37 궁금하다 3429 5.71
13 대단하다 5207 6.74 38 나쁘다 2264 5.68
14 멋있다 1621 6.74 39 바쁘다 1301 5.67
15 부럽다 1816 6.67 40 슬프다 1601 5.65
16 반갑다 1988 6.66 41 신기하다 2402 5.62
17 아름답다 4683 6.63 42 사랑하다 8068 5.61
18 즐겁다 3560 6.57 43 안되디 2995 5.6
19 이쁘다 1396 6.49 44 그렇다 9248 5.56
20 귀엽다 1655 6.31 45 덥다 756 5.56
21 많다 49336 6.24 46 급하다 842 5.56
22 엄청나다 3360 6.19 47 더럽다 759 5.5
23 편하다 2441 6.18 48 괴롭다 802 5.49
24 아쉽다 2282 6.11 49 훌륭하다 2698 5.49
25 어렵다 10017 6.10 50 친하다 915 5.45

이상 세 개 단어 중, ‘정말’과 ‘참’은 유사하고, ‘실로’는 다른 두 부사와 
다소 다른 양상이 보인다. 다음은 logDice 계수에 따라 다른 두 부사와 4
점 이상의 차이가 있는 형용사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39) ‘실로’만 많이 공기하는 형용사 목록:
  무시무시하다, 엄청나다, 머나멀다, 어처구니없다, 충격적이다, 경악하다, 
위대하다, 어마어마하다, 막강하다, 막중하다, 막대하다, 경이적이다, 경이롭
다, 방대하다, 금치(못하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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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용사 중 상당 부분은 유계성(bounded) 특징이 있는 것이다. 
Paradis(2008)에 따르면 형용사는 등급성(gradability)과 한계성
(boundedness)에 따라 네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다.

<그림 3-3> Paradis(2008:323)의 형용사 등급성 체계

‘무시무시하다, 엄청나다, 머나멀다, 충격적이다, 경악하다, 위대하다, 어
마어마하다, 막강하다, 막중하다, 막대하다, 경이적이다, 경이롭다, 방대하
다’ 등은 속성의 의미 척도상 극단에 서 있는 특징을 보인 형용사이다. 따
라서 이들의 특징은 벌써 하나의 경계가 있는 것이 표현되므로 유계성
(bounded)으로 판정된다. 이러한 형용사는 영어 문법에서 흔히 극단형용
사(extreme adjective)라고 불리기도 하고, ‘very’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absolutely’를 비롯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로’
도 ‘absolutely’와 같이 특징적으로 유계성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볼 

36) ‘금치 못한다’의 경우는 형태분석상 ‘금치’를 형용사로 잘못 주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 관계는 ‘실로’의 감탄적인 의미가 드러낸다는 특징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반영되듯이, ‘금하지 못하다’는 흔히 ‘감탄, 개탄, 경악, 경탄, 놀라움, 충격, 
통탄’ 등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고 ‘실로’의 수식을 받는다.

    (1)  가. 그럼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 마디 불평도 없이 그런 이론들
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나는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나. 그 역사적 사실의 나열 앞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다. 평범해 보이는 말들인데도 이토록 이별의 상처와 아픔을 잘 표현해 내다니 실로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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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형용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머어마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이미 극단적인 속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굳이 정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화자가 ‘실로’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극단적인 속성의 주관량에 대한 강
조 혹은 강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관대량]의 의미로 기술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실로’의 사용빈도가 ‘정말’, ‘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을 감안하여, ‘실로’는 다른 진실성 부사와 달리, 특징적으로 극단형용사와 
자주 결합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정말’과 ‘참’의 형용사 공기 양상을 고찰해 보자. 아래 (40)과 
(41)은 두 부사와 공기하는 형용사를 logDice 계수를 기준으로 하여 차이
가 크게 난 목록이다.

(40) ‘참’이 많이 공기하는 형용사 목록(‘정말’ 기준):
  씁쓸하다, 아이러니하다, 애매하다, 희한하다, 난감하다, 한심하다, 따뜻하
다, 묘하다, 딱하다, 서글프다, 곱다

(41) ‘정말’이 많이 공기하는 형용사 목록(‘참’ 기준):
  끔찍하다, 죄송하다, 사랑하다, 중요하다, 심각하다, 필요하다, 엄청나다, 
싫다, 춥다

(40)과 (41)을 비교해 보면, ‘참’과 공기하는 특징적인 형용사 부류는 
외부적인 사물이나 성질에 대한 수식보다 이미 존재하는 어떤 사실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씁쓸하다, 아이러니하다, 애
매하다, 희한하다, 난감하다, 한심하다, 묘하다, 딱하다, 서글프다’는 모두 
화자의 심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이러한 형용사는 김정남(2005:113-114)에서 제기한 형용사 부류 체계에
서 판단자 중심 이지적 평가 의미 자질로 분석된 것에 가깝다. ‘참’이 특징
적으로 많이 결합한 형용사 유형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감탄사 용법
으로 변화하는 현상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본다.

‘정말’은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의 종류도 다양
하다. ‘실로’가 특징적으로 결합한 유계성이 있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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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이 특징적으로 결합한 판단자 중심 이지적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
를 수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통사적 조건으로 인하여 결합이 불가능
한 현상이 아니라, ‘실로’와 ‘참’이 특별히 어떤 부류와 더 두드러지게 결합
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말뭉치 기반 연구는 단지 언중의 직관으로만 관찰
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데에 유익하고, 한편으로 부사의 관점에서 다
시 형용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득도 있다. 응용 면에서도 말뭉치에서 뽑은 
목록은 유의어를 외국인 학습자를 가르칠 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자
료이기도 한다. 이상 ‘실로’, ‘참’, ‘정말’에 대한 형용사 공기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유의어 연구에 있어 말뭉치 기반 연구의 가치를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3.3.2.4. 요약

이 절에서 사건부사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간락하게 정리한다. 
‘정말’류 부사가 사건 층위에 작동할 때는 주로 [진실 시인]과 [진실 강
조] 두 가지 용법으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진실로’와 ‘실로’의 용법에서 두 
의미가 구별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진실 강조]로 쓰인 강의부사는 
다시 [정도 강조]의 의미로 쓰인 정도부사로 문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
런데도 몇 가지 통사적인 판단으로 두 용법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판단
되고, ‘아주’와 ‘정말’의 형용사 공기 양상 비교를 바탕으로 ‘정말’이 형용사 
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강조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확인된다. 이
어서 같은 [진실 강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실로, 참, 정말’은 어떤 면
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실로’는 ‘어마어마하다, 무시무시하다’와 
같은 유계성 특징을 갖는 극단형용사와 긴밀한 공기 관계가 이뤄지는 점에
서 ‘참’과 ‘정말’의 양상과 구분된다. ‘참’은 ‘정말’에 비해 ‘씁쓸하다. 묘하
다, 희한하다’와 같은 형용사와 많이 결합함으로써 이기적인 사실에 대한 
화자의 감정 표출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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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화행부사

화행부사는 의미론적 층위는 화행이고, 통사론적 층위는 CP 안에 들어
간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는 위치상 문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중에 쓰일 경우는 흔히 강세를 지니는 것이다. 화행부사는 전술했듯이 수
행문과의 결합 제약이 없다.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 문
장 유형에서 모두 쓰일 수 있다. 화행부사의 의미는 앞서 사건부사의 [진
실 시인]과 [진실 강조]를 넘어서 사건이 진실 여부에 대한 초점을 두지 
않고, 발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 [강조] 등으로 다
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먼저, 화행부사가 문두에 위치하는 특징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 확인된
다.

(42) 가. 정말 중독이란 것은 무서운 것인가 보다.
나. 정말 나는 텔레비전 중독에 걸린 모양이다.

  다. 진짜 호텔이 좋긴 좋더라구요.
라. 실로 하늘이 도왔다.
마. 실로 원소의 현명하지 못한 서열 파괴는 형제들간의 골육상쟁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원씨 가문의 세력을 뿌리째 잃게 만들었다.

앞뒤 문장이 있으면 위와 같은 화행부사의 사용맥락도 잘 이해할 수 있
다. 다음 (43)은 (42마)의 전체 단락이다. 

(43)   한편 승리한 원담은 조조에게 반역을 꾀했으나 조조의 공격을 받아 
결국 패하고 말았다. 싸움에 진 원담이 유표에게 구원을 청했지만, 유
표는 유비의 간언을 받아들여 원담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원담은 
조조의 장군 조홍에게 토벌당해 목숨을 잃는다. 실로 원소의 현명하지 
못한 서열 파괴는 형제들간의 골육상쟁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원씨 
가문의 세력을 뿌리째 잃게 만들었다.

여기서 ‘실로’는 서술한 이야기를 전부 마친 뒤에 이에 대한 화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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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해당하는 문장에 쓰인 것이다. 어느 정도로 감탄의 의미로 이해된다.
실제로도 화행부사는 감탄의 화행 유형에 잘 어울린다는 것이 관찰된다.

(44) 가. 정말 수박이라도 몇 덩이 사다가 쪼개어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
까?

나. “휴! 내 제자가 귤보다 멍청하니 실로 안타깝구나!”
다. 오오, 네 의지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특히, 이중부정 구문 ‘아닐 수 없다’와 같은 구문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
이 특징적이다.

(45) 가. 광대한 우주, 유구한 역사의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은 실로 위대
한 학문이 아닐 수 없다.

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 생애의 어떤 부분 부분이 송두리째 비어 있는 생애 또는 한 세대

란 참으로 섬뜩한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라. 정말 전설적인 수익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의문문의 경우를 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에서 쓰인 ‘정말’은 의문
의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46) 가. “영달아, 정말 너 혼자만 어디로 가니”
나. 질적인 병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
다. 그리고 제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엄마의 아들로 태어

난 것은 정말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수사의문문에서의 쓰임도 많이 확인된다.

(47) 가. 그러나 자신의 틀을 완전히 벗어 버리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이 아
닐까.

나. 기어이 헤어지고 마는 관계야말로 정말 사랑했던 사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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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는 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지만, ‘정말’에 비해 위치적 유동성이 
약해 보인다. 다음으로 서론에서 언급했던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48) *그런데 참으로 다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어른이 돼서 좋

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중국어 모어 화자, 6급)

(48)에 대한 교정은 다음 (49가)의 방안만 제시하였는데, 사실 이 문장
의 문제는 ‘참으로’가 의문문에서 쓰이지 못한다는 것보다, ‘참으로’가 쓰인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49나)처럼 후행절 안에 놓이게 되면 
정문이 될 것이다.

(49) 가. 그런데 정말 다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어른이 돼서 좋
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나. 그런데 다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어른이 돼서 참으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49나)와 같은 변환을 통해 볼 때, ‘참으로’는 의문이 작용역으로 취하는 
절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9가)에서 나
타난 ‘정말’에 비해 위치적 제약이 심하다. 이와 같은 차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정말’은 ‘참으로’에 비해 유동성이 더 강하므로 문장의 영역을 
넘어 담화 영역에서 작동하는 담화표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3.3.4. 담화표지로의 확장

‘정말’류 부사 중 담화표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단어는 ‘참, 진짜, 정
말’ 세 가지이다. 세 개 다 같이 담화표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지위
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앞서 논의에서 큰 줄거리가 이뤄진 진실성에 
관한 판단의 의미인 [시인]과 주관적인 평가의 의미인 [강조]에 적용해 본
다면, [강조]는 강조의 담화표지로의 확장에 해당하고, [시인]은 응답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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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확장에 해당한다. 그중, ‘참’은 강조의 담화표지의 용법으로만 쓰이는 
것과 달리, ‘정말’과 ‘진짜’는 강조의 담화표지와 응답표지로 모두 쓰일 수 
있다.37) 

다음으로 강조의 담화표지와 응답표지로 나누어 각각을 살펴보고자 한
다.

3.3.4.1. 강조의 담화표지

  우선, 다음 (50)에서 나타난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강조의 담화표지와 부사
의 연관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50) 가. 정말, 그렇게 꾸미고 났더니 딴 사람 같네. 하늘에서 선녀 하나가 
떨어진 거 같아. 

나. 오빠 나는 정말, 아버지랑 왜 이렇게 어긋나는 거니…왜 이렇게…
너무 속상해.

다.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에요 정말!
라. 왜 그래, 정말?! 친구 앞에서 남편 망신주기로 작정했냐? 그래, 내

가 초대했다, 밖에서 만나자길래 오라 그랬다, 왜?!

(50)의 ‘정말’은 담화표지일 때 부사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분포와 실
현 억양이다. (50)에서 보듯, 담화표지는 문두, 문중, 문말 위치에 모두 나
타날 수 있고, 독립된 억양 단위로 실현된다. 문장의 주변적 성분이 되고 
삽입어의 특징이 보인다. 

그런데, 그들의 의미는 완전히 부사와 달라진 것도 아니다. 예컨대, (50
가)의 ‘정말’은 ‘그렇게 꾸미고 났더니 딴 사람 같다’라는 명제 내용의 진
실성을 긍정적으로 시인하면서, 자신이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는 강조의 의
미도 표출한다. (50라)의 ‘정말’은 의문문의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의

37) ‘참’의 담화표지 용법 중 기억이나 생각이 문득 날 때 쓰이는 담화표지도 있는데, “아 참, 
방금 뭐라고 했지?”처럼 쓰인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 태도를 표현한 감탄사와 별개의 용법
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원적으로는 진실성 부사의 의미로 가정하기가 어렵고, ‘틀리다’의 반
대말로 쓴 ‘맞다, 옳다’와 같은 어휘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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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해석된다. 이로부터 화자의 불만의 태도를 표출하게 된다. 
이처럼 담화표지는 출현 위치상 부사보다 더 자유롭고, 의미 해석상 부

사와 여전히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담화표지를 어떻게 정
의하느냐에 따라 (50)의 용법이 부사의 용법인가, 아니면 담화표지인가 하
는 논증이 종종 보인다. 

사실, 부사의 용법 중, 특히 화행부사는 원래부터 명제의 진리치에 관여
하지 않고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담화표지와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50)과 같은 용법은 충분히 그런 경계 현상으
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실로, 참으로’와 부사가 독립적인 억양 단위로 실
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정말’은 이미 부사의 용법과 어
느 정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정말이지’의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부사어로서의 [강조] 의미
가 담화표지로서의 부정적 감정 표출 의미까지 발달하는 과정을 논의해 보
기로 한다.

(51) 가.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이지 늘 좋습니다.
     나. 정말이지, 당신은 영화배우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다. 아 정말이지. 아 네 언니들 정말이지...
     라. 채린: 오빠... 나 이렇게 멋대로 굴어도 오빤 나 안 미워하지? 세상 

사람들 다 나 미워해도... 그렇지?
   승우: 아니, 너, 밉다. 오빠 말 하나도 안 듣고, 오빠 속만 상하게 

하고, 넌 정말이지...

(51가)는 문장 중간에 나타나고 표기상 쉼표가 없는 것이다. 이는 ‘정말’
에 비해 어감이 더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장에 쓰인 ‘정말이지’의 강
조 대상은 문장 내부의 것이다. (51나)는 문장 시작 위치에 놓이는 것이
고, 표기에서는 쉼표와 함께, 발화에서는 독립된 억양 단위로 실현된다. 이
는 진술 화행의 효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이상 (51가)와 (51나)
의 ‘정말이지’의 쓰임은 앞서 살펴봤던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사건 층위
에 나타난 [진실 강조]와 화행 층위에 나타난 [언표내적 효력 강화] 의미
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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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1다)와 (51라)의 경우는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없지만, 이어서 하
는 말을 상정해도 부정적일 것이다. 이때는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
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부사어로서의 수식 성분이 없어지고 단독으로 나타
나 보이지만, 뭔가 이어지는 말이 있을 법하다는 느낌을 여전히 남긴다. 
여기서 ‘정말이지’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므로 이러한 맥락 의미를 어
느 정도 흡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이어질 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조의 의미는 부정적 감정 표출 의미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강조의 의미일 때는 명제적 내용에 대한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여겨지고, 부정적 감정 표출일 때는 주된 발화 동기가 자신의 감정을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표출 기능은 다음 대화를 통해서 더욱 잘 확인된다. 

(52)
가. 엄지모: (무섭게) 최엄지, 너 꼼짝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엄지: (멈춰서는, 겁먹은 채 눈을 꼭 감고 있다 뒤돌며) 엄마, 진짜 잘

못했어!!
     (싹싹 비는) 한번만 봐주면 안 돼? 응?! 이렇게 빌게. 내가 다 

잘못했어!
    엄지모: (버럭 하는) 너 정말!! (손 올리는)
나.  주영: (부들부들) 미쳤어요?

난희: (자기 물 컵도 들어서 또 확 끼얹는다)
주영: 악! 이 여자가 진짜!
난희: 그래! 미쳤다! 니가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대해 지껄여? 

다.  지영: 오케이! 출발!
 동직: 자 출발... 하기에 앞서 챙길 거 다 챙겼어?

지영: 응! 다 챙겼어!
동직: 준비성 좋고! 그럼 진짜 출발... 하기 전에 자전거는 이상없구?
지영: (슬슬 짜증) 이상 없어
동직: 그럼 오케이! 출~~발.. 하기 전에 밥 좀 먹을까?
지영: (물끄러미 보다가) 오빠 자전거 못 타지?
동직: (어이없다는 듯) 허! 나 참! (코 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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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감정 표출로 쓰이는 ‘정말, 진짜, 참’은 흔히 감탄사 ‘아’, 인칭대

명사 ‘나’와 같이 나타난다는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참’의 용법에 있어서 
구어 말뭉치에서는 ‘아참, 참나, 나참, 참내, 내참’ 등 다양한 형태가 발견
된다.

요컨대, ‘정말’류 진실성 부사 중, ‘정말, 진짜, 참’은 독립된 억양 단위로 
실현되고 부사의 용법을 넘어 담화표지로 확장해 나가는 현상이 포착된다. 
감정적 담화표지의 용법 중, 특히 부정적 감정 표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관찰된다.

3.3.4.2. 응답표지

응답표지(response token)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정말’류 부사가 응답표지로 쓰이는 단어는 ‘진짜’와 ‘정말’이 있다. 응답표
지로 쓰인 ‘진짜, 정말’은 소형문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억양 유형으로 실
현된다. 응답표지의 쓰임은 부사의 [시인] 의미와 관련이 있다. 즉, 상대방
이 알려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과 연관된다. 이는 수신 받은 정보에 
대한 화자의 반응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 <표 3-7>은 새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반응 유형과 화자 기지 정보 상태와의 관계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표 3-7> 정보성에 따른 응답표지 분류 체계
유형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반응 화자의 기지 정보와의 관계

불신 새로운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자의 기지 정보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는 신뢰성이 

없다.

의문, 의심 새로운 정보에 대한 재확인 
요청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기존 
기대가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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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신

(53)
복실: 선생님이...여길 어떻게 오세요...
미란: 그럼...지금까지 대풍이 여기 한 번도 안 왔단 말이에요? 복실: 네에!
미란: 정말? 거짓말이죠 지금!
복실: 아…거짓말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한 번도 안 오셨어... 아 있긴 있었

다. 그때 하나 때문에 한번! 그리고...

(53)에서 쓰인 ‘정말’은 화자가 진짜로 진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미 답이 정해진 것이다. ‘거짓말이죠 지금’에서 보이듯이 미란은 복실의 발
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의문, 의심

(54)
주희: 오빠 마음 굳히려면 어른들이 참견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회장님은 

아버지 부탁 거절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놀라움 화자가 이 정보를 듣고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낸다.

새로운 정보는 기대 외의 
일이다. 그러한 정보가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반응하기
정보에 대한 진위성 판단의 
기능이 탈색, ‘아 그래?’처럼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반응하기.

새로운 정보는 화자 자신의 
정보 상태와 상관이 없다.

동의, 공감 새로운 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표현

새로운 정보가 화자의 기지 
정보에 이미 존재한다.



- 100 -

재영: 진짜?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한 회장님 만난다고 하셨어? 
주희: 지금 양쪽에서 적당한 날짜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54)에서 쓰인 ‘진짜’는 주희가 말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수신 받은 새로운 정보가 화자의 기지 정보에 없기 때문에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경우로 볼 수 있다.

3. 놀라움

어떤 정보가 기대 외의 일일 때, 화자가 ‘정말, 진짜’를 쓰임으로 자신의 
놀라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바람직한 사태가 일어날 때
의 반응일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날 때의 반응일 수도 
있다. 다음 예문 (55)는 바람직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동직이 지영
이가 바라고 있었던 일을 알려준 다음에, 지영이 ‘아 진짜’를 하고, 믿어지
지 않으니 자신의 놀라움 감정을 전달한 것이다. 

(55)
동직: 박 피디님이 이번에 처음 미니시리즈 들어가신다는데 카리스마 조연을 

내가 맡아줬음 하시네..
지영: (신나) 아 진짜? 잘됐네~!! (하다가) 아! 그럼 그 주말 드라마는 어

쩌구? 그쪽은 주연이잖아..

한편, 다음 예문 (56)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드라
마 지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희가 원하지 않은 일을 듣고서 
매우 놀랍다는 심정으로 ‘정말’을 발화한 것이다.

(56)
연욱: 형부두… 나랑 같은 마음이었어. 
상희: (너무나 놀라운)정말?
연욱: (쓴웃음 지으며)그런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상희: (혼란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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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하기

(57)
소희: 우리 게임 할래요? 거짓말 게임이라고... 진실게임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거든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재섭: 재미없겠다
소희: 진짜? 나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반응하기의 경우는 ‘아 그래’처럼, 담화를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상
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
이다. (57)에서 쓰인 ‘진짜’는 개념적 의미가 상실되고, 화청자 간에 대인 
관계적 기능만 수행하는 절차적 의미만 있다고 본다.

5. 동의, 공감

‘동의, 공감’의 의미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된 것이다. 
아래 (58)에서 쓰인 ‘진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화자의 기지 정보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떠오르게 되어, 상대방의 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가 드러난다. 이는 ‘어떤 기억이나 생각이 문득 떠올랐음을 표시’하는 의미
로 쓰인 담화표지 ‘참/맞다’의 인지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이 있어 보인다.

(58)
범: 이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끼고 있는 거랑 똑같은 반지 아니야? 
민호: (게임기 놓고) 어?
윤호: (표정) 야.. 하다 말고..
범: 똑 같애. 완전 똑 같애.
민호: 어 진짜 나도 기억난다.. (하다) 근데 왜 반지가 똑 같애? 
범: 커플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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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59)의 ‘정말’은 공감을 드러내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그러게’로 바꿔 
쓸 수 있고, 중국어로 번역하면, ‘眞是’에 해당할 것이다.

(59)
진만: 그래도 남녀간에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 눈도 있고.
규철: 제가 책임지고 소문나는 일은 막겠습니다. 은퇴는 했어도 아직 그만한 

능력은 있습니다. 뭐 지들끼리 한 10개월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두고 봐주싶사 부탁드립니다. 

서현: 아버지. 어르신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진만: 정말, 가끔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미정: 소문 안나게 막아 주실 수도 있구요?
규철: 그럼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합니다. 아니다 생각치만 마시고, 한번만 

봐주십시오.

이상으로 부사의 용법에서 담화표지로 확장해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기
술하였다. 담화표지는 화행부사의 용법과 연속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
인], [강조] 두 가지 의미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담화표지는 문
장의 구성 요소와의 결합이 느슨하고, 담화 차원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감
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데에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어 ‘정말, 진짜, 참’에
서 보인 담화표지로의 의미 변화 양상은 중국어 ‘眞是, 眞是的, 眞的是’ 등
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전개
될 것이다.

3.4.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화용론적 분석
지금까지 ‘정말’류 진실성 부사에 대해서 통사론과 의미론의 각도에서 

논의해 왔다. 그런데 ‘성상부사, 사건부사, 화행부사, 담화표지’ 등 부류는 
언어학 기술의 이론 체계에 따라 이렇게 분류한 것인데, 일반인들은 사실 
‘정말’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 가지 용법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잠시 언어학 이론을 떠나서 언어 사용자
로서의 상식을 묻기로 한다. 어떤 동기로 인하여 ‘정말’과 같은 어휘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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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되었을까?

3.4.1. 대화 함축

언어로 표현된 것은 진리치가 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이다. 가령, 
지금 화자가 ‘의자’라는 것을 거론하면, “의자,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의
자 말이다. 지금 가리키는 의자는 거짓된 의자가 아닌, 참 의자이다.”라고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건을 거론할 때도 마찬가지다. “난 지난주에 
소풍을 갔다 왔어.”라는 발화를 든 사람은 이에 대한 아무 전제나 기대가 
없는 이상, 절대로 “넌 정말로 바로 지난주에 진짜 소풍을 진실로 갔다 온 
거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류 진실성 어휘가 사용된 것은 사실상 유표적으로 사물, 사건, 화
행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한정하는 것이다. Levison(2000), Huang(2007, 
2014) 등에서 제기한 M-원리(M-Principle)는 이 현상에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60) M-원리(M-Principle)
  화자: 이유가 없으면 유표적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Do not use a marked expression without reason.)
  청자: 유표적 방식으로 쓰인 것에는 유표적 정보가 담겨 있다.

(What is said in a marked way conveys a marked message.)
(Huang 2014:62)

  
화자가 ‘정말 P’라고 말하는 것은, P의 일반적인 함축과 분리시키는 것

이다. 진실성 부사의 두 가지 의미 축으로 생각해 보자. 성상부사로서의 
진실성 의미, 사건부사로서의 [진실 시인]을 비롯한 진실성을 판단하는 진
리조건적인 의미가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피수식 대상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이나 회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피수식 대상의 현실성 혹은 
진실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자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을 법하다. 성상부사
로서의 전형성 의미, 사건부사로서의 [진실 강조]를 비롯한 진실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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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로 나타날 때, 피수식 대상의 속성이 덜 주목받았
을 상황이 될 것이다. 화자가 다시 피수식 대상의 전형적이거나 본질적인 
속성을 현저하게 나타냄으로써 평범한 상황에서 쓰일 때와 대조되는 함축
을 유발할 수 있다.

먼저 진실성 의미로 쓰이는 성상부사의 경우를 보자.

(61) 우리 늙은이들은 살아서 고국에 돌아왔지만 진짜로 돌아와야 할 분들
이 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그 세 사람을 죽으라고 내보낸 
것은 바로 나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을 보낸 나만이 살아 있으면서 아
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이 세 열사에게 부끄럽기 한량없다. 

(61)에서 쓰인 ‘진짜로’는 현실과 대조되는 반사실적인 상황에서 쓰인 
것이다. 화자가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절
히 그 사건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함축이 유발된다.

다음으로 조건절에서 [진실 시인]의 의미로 쓰이는 사건부사의 경우를 
보자.

(62) 남의 옷만 얻어 입다가 그 옷 주인을 만나면 얼마나 창피할까 싶었다. 
엄마가 밉다. 완전 계모 같아. 사랑하는 우리 딸 어쩌고저쩌고 하지나 
말든지. 진짜로 사랑하는 딸이면 비싸고 고운 옷도 팍팍 사 주겠지. 만
날 남 입던 옷이나 얻어 입히겠어? 

(62)는 조건절에서 쓰인 경우이다. 원래 조건절에서는 ‘진짜로’가 없어도 
의미 전달이 되지만, ‘진짜로’가 첨가됨으로써 실제 상황과 대조되는 함축
이 유발된다. 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말로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래 논변적 맥락에서의 ‘정말’의 쓰임에 대해서 논의해 보
자.

(63)
1 신지: 여보세요? 네 어머님. 네 아 저 극단가는 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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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네? 저희 집에요? 왜요?
2 문희: 너랑 어제 하다 만 얘기 좀 다시 할라구.
3 신지: 무슨 얘기요?
4 문희: 얘, 난 말이다 너만 오케이한다면 니들 어떻게든 다시 합쳤으면 좋겠

거든.
어제 너 하는 말로 봐선 너도 생각 없는 거 같지 않던데. 아니냐?

5 신지: 네? (당황) 아닌데. 어머님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6 문희: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도 눈치가 있는데. 너 생각 있잖아 그치?
7 신지: 아니예요 정말.
8 신지: (OFF) 어제 술 드셔서 어머님이..
9 문희: (O.L) 너 나서기 뭐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민용이랑 준이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10 신지: (기겁하며 난리치는) 정말 아니예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네? 어머님! 지금 제가 하
는 말 진심이거든요! 지금 제 말을 믿으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네? 네?

11 문희: (듣다가) 아유.. 참.. 아... 알았어 그래.. 알았다구.. 알았어. 일단 입 
다물으마..

12 신지: (OFF) 일단이 아니라 쭉이요 쭉!
13 문희: 아유 알았어. 그래. 그럼 너 못 온다는 거지? 그래 알았다. (끊는)

위 대화의 참여자 신지와 문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서로 다르다. 신지
가 (63-5)에서 처음으로 ‘아닌데’라고 부정하지만, 문희는 이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말한다. 이어 발화 (63-7)에서 ‘아니예요 정말’이 쓰임으로써 
문말에 ‘정말’로 발화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지의 의
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기에, 발화 (63-10)에서는 더욱 강렬한 표현으로 
말한 것이다.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정말’이 세 번이나 등장할 뿐만 
아니라, 문법 표현에 있어서도 ‘-라니까요’를 비롯한 자신의 말을 다시 강
조하는 종결어미, ‘지금 제 말을 믿으세요’를 비롯한 명령문이 쓰이는 등 
유표적인 표현이 빈번히 사용된다. 이처럼 화자의 입장에서는 계속으로 설
득하려는 의미도 보일 뿐만 아니라, 청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상대방의 강
렬한 마음을 인식하여 자신의 주장을 굳게 유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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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상호주관성
  
담화표지로서 쓰인 ‘정말, 진짜, 참’은 화청자 간의 담화적 의미를 더욱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개념적 의미를 지니는 성상부사를 비롯한 용법으로
부터 절차적 의미를 지니는 담화표지로까지 발달하는 것은 의미 변화의 경
로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은 Traugott & Dasher(2002)에서 제기한 의
미 변화의 의미-화용 경향성이다.

(64)

(Traugott & Dasher 2002:281)

주관성이 화자가 직시(deixis), 양태, 담화 책략 표지를 비롯한 외현화된 
언어 형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관점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면, 상호
주관성은 화자가 청자의 태도나 입장을 인식함으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달
리 말하면, 상호주관적 의미는 대화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앞서 논의한 담화표지의 쓰임을 보고자 한다. 화
자는 청자가 발화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것이라는 예측을 감안하고, 이

비주관적
(non-subjective) > 주관적

(subjective) > 상호주관적
(intersubjective)

내용적 의미
(content)

> 내용적-절차적 의미 
(content-procedural)

> 절차적 의미
(procedural)

명제 내부 요소를 
작용역으로 취함
(scope within 
proposition)

>
명제를 작용역으로 

취함
(scope over 
proposition)

>
담화를 작용역으로 

취함
(scope over 
discourse)

진리조건적
(truth-conditional) > >

비진리조건적
(non-truth-
con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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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에누리 해석을 최소화하려고 ‘정말’을 쓸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경우
는, 화자가 청자의 정보를 재확인할 때 ‘정말’이 의문문으로 사용되고, 이
로 인하여 청자에게 이미 말해진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5)
1 두리: 아저씨 정말?
2 한석: 그럼 정말이지.
3 두리: 정말루 우리 엄마랑 나랑 둘 다 데려갈 거지?
4 한석: 그렇다니까?
5 두리: 약속.
6 한석: (찡... 목이 메어) 그래, 아저씨하구 두리하구 꼭 약속하자.

대화 (65)에서 볼 수 있듯이, 한석이 먼저 두리와 두리 엄마를 모두 데
려갈 것을 말했지만, 두리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65-1)에서 
‘정말’로 재확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65-2)의 대답에는 그러한 보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느껴지고 다시 한번 (65-3)으로 물어본 것이다. 한석
이 (65-4)처럼 반문문의 형식으로 말했음에도 두리가 다시 ‘약속’을 청한 
것이다. 즉, 말로만 하면 약속 화행의 효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약속하는 
행위로만 안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 언어 
형식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응답표지의 용법에서 반응하기의 의미로 쓰인 것이 있다. 이는 화자가 
아무런 인식 없이 청자의 발화에 대해서 자신이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앞의 설명은 담화 맥락적 의미에만 치중하지
만, 이 역시 상호주관성에 해당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의미 변화의 관
점에서 보면, 가치 하락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말, 진짜’가 구어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함에 따라 이들이 갖고 있는 표현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흔히 의미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Dahl 
2001).

이와 같은 현상은 응답표지의 용법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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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과 같이 언어유희처럼 쓰이는 ‘정말’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66)
1 민우 : 정말 재밌어?
2 미미 : 너무너무 재밌어요.
3 민우 : 에이, 정말로?
4 미미 : 정말요!
5 민우 : 정말?
6 미미 : 너무 정말!
7 민우 : 너무 정말.

이상으로 대화 함축과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화용론적 특징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사실, ‘정말’류 진실성 부사에 대
한 분석은 더 많은 각도에서 전개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베이즈 의
미론(bayesian semantics)의 관점에 따르면, 화자가 ‘정말?’라는 의문을 제
기할 때는 상대방이 언급하는 사태 발생에 대한 실현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화자가 이 사태에 대한 사전적(prior) 믿음에 따르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확률을 기반으로 한 베이즈 추론(bayesian 
inference)에 대한 논의는 후고로 기약한다.

3.5. 소결
이 장에서는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통사, 의미,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

았다. ‘정말’류 진실성 부사는 크게 진위를 판정하는 진리조건적 의미와 속
성이 얼마나 ‘진’에 가까운지를 평가하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로 나뉠 수 있
다. 이러한 구분은 기원 명사가 관형어로 쓰일 때 드러내는 진실성 의미와 
전형성 의미의 구별에서 이미 짐작될 수 있다.

‘정말’류 진실성 부사에 대한 분석은 철저히 통사론적 조건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러한 통사적 영역에 나타나는 부사의 의미를 분석하는 원칙을 이
행했다. 이러한 분석 방법론은 기호가 세 가지 측면의 결합체라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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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인한 것이다. 일부 언어학자는 소쉬르가 처음으로 주장한 기호가 형
식과 의미의 두 측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결합적 속성을 세 번째 측면으
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다(Mel'čuk 1995, Evans 2011 등). 이 
주장에 따르면 언어는 형식-의미-통사로 이뤄진 삼중항(triplet) 구조이
다.

통사론적 조건에 따른 구분은 유의어를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익하다. 
‘정말’류 진실성 부사는 개념적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의미에만 의존한 
구별은 어렵다. 또한, ‘true’를 표현하는 ‘정말’류 어휘는 이미 자연언어에
서 하나의 의미원소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 메타언어로 설정하여 밝히는 
작업도 쉽지가 않다. 그 외에, 흔히 ‘정말, 진짜, 참’ 등 부사의 의미를 강
조로 귀납했으나, 어떤 대상에 대한 강조인지는 구체적인 통사론적 층위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사론적 특징을 판정함으로써 각 용법에 
대한 고찰이 더 구체화될 수 있을뿐더러, 의미를 기술할 때는 그에 상응하
는 통사론적 층위가 있기 때문에 메타언어를 더 일목요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 <표 3-8>은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통사/의미 정보가 
담긴 전반적인 기술 방안이다. 이는 분포, 의존성 정도, 그리고 통사/의미/
담화론적 층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3-8> ‘정말’류 진실성 부사(어)의 문법적 기술

문장의 내부 성분 문장의 
주변적 성분

독립된 
소형문

통사 의존성 의미 의존성 맥락 의존성
vP 영역

하위 사건
IP 영역

전체 사건
CP 영역

화행 CP 이상 담화 층위
성상 수식

(진실성, 태도)
성상 평가
(전형성)

진실 시인
진실 강조 언표내적 

효력 강화

부사-담화표지 응답표지

주관대량
정도 강조

(정도부사로의 발달 가능성)
강조의 담화표지
부정적 감정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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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반영되었듯이, vP 영역의 의미는 크게 성상 수식과 성상 평가로 
나뉘는데, ‘진짜로’의 진실성 의미, ‘진심으로, 眞情으로’의 행위의 태도를 
드러내는 의미가 성상 수식에 포함되고, ‘진짜로’의 전형성 의미가 성상 평
가에 포함된다. IP 영역의 의미는 [진실 시인]과 [진실 강조]로 나뉘고, 
[진실 강조]와 관련된 ‘실로’가 드러낸 [주관대량]의 의미와 ‘정말’의 용법
에서 [정도 강조]가 발달된 경우가 포함된다. [주관대량]과 [정도 강조]는 
좁은 작용역의 정도부사의 쓰임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도부사로의 발달 가
능성도 표에 제시하였다. CP 영역의 의미는 [언표내적 효력 강화]가 설정
되고, 독립된 억양 단위를 지닌 경우 부사의 용법으로부터 담화표지로의 
확장도 같이 나타난다. 담화표지로의 경우는 응답표지와 강조의 담화표지
로 나뉘고, 응답표지가 소형문으로 실현된 정보도 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의 담화표지와 연관되는 감탄사로서의 부정적 감정 표출 
기능도 제시되고 있다.

이 장에서 관찰된 한국어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의미 분할 양상은 의
미지도로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단일 언어 자료인 한국
어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가설’로 부르기로 한다. 뒤에 다른 
부류의 진실성 부사에 대한 검토와 다른 언어의 진실성 부사 양상을 고찰
한 후, 이 그림을 다시 수정 보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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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한국어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가설)

이 의미지도는 ‘정말’류 진실성 부사가 하나의 부류로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의미가 포함된 그림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단어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미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진실로’는 [진실성], [전형
성], [진실 시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실로’는 [주관대량], [진실 강
조], [언표내적 효력 강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개별 어휘가 차지하는 
의미공간을 그려 놓으면 서로 간의 차이를 더 선보이게 관찰할 수 있다. 
의미지도에 관한 더 구체적인 논의는 6장에서 이어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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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류 진실성 부사

이 장은 ‘사실’류 진실성 부사에 대한 논의이다. 우선 말뭉치 출현 빈도
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특징을 밝힌다. 그다음에 기원 명사의 쓰임을 기술
하고 관형어의 용법을 중심적으로 논의한다. 이어 부사의 다기능적 쓰임에 
주목하여 기능 용역에 따라 관념적 영역, 텍스트적 영역, 대인 관계적 영
역으로 나뉘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 관점에서 입각하여 ‘사실’류 
진실성 부사의 담화 맥락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4.1. 도입
사전 등재 정보에 따라 ‘사실’류 진실성 부사는 총 10개가 선정되었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앞서 각 부사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고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다음 <표 4-1>은 네 개의 형태 분석 말뭉치를 바탕으
로 조사한 ‘정말’류 진실성 부사의 출현 빈도이다. 현대 한국어 문어와 구
어 양상을 대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이하 
‘세종 문어’, ‘세종 구어’), 「연세 균형 말뭉치」(이하 ‘연세 문어’, ‘연세 
구어’),「모두의 말뭉치」(이하 ‘모두 문어’, ‘모두 구어’) 등을 조사하였고, 
현대 한국어와 대조하기 위해서「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이하 ‘연세 
20세기’)의 조사 결과를 함께 실었다.

<표 4-1>에서 나타난 수치는 해당 말뭉치에서 부사(MAG)로 주석된 
형태의 출현 빈도수와 전체 ‘사실’류 부사에서 차지한 백분율이다. 백분율
의 높음에 따라 1% 이하, 1%~5%, 5%~10%, 10%~20%, 20% 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 단계로 나뉘어 배경 희색의 짙음의 정도가 달라진다.38) 

 

38) 빈도수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종 문어 말뭉
치에서는 ‘사실상’을 전체 ‘사실/NNG+상/XSN’로 주석하고 있다. 그중 전체가 명사로 된 경
우도 있고, 부사로 된 경우도 있지만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이 어려워진다. 따
라서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기로 한다. 둘째,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 ‘실제루’의 형태가 5회
가 되어서 ‘실제로’의 빈도수에 합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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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실’류 진실성 부사의 빈도 조사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류 진실성 부사의 현대 한국어 용례에 있어
서는「세종 말뭉치」와 「연세 균형 말뭉치」에 비슷한 양상이 보인다. 문
어에서 ‘사실’과 ‘실제로’가 가장 많이 쓰이고, 구어에서 ‘사실’과 ‘솔직히’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런데 「모두의 말뭉치」의 경우는 다소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난다. 문어에서는 ‘실제로’만 2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구어에
서는 ‘사실’과 ‘실제로’가 2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말뭉치에서 저빈도
로 나타난 ‘사실’류 부사로는 ‘실지, 실지로, 실상, 기실’이 있다. 그중 부사
로서의 ‘실지’는 여러 현대 한국어 말뭉치에서 확인되지 못하고, 대신 ‘실
지로’가 더 빈번히 사용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위 표에 반영된 ‘사실’류 진실성 부사의 사용 빈도에 따라, 이 장에서는 
비교적 높은 빈도를 차지한 ‘사실, 실제로, 사실상, 솔직히’를 중심적으로 

    말뭉치
단어

세종 
문어

세종 
구어

연세 
문어

연세 
구어

모두 
문어

모두 
구어

연세 
20세기

사실 2121
(40.32%)

628
(47.08%)

222
(39.71%)

789
(49.84%)

134
(16.73%)

1092
(66.06%)

20540
(38.58%)

사실상 --- 29
(2.17%)

72
(12.88%)

52
(3.28%)

50
(6.24%)

2
(0.12%)

88
(0.17%)

솔직히 436
(8.29%)

475
(35.61%)

42
(7.51%)

542
(34.24%)

54
(6.74%)

133
(8.05%)

4256
(7.99%)

실은 294
(5.59%)

15
(1.12%)

24
(4.29%)

18
(1.14%)

12
(1.50%)

11
(0.67%)

5837
(10.96%)

실제 45
(0.86%)

41
(3.07%)

11
(1.97%)

44
(2.78%)

142
(17.73%)

45
(2.72%)

239
(0.45%)

실제로 2072
(39.38%)

129
(9.67%)

176
(31.48%)

117
(7.39%)

406
(50.69%)

366
(22.14%)

17355
(32.6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
(0.01%)실지

48
(0.91%)

15
(1.12%)

2
(0.36%)

19
(1.20%)

0
(0.00%)

2
(0.12%)

541
(1.02%)실지로

172
(3.27%)

2
(0.15%)

9
(1.61%)

2
(0.13%)

2
(0.25%)

2
(0.12%)

3018
(5.67%)실상

73
(1.39%)

0
(0.00%)

1
(0.18%)

0
(0.00%)

1
(0.12%)

0
(0.00%)

1360
(2.55%)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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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자 한다. 
논의 전개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사실’류 진실성 부사 중, ‘솔직히’는 사

실 다른 ‘사실’류 부사와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실제로, 실지로’ 등의 경
우는 모두 기원 명사로부터 영파생으로 형성되거나 ‘로’가 첨가되어 파생
된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는 형용사 ‘솔직하다’의 파생 형태이다. ‘솔직히’
는 화행부사로 쓰일 때 ‘사실’과 유사한 담화적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같
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기원적으로 ‘솔직히’는 다른 ‘사실’류 
진실성 부사와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 

4.2. 기원 명사의 쓰임
‘사실, 사실상, 실제, 실지, 실상, 기실’은 모두 명사의 용법을 갖고 있다. 

먼저 사전적 해석을 제기하고, 문법적 특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여러 ‘사실’류 진실성 명사에 대한 사전적 뜻
풀이이다.

<표 4-2> ‘사실’류 명사의 사전적 해석

사실

1.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2. (‘사실은’ 꼴로 쓰여)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을 솔직하게 말할 때 쓰는 말.3. (‘사실이지’ 또는 ‘사실 말이지’ 꼴로 쓰여) 자신의 말이 옳다고 강조할 때 쓰는 말.4. 『법률』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5. 『철학』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의심할 수 없는 현실적 존재성을 가지며 사유(思惟)에 의하여 경험 내용으로 확립된다.
사실상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
실제 1. 사실의 경우나 형편.2. 『불교』 허망(虛妄)을 떠난 열반의 깨달음. 또는 진여(眞如)의 이체(理體).
실지 1. 실제의 처지나 경우.2. 사물이 현재 있는 곳. =현장.
실상 실제의 상태나 내용.
기실 (주로 ‘기실은’ 꼴로 쓰여) 실제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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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류 진실성 명사는 구성된 한자의 뜻에 따라 기원적 의미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 ‘사실’은 위의 명사들의 일반적인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이지만, 법률, 철학 등 전문 영역에서의 쓰임이 다른 명사와 구분
된다. ‘실지’는 현재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상’은 실제의 상태나 
내용을 의미하는 면에서 특정 방면의 ‘사실’을 가리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사실’류 진실성 명사는 문법적 특성에 있어서 각각 다르다. 예컨
대, ‘사실’은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지만, ‘기실’은 주로 ‘기실은’의 꼴
로 쓰이는데 홀로 주어나 목적어로 나타날 수 없다. 

부사의 용법과 견주기 위해, 명사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은 관형어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다음으로 ‘실제’와 ‘사실상’에 의해 형성
된 관형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2.1. ‘실제’

‘실제’는 직접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실제의’, ‘실제적’, ‘실제적인’의 
형태로 나타나 관형어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1) 가. 비록 시뮬레이션이라 할지라도 실제 상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훈련생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내가 꿈꾸던 대학과 실제의 대학과의 차이가 느껴질 때면 나도 모
를 허무감에 휩싸이곤 했었다.

다. 자유를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라. 소행성과의 충돌은 확률이 낮지만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1)의 예문은 각각 ‘실제, 실제의, 실제적, 실제적인’이 관형어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의 의미는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인 차이를 지니기도 한
다.

우선, 위 네 가지 ‘실제’에 의한 형성된 관형어 중, ‘실제의’ 경우는 다른 
것들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의’가 속격조사이므로 ‘실제
의+명사’는 속격 관계를 드러낸다. ‘실제의 것’은 문법상 ‘*실제 것’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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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것’으로 될 수 없고, 의미상 ‘실제적인 것’과 같지도 않다. ‘실제의 
것’은 현실적인 형편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2나)에서 쓰인 ‘실제
의 대학’은 ‘꿈꾸던 대학’과 대조되어 쓰이는 것인데, ‘*실제 대학’으로 바꿀 
수 없다. 

다음으로 ‘실제적(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김창섭(2013:175-176)에 따
르면, ‘-적’의 의미기능은 ‘X적’을 ‘형용사성 명사’로 결정하는 것이다. ‘-
적’의 의미 기능이 X에 적용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X를 
전체로서의 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를 형용사성 명사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X의 개별적인 속성들에 작용하면서 X를 형용사성 명사로 바
꾸는 것이다. 첫 번째 의미 기능에 해당하는 예는 ‘실제적 발달수준’을 들 
수 있다. ‘실제적 발달수준’은 심리학 분야의 전문용어로서 이미 완수된 발
달 주기의 결과로 정해진 아동의 정신 기능 발달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잠재적 발달수준’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실제적’은 전체로서 한 개
념으로 취급된다. 두 번째 의미 기능에 해당하는 예로는 ‘실제적인 도움’을 
들 수 있다. ‘실제적인 도움’은 ‘현실 세계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실제의 속성을 갖춘 도움’, 달리 말해서 ‘현실적인 효용이 있는 도움’
을 뜻한다. 한편으로, ‘실제적(인) 도움’은 문법적이지만, ‘*실제 도움’은 문
법적이지 않다. 이것으로 짐작되듯 ‘실제’가 관형어로써 쓰일 때 드러내는 
의미는 ‘실제적(인)’과 다르다.

‘실제, 실제적(인)’의 의미 차이를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koTenTen18 말뭉치에서 관형어 바로 뒤에 나타난 명사(대명사 포함)에 
대한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실
제’(36935)>‘실제적인’(11785)>‘실제적’(3772)의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범위를 좁혀서 빈도수를 높게 차지한 ‘실
제’와 ‘실제적인’에 한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표 4-3> ‘실제’와 ‘실제적인’이 수식하는 명사의 빈도 조사

실제 실제적인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사용 4311 도움 426
사례 3869 것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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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의 10위를 차지한 명사 목록을 보면, ‘경험’과 같은 경우는 ‘실제 
경험’과 ‘실제적인 경험’은 모두 문법적이지만, 의존명사 ‘것’과 ‘면’은 ‘실제
적인’의 수식만 받을 수 있고, ‘실제’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특징적으로 결합한 명사를 고찰하려면, 단순히 빈도수를 세는 것이 부족
하고 결합 긴밀성 정도를 검토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logDice 계수에 의
한 통계 기법을 여기서 다시 적용해 보고자 한다.

<표 4-4> ‘실제’, ‘실제적인’의 명사 결합 긴밀성 조사 

<표 4-4>에 반영된 결합 긴밀성이 높은 명사 부류를 관찰한 결과, ‘실
제’의 의미 기능은 피수식 명사의 시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실
제적인’의 의미 기능은 피수식 명사의 현실적이거나 실질적인 속성을 드러
내는 것이다.

‘실제’와 많이 공기한 ‘역사’를 하나의 예로 들자면, 말뭉치에서 주로 ‘실

역사 3747 문제 255
상황 3684 방법 196
게임 3124 삶 165
현장 2523 경험 124
모습 2338 변화 120
생활 2316 효과 119
제품 2156 내용 111
경험 1846 면 108

실제 실제적인
형태 빈도수 logDice 계수 형태 빈도수 logDice 계수
사례 3869 7.44 지침들 15 5.26
역사 3747 7.02 응용력 13 4.98
현장 2523 6.87 교회생활 12 4.95
생활 2316 6.51 방법들 27 4.76
인물 1694 6.33 효용 17 4.64
업무 1664 6.24 조언 86 4.44
게임 3124 6.10 도움 426 4.43
현실 1806 6.09 사례들 23 4.40
상황 3684 5.99 조처 14 4.31
시험 1135 5.98 문제들 50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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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사 속’, ‘실제 역사 기록’, ‘실제 역사 인물’ 등 연어가 나타난다. 여기
서 ‘실제’가 ‘역사’와 관련된 현실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언급할 역사는 환상적이거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
는 기능으로 해석된다.

한편, ‘실제적인’과 많이 공기한 ‘지침’을 하나의 예로 들자면, 말뭉치에
서 주로 종교 활동에 관한 맥락에서 쓰인다. ‘실제적인 지침’은 ‘지침’의 실
천 가능하다는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고, 영어로 치면 ‘practical’에 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실제적인’은 ‘실제’와 관련된 속성을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실적’, ‘실질적’, ‘실용적’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된다.

4.2.2. ‘사실상’

‘사실상’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없지만, 속격조사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가 될 수 있다. ‘사실상’에서 쓰인 한자어 접미사 ‘상’은 기원적으로 
공간의 위쪽을 의미하지만, 추상적으로 ‘어떤 것과 관계된 방면, 그것에 따
름’의 의미로 나타난다. 

(2)  가. 일본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일본을 실질적으로 다스린 존재는 
천황이 아니라 막부(幕府)의 장군(쇼군)들이었다. 왕조 국가에서 
왕위를 세습한 것처럼 막부의 장군도 한 가문에서 세습했다. 이때 
장군은 사실상의 국왕이었고, 막부는 사실상의 왕조였다.

나. 왜와는 정치적인 이익이 부합하기 때문에 포섭하기 쉬웠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세력은 이 지역에서 사실상의 기득권을 휘두르고 있
던 신라이다.

(2)에서 쓰인 ‘사실상’은 ‘사실’과 관계된 방면으로, ‘법률상, 형식상, 명의
상’ 등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를 뜻한다. (2가)에서 ‘장군’은 법률적으로 ‘국
왕’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장군’이 세습하는 형
식은 ‘왕조’나 마찬가지다. (2나)에서 ‘사실상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명분상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군대 조직을 비롯한 지방 세력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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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실질적인 기득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의미 특징은 또 하나의 전문용어에서 엿볼 수 있다. 

(3)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로 풀일 수 있고, 법률적인 조건에 따른 혼
인 관계와 반대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상’의 의미 기능은 ‘실제’나 ‘실제
적’과 다르며,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역을 한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이상 ‘실제, 실제적(인), 사실상의’가 관형어로서 쓰이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5> 관형어 ‘실제, 실제적(인), 사실상의’의 의미

한자 ‘實’의 반대말로 ‘虛’와 ‘名’이 있다. 하나는 ‘실재’의 의미로 쓰인 현
실 측면의 것과 관여하고, 또 하나는 ‘실속’의 의미로 쓰인 내용 측면의 것
과 관여한다. 위에서 관형어에 대한 고찰로 의하면, ‘실제, 실제적(인)’은 
[虛]의 반대되는 개념과 관련된 것이고, ‘사실상의’는 [名]의 반대되는 개

관형어 의미 비슷한 개념 반대되는 개념

실제 명사의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함

현실, 현장
[實]

허구, 이론, 가상
[虛]

실제적(인)
명사에 관한 현실적 

또는 실질적인 
속성을 수식함

현실적, 실질적, 
실천적, 실용적

[實]
이론적, 잠재적

[虛]

사실상의
명사를 판정하는 

영역을 사실에 따른 
것으로 한정함

내용상
[實]

형식상, 법률상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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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 구분은 각각 대응하는 부사어 ‘실제로, 
실제적으로, 사실상’의 용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 절에서 이어서 전개한다. 

4.3. 부사의 다기능적 쓰임
‘사실’류 진실성 부사(어)를 논의하기에 앞서, 다음 (4)에 나타난 몇 가

지 특징적인 예문을 검토하고 문법적 기술의 방식을 정하기로 한다.

(4)  가.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면 법정에서 실제적으로 틀
어보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을 변호사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않
는 경우도 있다.

다. 이 총리와 DJ가 면담한 시간도 언론에 보도된 30분이 아니라 실
제로는 1시간 반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우리가 
남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싸우는 긴 여정이
다.

마. 솔직히 말하면 살 빨리 빼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바. 난 그 할아버지 싫던데. 사실 난 네가 그 할아버지랑 말 섞지 않

았으면 좋겠어.
사. 기훈: 무슨 고민인지 궁금한데 제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요...

나영: 실은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거
든요...? 미운 짓만 골라 하구.... 근데 다시 보니까 괜찮은 데
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기훈: 날 만나게 해 줘요,.. 남자는 같은 남자끼리 보는데 정확하거
든요.

(4)는 ‘사실’류 진실성 부사(어)가 나타난 다양한 위치를 보여준 예문들이
다. (4가)와 (4나)에서 쓰인 ‘실제적으로, 솔직히’는 행위의 성상을 수식하
는 것이고, 통사론적 층위가 vP 영역에 해당한다. ‘실제적으로’는 ‘틀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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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속성을, ‘솔직히’는 동사 ‘털어놓다’의 성상을 수식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4다)와 (4라)에서 쓰인 ‘실제로는’은 모두 역접의 환경에서 쓰이고 
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두 예문에서 쓰인 ‘실제로는’의 통사론
적 층위는 IP 영역으로 판정된다. 그런데 의미상 (4다)의 경우는 ‘객관적
인 사실’을 드러내고, (4라)의 경우는 화자의 판단에 의한 ‘주관적인 사실’
을 드러낸다. 이상 네 가지 예문에서 보인 ‘사실’류 진실성 부사는 모두 문
장의 명제적 의미에 관여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한편, (4마~사)에서 보인 부사어는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 관여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4마)에서 쓰인 ‘솔직히 말하면’은 발화의 양식을 수식
하는 부사어에 해당하고, 통사론적 층위가 CP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바)에서 쓰인 ‘사실’은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또한 화
행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마)와 (4바)의 공통적인 특징은 해당 
부사어를 삭제하더라도 명제의 진리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사)의 경우, 부사 ‘실은’은 조사 ‘요’와 결합되어 소형문의 형식
으로 발화의 시작 위치에 쓰이는데, 조금 완곡하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용법은 부사의 전형적인 의미 기능
과 달라져서 담화표지로 간주할 수도 있다.

(4)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사실’류 진실성 부사가 드러내는 의미는 실
질적인 속성, 실제 상황을 비롯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부터 화자의 
주관 태도, 입장 표시를 비롯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실’까지 다양한 연
속적인 의미 분포가 보인다. 

이러한 연속적 특징은 Sarda et al.(2014)에서 제시한 틀-설정 부사어
(framing adverbials)의 연속성과 비교할 만하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틀-설정 부사어는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을 비롯한 구상적인 틀을 설정하는 부사어부터, 상상적이거
나 추상적인 틀을 설정하는 부사어까지 나타나고, 문장의 비명제적 의미에 
관여하는 부분(곧 담화 지향적 영역)에 있어서 발화의 근원, 화제, 그리고 
메타담화적 틀을 설정하는 부사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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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arda et al.(2014:21)에서 제시한 틀-설정 부사어의 체계

위 그림에서 나타난 체계에 따르면, ‘사실’류 진실성 부사 중 ‘실제로’만
으로도 다기능적 쓰임이 관찰된다. ‘실제로’는 사건의 시공간적 틀을 설정
할 수 있고, 상상적이거나 추상적인 틀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담화 층위에 
‘실제로’가 직접 쓰이기가 어려우나, ‘실제에 있어서’와 같이 화제를 설정하
는 부사어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사실’류 진실성 부사에 대한 문법
적 기술은 앞서 ‘정말’류와 달라질 것이다. 의미적 연속성은 통사 구조에 
의해서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다가 역접을 비롯한 특정적인 맥락 정
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의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통사론
적 기준에 따라 ‘성상부사, 사건부사, 화행부사’처럼 나누는 작업이 ‘사실’
류 진실성 부사의 전반적인 특징을 밝히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다.

그러므로 ‘사실’류 진실성 부사에 대한 논의는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에서 제기한 언어의 세 가지 메타기능(metafunction)
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Halliday(1970, 1979)에서는 언어의 메
타기능을 작동하는 영역에 따라 관념적(ideational) 영역, 텍스트적
(textual) 영역, 대인 관계적(interpersonal)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사실’
류 진실성 부사가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 관여할 때는 관념적 영역에 속하
는 것이고, 절과 절 사이, 혹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접속 관계를 드러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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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텍스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화자의 판단에 의한 주관적인 ‘사실’
을 언급할 때는 대인 관계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4.3.1. 관념적 영역

관념적 영역에 속하는 것은 부사의 기원적이고 개념적인 의미가 드러내
는 용법이다. 가령, 행위의 실제적인 속성을 수식하거나 사건의 발생 영역
을 실제 상황으로 설정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관념적 기능을 나타내
는 부사의 의미는 진리조건적이다. 이 영역에 쓰이는 부사는 전형적으로 
‘실제, 실제로, 실제적으로, 사실상, 솔직히’ 등이 있다.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 통사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개별 부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사어의 통사론적 층위가 vP 영역일 때는 동적양태의 작용역 안
에 들어갈 수 있다.
  

(5)  가.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의해 약탈당하고 통감에 의
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으며(제1-3조) 그리고 한국 황실의 안
녕과 존엄을 유지한다(제5조)는 것 외에 한국의 독립부강을 위한 
시정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국정에 깊숙이 간여하여 그들의 
당초 목적대로 한국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였다.

나. 나는 이 책에서 ‘인도’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조명해 보
고자 노력했다.

(5가)의 ‘사실상’이 동적양태 표현 ‘지배하고자 하-’의 작용역 안에 드는 
것이 판단된다. ‘사실상’의 의미는 동사 ‘지배하다’를 판단하는 영역을 사실
에 따른 것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나)의 ‘실제적으로’는 ‘객관
적이고’와 먼저 병렬 구조를 이루고, 동적양태 표현 ‘조명해 보고자 노력하
-’의 작용역 안에 드는 것이 확인된다. 이 문장에서 쓰이는 부사어 ‘객관
적이고 실제적으로’는 동사 ‘조명하다’의 방식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둘째, 부사어의 통사론적 층위가 vP 영역일 때는 ‘못’ 부정의 작용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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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갈 수 있다.

(6)  가. ‘귀신’이라는 단 한 번도 실제로 목격하지 못한 존재를 생각할 때 
낫, 누더기, 비행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데에는 분명 ‘가라귀
신’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나. 다만 통일을 실천적,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
에 의미 있는 정책을 실제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것에 깊은 아쉬움
을 갖고 있다.

다. 이러한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
게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의 눈치를 보며 감정을 숨기고 속이게 
된다.

(6)에서 보이듯, (6가)의 ‘실제로’는 ‘목격하지 못하-’의 작용역 안에 드는 
것이고, (6나)의 ‘실제적으로’는 ‘구현하지 못하-’의 작용역 안에 드는 것
이며, (6다)의 ‘솔직하게’는 ‘표현하지 못하-’의 작용역 안에 드는 것이다.

셋째, IP 영역에 속하는 부사어는 조건절 안에 쓰일 수 있으나, CP 영역
에 속하는 부사어는 조건절 안에 쓰일 수 없다.

(7)  가. {실제로, 사실} 지금 보면 파견 업체들이나 이런 직업 소개 업체
들이 굉장히 소규모 업체로 난립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
다.

나. 만약 {실제로, *사실}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
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과 ‘실제로’는 모두 문장의 맨 앞에 쓰일 때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차지하는 통사적인 위치가 다르다. (7가)에서 ‘실제로’나 
‘사실’이 ‘-면’이 드러내는 조건절 안에 쓰이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쉽
지 않지만, (7나)에서 “만약 ~다면”의 구문 안에 쓰이는 ‘실제로’의 자리에 
‘사실’이 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분명 IP 영역 부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시 (7가)에서 ‘사실’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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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면’ 조건절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에 대한 화자의 입
장을 주석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이처럼, 조건절 환경은 ‘실제로’와 ‘사실’
의 통사론적 층위를 판정해 준 것이다.

4.3.1.1. ‘실제, 실제로, 실제적으로’

‘실제, 실제로,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어원에서 온 부사(어)이기는 하지
만 앞서 논의한 관형어의 의미 차이처럼 의미 기능상 완전히 같지는 않다. 

우선, ‘실제적으로’는 행위의 속성을 수식하는 성상부사어로만 쓰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행위의 속성을 수식할 수 있을뿐더러 사건의 틀을 설정
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달리 말해서 ‘실제적으로’가 나타나는 통사론적 층
위는 vP 영역만이지만, ‘실제로’는 vP 영역과 IP 영역에 모두 쓰일 수 있
는 것이다. 

(8) 가. 아무래도 게임을 실제로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규제를 하려다 보
니 이런 현실성 떨어지는 법안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그녀 역시 다빈치처럼 자신이 기록한 발명품들을 실제로 
만들어보지 않았다. 

(8)에서 나타난 ‘실제로’는 ‘실제적으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실
제적으로’로 쓰일 때의 의미는 행위의 실질적인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
로 보인다. 예컨대, (8다)에서 보인 ‘발명품들을 실제로 만들어보지 않다’
와 ‘발명품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보지 않다’의 의미 차이에 있어서, 전자
는 만든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발명품을 어
떻게 만들지를 구상을 했지만 실물로 만들어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
다. ‘실제로’와 ‘실제적으로’에서 보인 차이는 앞서 관형어로서의 ‘실제’와 
‘실제적(인)’의 의미 차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부사어에 적용해 
본다면, ‘실제로’는 동사의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는 동사에 관한 현실적 또는 실질적인 속성을 수식하는 것이다.

말뭉치에서 관찰된 ‘실제적으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흔히 ‘구체적, 객관
적, 기본적’ 등 명사와 대등적 접속으로 연결된 부사어구를 형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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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  가.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참다운 신은 천상에 있는 신이 아니라 지상
에 있으면서 인간과 함께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인간과 하나
가 되어 있는 신이다.

나. 이 책은 인터넷 문제에 관해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에서 출발하
지 않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이고 실제적으로 충실히 검술
을 재현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음으로, IP 층위에 쓰이는 ‘실제’와 ‘실제로’의 경우를 보자. 아래 예문 
(10)에서 나타난 ‘실제’, ‘실제로’는 ‘실제적으로’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10) 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잦은 국토 침수 문제는 실제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다.

나. 돌아보면 저의 집필 동기 중엔 분노가 분명 있지요.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책이 있으며 그런 책이 하나씩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10)에 보인 ‘실제, 실제로’는 모두 사건이 발생하는 시공간이 현실적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어나다, 존재하다’와 같은 존재의 속성과 관련
된 동사는 ‘실제, 실제로’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의 수식을 
받기 어렵다.

4.3.1.2. ‘사실상’

‘사실상’은 영역부사(domain adverbs)의 특징을 보인다. 앞서 ‘사실상의’
의 관형어로서의 의미 기능과 비슷하게, 부사 ‘사실상’은 행위나 사건의 진
리 조건을 판정하는 영역을 사실에 따르는 것으로 한정한다. 행위나 사건
을 모두 수식할 수 있는 것은 Ramat & Ricca(1998)의 용어에 따르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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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영역부사(low domain adverbs)와 고층 영역부사(high domain ad-
verbs)의 용법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것이다.

(11) 가. 취준생들이 일자리 사업을 일일이 찾아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음향업체 P사운드 관계자는 “폐업 신고만 안 했지 대표 한 명만 

남아 사업자만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폐업 상태인 회사가 대다수
다.

다. 일본대만교류협회(日本台灣交流協會)는 1972년에 중화민국(대만)
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중지한 후, 일본이 중화민국과 관계 개선
을 위해 민간단체 형식으로 설립된 협회이다. 정식 명칭은 재단법
인 교류협회(財團法人交流協會)이다. 사실상 대만 주재 일본 대사
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 공무원노조는 지난 30일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
련한 ‘조합원 총투표’를 부결시켰다. 사실상 노조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거부한 셈이다.

(11가~나)에 나타난 ‘사실상’은 vP의 부가어이고, (11다~라)에 나타난 
‘사실상’은 IP의 부가어이다. 영역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 조건을 판정
하는 영역을 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판정하는 영역에 따라 진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위 (11가)와 (11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장
으로 변환할 수 있다.

(12) 가. 취준생들이 일자리 사업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나. 일본대만교류협회는 명의상 민간단체이지만, 사실상 대만 주재 일
본 대사관이다.

(12가)에서 같은 일에 관한 판단은 이론의 영역에 따르면 가능하지만, 사
실의 영역에 따르면 불가능한 것이다. (12나)에서 일본대만교류협희는 대
외적으로 드러낸 명칭에 의하면 민간단체이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에 의하면 민간단체가 아닌 대사관이다. 이처럼 동일한 수식 대상의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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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한정하는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실상’이 영역부사로 쓰이는 것은 한자어 접미사 ‘상(上)’과 관련이 있

다. 사실, ‘상’은 ‘사실’과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보인 ‘이론상, 명
의상’ 등과 같이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접미 형태이다. 한자어 접미사 ‘상’
은 한국어 영역 부사어를 형성하는 데에 참여하는 특징적인 형태소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13) 가. 이론상 여성들은 즉자적 주체에서 대자적 주체를 거쳐 ‘여성’이라
는 성적 정체성으로 자신을 재정립하는 주체화 과정을 겪는다.

나. 국민국가는 이론상으로는 자유로운 개인의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
된다. 

다. 어감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문법상으로 맞지 않으니 귀에 거슬린
다. 

라. 영화기술상으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아니나 영화미학적으로 중요
한 발전은 1941년의 렌즈 코팅기술의 개발을 통한 광각렌즈의 활
성화를 들 수 있겠다.

(1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상’은 명사와 결합하여 그 명사와 관계되는 영
역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독적으로는 (13가)처럼 ‘이론상’만으
로도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지만, (13나)처럼 조사 ‘(으)로’와 결합하여 나
타나기도 한다. ‘이론상’은 ‘사실상’처럼 굳어진 명사로 볼 수 있겠으나, 
(13다)와 (13라)에서 쓰인 ‘문법상’과 ‘영화기술상’은 임시어이다. ‘상’은 
어떤 면에서 접미사 ‘-적’과 비슷한 의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론상으로’은 다시 ‘이론적으로’로 달리 말할 수 있다.39)

39) 영역 부사어를 형성하는 데에 참여하는 문법적 표현도 있다. 조사 상당 구성 ‘-에 있어’도 
명사와 관련된 방면을 설정하는 의미 기능을 담당한다. 문병열(2015:125)에서는 조사 상당 
구성 ‘-에(게) 있어’의 의미를 [제한된 범위], 사용 맥락을 [대조]와 [화제]로 설정하고 있
다. ‘-에 있어’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 유형을 보면, ‘현대사, 예술, 과학, 문화’를 비롯한 
추상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명사는 ‘상’과 결합할 수 있으나, 공간물(‘서유렵’), 시간(‘내년’), 
인간(‘어린이’) 등 ‘상’이 결합할 수 없는 명사 부류도 있다. 영역 부사어를 형성하는 데에 
참여하는 ‘상’, ‘-적’, ‘-에 있어’를 비롯한 형태론·통사론적 형식에 대한 고찰은 후고로 기
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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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의미 특징은 이와 공기하는 어휘 요소나 문법 요소로부터 관
찰할 수도 있다. koTenTen18 말뭉치에서 ‘사실상’ 우측 3어절 내 공기한 
형태를 logDice 계수에 따라 가장 높은 5위를 추려내면 아래와 같다.

<표 4-6> ‘사실상’ 우측 3어절 내 공기 긴밀성 조사

각 공기하는 형태를 반영하는 예문은 아래 (14가~라)처럼 단독으로 나
타날 수 있지만, (14마~사)처럼 둘 이상의 공기 형태가 연어로 형성되기
도 한다.

(14) 가. 3년 가까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노동조합 회의실이나 사무실
에서 사실상 노숙과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다.

나. 1만엔 초충반대에 예약을 했다면 여러가지 혜택과 가치에 따라, 
사실상 거의 무료 숙박에 육박하게 됩니다.

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협력사업으로 승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필수 경비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각종 행사 비용도 지원한
다. 사실상 민간 행사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셈이다.

라. 이 같은 상황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동전을 고를 확률은 사실상 0
에 가깝다.

마. 한국군의 병력 규모로 보건대 사실상 동원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의 병력이다.

바. 간단해 보이는 예방수칙은 사실상 지키기 불가능에 가깝다.
사. 이제 인간이 바둑에서 AI를 누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다름없다’, ‘거의’, ‘-ㄴ 셈이다’, ‘-에 가깝다’는 모두 어떤 사태를 평가할 
때 다른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상’ 및 이들과 공
기하는 A 사태를 평가할 때, 사실 영역에 따르면 B 사태로 볼 수 있다는 

형태 빈도수 logDice 계수
다름없- 677 8.90

거의 3067 6.99
셈 751 6.62

가깝- 692 5.73
불가능 462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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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불가능’이 자주 공기를 이룬 이유는 ‘사실상’이 사용되는 맥락이 
흔히 어떤 사태가 실제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에 가깝다’가 결합하는 명사 중, 빈도수로 따지면 ‘불가능’이 제일 많
고, ‘제로, 0’가 그 뒤에 잇따른다. 다른 단어로는 ‘허울, 무용지물, 환상’과 
같은 추상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고, ‘완벽, 도박, 
사기, 억지, 무리, 학대, 불사’ 등 극단적인 일을 평가하는 단어가 있다. 

이상 ‘사실상’과 긴밀하게 공기하는 형태는 ‘사실상’이 나타나는 연어 혹
은 구문 형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실상’에 대한 문법적 기술
에 의미운율 정보가 추가된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실상’은 어떤 사태를 
평가하는 영역을 사실에 따르는 것으로 한정하는 의미 기능을 지닌다. 일
반적인 맥락은 ‘사실상’이 평가한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전형적인 맥락은 실현 불가능한 사태를 평가하는 것이
다.

4.3.1.3. ‘솔직히’

‘솔직히’는 행위의 태도가 거짓이 없고 곧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
다. 관념적 기능으로 쓰일 때는 동사의 성상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솔직하게’는 ‘솔직히’와 대체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15) 가. 내가 10대 시절에 그들처럼 취향을 {솔직히, 솔직하게} 고백하고,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있었다면 더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나. 외모 때문에 대인관계나 연애에서도 남보다 2배로 노력해야 했다
는 말을 이력서에 {솔직히, 솔직하게} 썼어요.

다. 잘못이 드러나면 차라리 {솔직히, 솔직하게} 시인하고 매를 맞는 
편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높여줄 텐데 정치를 왜 그렇게 하는지 
답답하다.

라. 모임은 아베 총리에게 보낸 요청서에서 불편한 역사적 사실에 대
해 {솔직히, 솔직하게} 사죄하고, 보상을 포함한 명예 회복 조치
를 취하는 것이 리더의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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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 보인 ‘솔직히/솔직하게’는 모두 동사의 부가어로 판단되고, ‘고백
하다’, ‘쓰다’, ‘시인하다’, ‘사죄하다’의 행위가 솔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직히’가 성상부사로 쓰이는 용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다음으로 성상부
사의 용법과 화행부사의 용법의 차이점에 있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
다.

koTenTen18 말뭉치에서 ‘솔직히’와 공기하는 동사를 조사한 결과, ‘말하
다, 말씀드리다, 털어놓다, 고백하다, 얘기하다’를 비롯한 발화 행위 동사에 
속하는 부류가 많고, ‘짜증나다, 놀라다, 겁나다, 웃기다, 모르다’를 비롯한 
심리 동사에 속하는 부류도 있다.

‘솔직히’가 발화 행위 동사와 결합할 때는, (15)의 성상부사의 용법일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와 같이 흔히 문장 
앞에 쓰인 화행부사어 용법을 지니기도 한다. 이 자리는, ‘솔직하게’도 ‘솔
직하게 말하면’과 같이 비슷한 화행부사어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의 ‘frankly speaking’에 해당하는 형식은 한국어에서 ‘솔직히 말하면, 솔직
하게 말하면’처럼 ‘솔직히/솔직하게’에 의하여 모두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심리 동사와 공기하는 예문을 보면, ‘솔직하게’가 
‘솔직히’의 자리에 대신 쓰이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6) 가. 거의 매일 꼬박꼬박 요리 선생님 집에 가는데 {솔직히, *솔직하
게} 깜짝 놀랐어.

나. 악플러보다 {솔직히, *솔직하게} 이런 자들이 더 짜증납니다.
다. 나보다 덩치 큰 남자들 보면 {솔직히, *솔직하게} 겁나요.
라. {솔직히, *솔직하게} 뭘 기대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16)에서 쓰인 ‘솔직히’는 삽입어처럼 문장 안에 나타나, 핵이 되는 동사와 
직접 수식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 관여하지도 않는 
것이다. 대신, ‘솔직히’는 문장에서 화자가 전체 발화를 수행하는 양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화행 영역의 용법으로 판단된다. 화행부사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삭제되더라도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솔직히’가 쓰일 수 있지만, ‘솔직하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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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못하는 현상은 ‘솔직히’가 부사절을 형성하지 않아도 온전한 화행
부사로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솔직히’의 화행부사 용법은 대인 관계
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구체적인 논의는 4.3.3.절에서 이어서 진행할 것이
다.

4.3.2. 텍스트적 영역

이 절에는 ‘사실’류 진실성 부사가 텍스트적 기능을 지니는 용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사실’류 부사 중 ‘솔직히’를 제외하고, ‘사실, 실제로, 사실상’ 
등의 부사는 텍스트 구조에 기여한다. 다음은 ‘사실’류 부사가 나타나는 위
치에 따라 절과 절 사이,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텍스트적 기능에 대
해 탐구하고자 한다.

4.3.2.1. 절과 절 사이

절과 절 사이에는 ‘사실’류 진실성 부사가 흔히 역접의 맥락에서 쓰인다. 
아래와 같이 대조의 보조사 ‘는’과 결합하여 ‘실제로는, 사실은, 실은, 사실
상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17) 가.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가 더 많다.

 나. 가로등의 경우 손님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알
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장식품일 뿐 어떠한 역할도 존재하지 않는
다.

  다. 비주얼도, 성격도, 집안도 하나 같이 완벽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고가 얕은, 몹쓸 남자.

라. 재밌는 건 충동구매에 대한 결과인데, 이 세 유형 중 가장 충동구
매 수치가 높은 유형은 적극적 유형일 것 같지만 실은 일반 구매
자 유형이었다.

마. 마치 감축계획인 것처럼 제시돼 있지만, 사실상은 온실가스 배출
의 증가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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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절에는 ‘-다고 생각하지만, -다고 알려져 있으나, -ㄴ 듯 보이지만, 
-ㄹ 것 같지만, 마치 ~처럼 ~지만’ 등의 구문으로 실제 상황과 대조되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후행절에는 화자가 주장하는 ‘사실’
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류 부사가 쓰이는 대조의 맥락은 흔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남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소개할 때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겉으로 보면’, ‘얼핏’ 등의 표현과 공기하는 것에서 관찰할 수 있다.

(18) 가. 겉으로 보면 시앤중공업이 주요 계열사 간 지배구조의 아랫단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는 순환출자 형식으로 묶여 있어 구조가 훨
씬 더 복잡하다.

나.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변화된 세
계의 경제 지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논리로 매우 “경쟁
력을 저해하는” 논리다.

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다.

(18)에서는 선행절에서 먼저 표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후행절에서는 실
제 상황을 제시한다. 예컨대, (18가)의 선행절에서는 먼저 시앤중공업의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을 부정하고, ‘실제로는’이 쓰이는 후행절에서는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제적인 상황을 알려준다. ‘얼핏’은 잠깐 사이
에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바는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기 힘들다
는 이유에서 쓰인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류 부사가 대조의 맥락에서 쓰인 
것은 (18가)처럼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사실을 밝힐 수도 있고, (18다)처
럼 화자의 판단에 의한 주관적인 사실을 표할 수도 있다.

‘사실’류 부사가 드러내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내지 못한 사실’이란 의미
가 ‘알고 보니’와 같은 표현과 공기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19) 가. 그날도 장난기가 발동한 어느 친구가 그 부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여자의 손이 너무나 차갑다며 그 부인의 남편이 되는 친구를 나무
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것마저도 장난으로 알았으나, 알고 보
니 실제로 그 부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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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적 삼단논법의 전제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을 일반화시
킨 것이라 면 그러한 전제는 생략되는 수도 많다. 논변을 평가하
려면 그러한 드러나 있지 않고 생략된 전제들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숨겨진 전제가 알고 보니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일반
화시키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용 가능한 관련 증거
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이다.

‘알고 보니’가 쓰이는 맥락은 앞에 언급한 일이 전에 몰랐던 것이고, 그 일
에 대해 알아낸 결과를 뒤에 잇따라 밝히는 맥락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알고 보니’ 뒤에 쓰이는 ‘사실’류 부사는 바로 그러한 심층적인 사실을 드
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4.3.2.2. 문장과 문장 사이

‘사실’류 부사가 문두에 위치할 때, 수식 영역은 여전히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지만, 텍스트 응집성에 있어서는 앞 문장과 접속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문장과 문장 사이의 텍스트적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역접]이고 또 하나는 [상술]이다.

먼저 [역접]의 경우를 보자. [역접]은 앞서 절과 절 사이에서 나타났듯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나타난다. [역접] 중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지
닌 가장 강한 것은 [대립]으로 본다.

(20) 이성과 감정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다. 사실, 이성과 감정은 상호보
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20)에서 나타난 ‘사실’은 완전히 상반된 명제 사이에 위치한다. 만약 ‘사
실’이 삭제되면, 문장 간의 응집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는 ‘이성과 감정
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로 변환이 가
능하고, ‘반면에’와 같은 조사구도 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은 다른 역접 의미로 나타난 접속부사(예: 그렇지만, 그러나)로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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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음은 [역접] 의미에서 완전히 양립되는 것이 아닌 [대조]의 경우를 보

자.

(21) 가. 사람들은 흔히 ‘이론’이라고 하면 굉장한 것이라 생각하지. 그러나 
사실, 이론은 가설의 체계에 불과해.

나. 월경이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두 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
지만 사실, 월경혈 속에 순수한 혈액은 약 10~20% 정도이고 나
머지는 모두 자궁내막과 같이 임신을 준비하고 있던 장치들이 떨
어져 나온 것입니다.

(21)에서 ‘사실’은 역접의 접속부사 ‘그러나’, 역접의 연결어미 ‘-지만’과 
공기한다. 위 맥락은 다소 反기대의 의미로 해석 가능할지도 모른다. 특히 
(21나)의 맥락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 즉 사회 공유 지식과 어긋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잘못 받아들여진 정보를 제시하여 청자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 뒤에 이어지는 정확한 정보에 더 집중하게 하는 효
과가 있다.

이어서 [상술]의 경우를 보자. [상술]은 ‘사실’류 부사 앞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 혹은 이유 제시 등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은 후행 문장이 선행 문장의 특정 방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시하는 것인데, [역접]과 같이 상반되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22) 가. 요즘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잔뜩 상했다는 얘기를 현지에서 부쩍 
자주 듣는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의료제도나 소득 분배, 인종 문제 같은 
현안에서 곱지 않은 민낯을 드러냈다. 해외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전보다 많이 나빠졌다.

나. 3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농사일에서 떠나 공장으로 일하
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할 만
한 이유는 나름대로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300년 
전까지는 1만년 동안이나 자기집 가까이에 있는 토지에서 일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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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정생활의 구조, 아이들의 양육과 퍼스낼리티의 형성과정, 
재산에 관한 제도나 권력의 구조, 문화, 매일매일의 생존경쟁 등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사슬에 의해 가정과 농경
지에 매여 있었다. 

(22가)에서 쓰인 ‘실제로’의 후행 문장은 앞서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상했
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22나)에서 쓰인 ‘사실’의 후
행 문장은 앞서 ‘300년 전에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논의하고 있다. 

다음은 [상술] 의미 중, 선행 문장에 대한 더 강한 주장을 제시하는 [강
화(Enhancement)] 의미가 드러낸 예이다.

(23)   아랍인들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향에의 동경을 강하게 표현한 분
야 중의 하나가 장식예술이다. 아랍인들의 장식적인 노력에 적용된 그
들의 예술적 변용은 다양하게 표출된다. 왜냐하면 아랍의 시각예술은 
장식을 위한 것이고, 만약 있더라도 거의 드물게 구상주의가 재현되었
기 때문이다. 이슬람이 지배했던 아랍인의 정신 속에는 현실이 한순간
의 짧은 순간과 같기 때문에 예술적 형태로의 표현은 무의미한 것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사실, 시각형태의 예술 중에서 특히 
사람을 표현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무슬림들에게는 금지된 것이다.

(23)에서 쓰인 ‘사실’은 앞서 아랍인의 예술에서 시각예술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이슬람교의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기술된다. 그런데 다음 ‘사
실’이 나타난 문장은 이보다 더 강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사람을 표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 정신으로 인하여 회피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규
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의 후행 문장은 전술 내용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문두에 쓰인 ‘사실상’은 [상술]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

(24) 가. 전쟁은 100만명이 넘는 희생을 치르고 8년 만인 1962년에 끝났
다. 더 전쟁을 끌어 봐야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샤를 드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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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협상 끝에 프랑스의 철수를 선언했다. 사실상 항복을 한 것이
다. 

나. 386에 대한 평가는 극단을 오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남
다른 자주 세력이라는 호평과 홍위병 또는 악의 축이라는 혹평이 
교차한다. 사실상 현 정권을 섭정한다는 얘기도 듣는다. 

앞 절에서 ‘사실상’은 어떤 사태를 평가할 때 다른 극단적인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의미운율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럼 ‘사실상’의 맥락적 관계를 
분석한다면, 후행 문장에 담긴 정보는 선행 문장에 비해 더 구체적인 것이 
된다. 예컨대, (24가)에서 선언한 철수는 더 나아가 ‘항복’이나 다름이 없
는 것이고, (24나)에서 386에 대한 혹평은 현 정권을 섭정한다고 할 정도
로 극단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이 연결해 주는 두 사태는 척도상 더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역접]과 [상술]의 의미는 주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텍스트적 관계
를 드러내는 것이다. 영역을 담화 층위로 확장해 나가면, 담화표지로서 쓰
이는 ‘사실’은 화제 결속 기능으로 나타난다. [역접]의 의미와 관련되어 주
로 화제 전환의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25)   아, 지금까지 한택식물원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듣다보니 궁금한 게 많이 생깁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
쭤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식물원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
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1970년대 후반. 구체적으로는 1979년입
니다. 그 때 이 한택식물원을 열게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식물원
을 열게 되었나요? 

(25)는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발화이다. 우선 전에 담화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화제로 전환하려는 진행자의 의도가 보인다. ‘사실’로 문장을 시작한 
것은 그러한 화제 전환을 예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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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대인 관계적 영역

마지막으로 대인 관계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류 부사의 용법을 논의
해 보고자 한다. 대인 관계적 영역에 적용되는 부사는 화행부사로 취급 가
능한 ‘사실’과 ‘솔직히’이다. ‘사실’과 ‘솔직히’의 공통점은 의미 기능상 발화
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언어화된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형식상 화행부사에서 담화표지로 발달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사실’과 ‘솔
직히’의 공통점은 유표적으로 발화 내용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데다가 담화 
참여자 간에 상호작용적 관계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의 차이점은 
기원적 의미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은 [역접]과 [상술]의 텍스트적 의미
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화자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앞선 문맥에서 출
현한 관념적 내용과 직접 연관이 있다. 이와 달리, ‘솔직히’는 발화의 양식
을 드러내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담화 결
속에 있어서는 선행 문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불가능하나 관념적 내
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의 대인 관계적 
기능을 기본적으로 [입장 표시]로 설정한다면, ‘솔직히’는 [태도 반영]으로 
설정할 수 있다.

4.3.3.1. ‘사실’

‘사실’은 유표적으로 화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메타-주석(meta-com-
ment)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화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할 때 흔히 나타난 것으로 관찰된다. ‘사실’은 구어 담화에서 특징적으
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알고 보면, 보면, 엄밀히 말하
면, 따져보면, 어쩌면, 어찌 보면, 잘 보면’ 등을 비롯한 논평절(comment 
clause)과 공기하는 것이 발견된다.40) 

(26) 가. 근데 저게 사실 뭐 무슨 대단한 비리도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40) 여기서 제시한 논평절의 유형은 koTenTen18 말뭉치에서 부사 ‘사실’ 뒤에 4어절 범위 안

에 단어의 마지막 형태가 ‘면’인 것을 검색하되, 뽑은 예문을 분석한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
다. 나열한 순서는 출현 빈도수의 높음에 따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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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벌써부터 과열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주자들의 발을 

묶어둘 수도 없고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사실 어찌 보면 이런 현상
은 선거가 있는 한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 지금처럼 문구를 써서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린다는 포괄적 의미도 있는데, 그런 게 명확하면 그
건 뭐 항의 내지 사과를 받아야 되죠.

라. 1월 효과라고 하는 것에 기대가 많은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1월 
효과는 중-소형주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약식을 하면서 시장의 분
위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이게 ‘예민’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에서는 안 좋게 느낌을 갖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민이라는 단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바. 정책이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전세는 사라진
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정책실패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죠.

위에서 나타난 ‘사실’과 논평절의 공기 양상을 보면, 전술했던 ‘사실’류 부
사가 드러내는 남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구체화하는 의미 기능과 
관련이 있다. (26가~라)에서 보인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어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상술, 환언이 되고, (26마~바)
에서 보인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알고 보면’은 화자의 인지 과정을 명
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은 이와 같은 논평절과 함께 쓰이
는 것은 절차적 의미를 지닌 담화표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은 문두, 문중, 문말 등 다양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지만, 발화의 
끝에 나올 때 담화적 기능에 있어서 부사의 용법과 달라진다. 아래 대화 
(27)에서 발화 끝에 나오는 ‘사실’의 예를 보자.

(27)
1 P2: 사실 있게 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소한 거 

하나 예의 지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2 P1: 그쵸.

그게 사실 또
3 P2: 이렇게 끼어들면 미안해서라도 비상등 한번 켜주면 화 안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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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4 P1: 그쵸.
5 P1: 이게 또 예민한 문제니까
6 P2: 근데 근데 뭐 나는 뭐 내 갈 길 간다고 가면 이제 화나죠. 사실
7 P1: 아~
8 P3: 음~
9 P2: 얘 때문에 사고 날 뻔했는데
10 P1: 그렇죠.
11 P3: 맞아요.

위 발화 (27-6)에서 쓰인 ‘사실’은 P2의 발화 끝에 나오는 것이다. 발화
자 P2가 (27-1)에서 운전 예의의 화제를 도입한 다음에 (27-3)에서는 
비상등 예의를 잘 지키면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도 봐줄 수 있다고 발화하
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청자 P1는 (27-2)와 (27-4)
에서 ‘그쵸’를 발화하고 P2의 대화 맥락에 잘 따라 듣고 긍정적인 태도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화 (27-6)의 내용을 보면 P2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예의를 잘 지키면 좋은 교통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의 부정적인 예시를 논거로 삼는 것이다. 이는 앞서 P2의 
(27-4)와 상반되는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을 듣고서 발화 
(27-7)에서 P1의 반응이 ‘아~’로 나타나고, “P2가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싶
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인지 과정을 표출한다. 

그럼, P2의 발화 끝에 나온 ‘사실’은 무엇일까? 일종의 자신 발화수정
(self-repair) 혹은 후사고(after-thoughts)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맥락은 
反기대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27-6)에서 ‘근데 근데’가 두 번이나 쓰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P2는 “지금 P1이 내 발화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P2가 제공하는 
정보는 P1의 기대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화 맨 끝에 나타난 ‘사실’
은 이러한 反기대 의미를 다시 언급하면서 완곡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따
라서 완화(mitigation)의 기능을 담당하는 헤지(hedge)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제기한 다기능성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



- 141 -

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발화수정은 담화 구조의 각도에서 
분석된 것이고, 후사고는 화자 P2의 발화 전달 과정에 있어 말한 것이며, 
완화는 청자 P1의 발화 수용에 있어 드러낸 것이다. 그 외에, 反기대 의미
는 청자 P1의 정보성을 고려할 때 ‘사실’의 맥락적 의미라는 것이다. 反기
대 의미는 역시 ‘사실’이 어떤 것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다.

앞서 텍스트적 영역에서 논의했듯이, ‘사실’이 담화표지로서 쓰일 때 화
제전환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 대인 관계적 영역에 작동되는 기능을 종
합해 보면, ‘사실’은 텍스트적 영역과 대인 관계적 영역에 모두 작동되는 
다기능적인 특성이 있다. 

다기능성은 담화표지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존재하
게 하는 문제이다.41) 다음에는 최근 해외 연구에서 보인 담화표지의 다기
능성을 기술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방식을 소개하고 ‘사실’에 대한 논
의를 마무리한다.

Sarda et al.(2014)에서는 좌표계로 담화표지의 다기능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기한 바가 있다. 기존 많은 연구에서는 목록형으로 여러 기능을 
제시하거나 분류하지만, 이는 1차원적 사고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담화표지의 기능은 3차원 공간을 차지한 것으
로 상정할 수 있다. Sarda et al.(2014:24-25)에서는 담화표지의 기능 축
이 크게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 구조 표지(Discourse Structuring 
Markers)와 대인 관계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주관적 담화표지
((Inter)subjective Discourse Markers)로 나뉘고 있다. 수평면을 차지한 
담화 구조 표지는 다시 통사적 융합성(integration)에 따라, 선행 문장과 
접속 관계를 형성하는 접속(Connection) 기능류와 후행 문장의 틀을 설정
하는 직시(Indexation) 기능류로 나뉜다. 수직면을 차지한 (상호)주관적 
담화표지는 양태부사어, 화행부사어에서 기원한 입장 표시 기능을 수행하
는 입장(Stance) 기능류와 담화 참여자 간에 상호작용적 관계를 조율하는 

41) 담화표지의 다기능성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하나의 범주로서의 담화표지는 여
러 가지 구별된 기능을 포괄한다. 둘째, 개별 담화표지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여러 가지 구
별된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개별 담화표지는 하나의 맥락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구별된 
기능을 수행한다(Crible 201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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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관리(Conversation Management) 기능류로 나뉜다.

<그림 4-2> Sarda et al.(2014:25)에서 제시한 담화표지 다기능성 도식

위와 같은 좌표계에서 담화표지의 위치를 그려 놓을 수 있다. Fagard & 
Sarda(2014)에서 프랑스어 ‘au fond’(축자적 의미로는 ‘밑바닥에 위치함
(at the bottom)’, 실제 용법으로는 ‘기본적으로(basically)’, ‘궁극적으로
(ultimately)’ 혹은 ‘사실(in fact)’에 해당함)에 대해 논의한 바에 따르면, 
‘au fond’는 기원적으로 입장 표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선행 문장이나 맥락
과 접속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선행 문맥에서 쓰이는 
‘apparemment’(‘표면적으로(apparently)’)나 ‘à première vue’(‘얼핏 보면
(at first sight)’)와 대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au fond’의 의미 기
술을 보면 사실상 한국어 ‘사실’의 의미 기능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arda et al.(2014:26)에서 제시한 프랑스어 ‘au fond’의 다기능성 
도식에 한국어 ‘사실’도 함께 놓이고, 좌표계에서 접속 기능류와 입장 기능
류가 분할한 공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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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프랑스어 ‘au fond’과 한국어 ‘사실’의 다기능성 도식 
(Sarda et al.(2014:26)을 기반으로 수정)

4.3.3.2. ‘솔직히’

‘솔직히’는 유표적으로 화자의 진실된 태도를 드러내는 메타-주석
(meta-comment) 기능을 수행한다. ‘사실’과 비슷하게 화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흔히 나타난 것으로 발견된다.

‘솔직히’는 ‘말하다’를 비롯한 발화 동사류와 함께 결합하여 부사절의 형
태로 쓰인다. 흔히, 문장 시작 위치에 나타나 후행하는 발화를 주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가. 이지은 씨 같은 사람들…나 아주 잘 알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비굴하고 자존심 없는 사람…솔직히 말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에 
안 나와줬으면 합니다.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더라도 금리정



- 144 -

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못 드
리겠습니다.

다. 저희가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 택시는 두 가지 측면이 큽니다. 
하나는 공급과잉, 하나는 수요감소, 공급과잉 문제는 이번에 대중
교통법에 구조조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이 들어갑니다.

(28)에서 나타난 ‘솔직히’는 모두 ‘솔직하게’로 대체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솔직히’가 문중에 나타날 때 화자의 감정이나 관점을 표하는 술어와 가깝
게 쓰인다. 이러한 경우는 직접 그러한 태도의 진실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29) 가. 제가 이 문서에서 얼마나 이 사용자를 설득했는지는 확인이 되실 
것이고 이제는 솔직히 피곤합니다. 

 나. 의미 있는 취지로 시작한 <눈길>의 개봉이 국내외에서 보다 많은 
관객들과 소통을 하게 하여야 하는데 개봉주의 성적은 솔직히 걱
정이 앞섭니다.

다. 케이블 길이는 50cm로 좀 긴편이며 차폐가 굵어서 설치성은 솔직
히 별롭니다. 

(29)의 경우는 ‘솔직하게’로 대체할 수가 없고, ‘솔직히 말하면’과 같은 부
사절로 대체할 때 삽입어의 형식으로 반드시 휴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 문장에서 쓰인 ‘솔직히’는 휴지 없이 발화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화행부사의 용법을 벗어나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주석
하는 담화표지로 볼 수 있다.

‘솔직히’의 담화표지적 특징은 최근 유행어 ‘솔까’, ‘솔까말’의 쓰임에서도 
짐작될 수 있다.

(30) 가. 그런데 더빙판은 한 달은 될까 말까 하는 기간 내에 남주 더빙 
30%를 완료했는데 솔까 공부할 틈이 있긴 했겠냐?

나.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팩트조립이라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상식을 요구합니다. 솔까말, 상식이 없으면 팩트조립이 아예 불가
능하거나 상당히 부실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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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은 온라인 자료에서 찾은 것이다. ‘솔까/솔까말’는 ‘솔직히 까놓고 말
하면’의 줄임말로, (30가)에서 나타난 쓰임은 ‘솔직히’와 같고, (30나)에서
는 문두에서 쓰인 ‘솔직히 말하면’과 같다.

4.4. ‘사실’류 진실성 부사의 화용론적 분석
지금까지 ‘사실’류 진실성 부사에 대해서 세 가지 기능 영역에 따라 논

의하였다. 이 절에는 담화 함축과 상호주관성의 각도에서 다시 ‘사실’류 진
실성 부사의 화용론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4.4.1. 대화 함축

화행부사로 쓰인 ‘사실’과 ‘솔직히’는 발화의 진실성을 유표적으로 드러
내는 것이다. 화자는 ‘솔직히 말하면’처럼 말하여 자신이 질의 격률을 준수
하는 것을 전달한다. 이러한 표현이 의문문에서 쓰이면 청자에게 질의 격
률을 준수하라는 요청 화행으로 볼 수 있다.

아래 두 대화에서 의문문에 쓰이는 ‘솔직히’와 ‘사실은’을 보자.

(31)
가. 광남: 저, 장모님. 수술 날짜 잡았는데요.

혜자: 왜 이리 성급해. 나 이 사람들 제대로 간 것만 확인했네. 중간
에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수술도 무효네.

윤희: 그런 게 어딨어?
혜자: 여깄다. 얘들이 호락호락 놀고 올지, 찢어질지 어떻게 알고 덥

석 수술 날짜부터 잡어.
윤희: 수술 안 하고 두고두고 써먹을 라고 그러는 거 아냐? 엄마, 솔

직히 수술 하기 싫지?
혜자: 얘는.. 아니야.

나. 영주: 정말 안 쓸 거야? 그럼 왜 받아왔어?
남희: 주는 데 그냥 받아 온 거지 모.
영주: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 사실은 궁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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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 아이 정말!! 하나도 안 궁금해! (계단 막 올라간다)

(31가)의 맥락을 보면, 어머니 혜자는 수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수술을 받아야 한다. 딸 윤희는 ‘솔직히 수술 하기 싫지?’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어머니의 속마음을 포착했지만 명확하게 따지려는 것
이다. 여기서 ‘솔직히’는 한편으로 윤희가 혜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윤희가 혜자에게 질의 격률을 준수하고 수술 
잘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1나)에서 쓰인 ‘사실은’도 이와 마찬
가지로 화자가 청자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라는 화용적 기
능을 나타낸다.

4.4.2. 상호주관성

‘사실’류 부사가 관념적 의미로 나타날 때는 비-주관적인 의미이고, 자
신만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주관적 의미이며, 담화 맥락에서 청자도 함께 
고려할 때 상호주관성 의미를 드러낸다. 다음으로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다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점을 논의해 보자.

동아일보 컬럼 중, 이은화 미술평론가가 집필한 [이은화의 미술시간]이
라는 컬럼이 있다. 이 안에서 특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사실’류 부사가 
사용된 문장들이 관찰된다. 

(32) 가. 얼핏 보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인의 고난을 상징
하는 그림이었다.

나. 언뜻 보면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갓 출산한 아내를 보러 온 장면
을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다. 얼핏 보면 이 그림은 성공한 대금업자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
해 주문한 초상화 같지만 사실은 도덕적 교훈을 담은 풍자화다.

라. 이 그림을 그린 베르트 모리조는 제1회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한 
‘홍일점’이었다. 에두아르 마네의 뮤즈이자 모델로 더 알려져 있지
만 사실은 실력파 화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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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예문은 모두 그림이나 화가에 대해 소개할 때 쓰이는 것이다. 
(32가~다)에서 그림을 해석할 때 ‘얼핏 보면’과 ‘사실은’의 공기를 통해, 
그림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표면적인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화용적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사실’에 대
한 판단은 작가에 달려 있지만, 독자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사실’이다. 
(32라)의 경우, 베르트 모리조가 실력파 화가라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
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미술계의 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예문의 공통적인 특징은 필자와 독자 간에 상호주관성을 드러낸다
는 것이다. 독자들은 일반인이라서 예술 작품이나 예술가에 대한 전문 지
식이 많이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얼핏 보면’이 이끄는 절은 대중들의 일
반적인 생각을 담긴 것인데, 달리 말하면 독자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이 이끄는 절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
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술 분야의 전문 지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거론함으로써 독자에게 일반적인 상식이 틀
렸다는 점을 알려주고 더 정확한 전문적인 해석을 소개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대조쌍이 형성됨으로써 작가가 전달하려는 정보가 더 두드
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딱딱하게 ‘이 그림은 도덕적 교
훈을 담은 풍자화이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 독자에게 접근하기에 더 친절
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자도 그림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예술적 이해력이 더
욱 향상될 수 있을 것 같다.

상호주관성이 반영되는 또 하나의 맥락은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
ening atcs)와 관련된 맥락이다. ‘사실’과 ‘솔직히’는 유표적으로 자신의 주
장을 메타-주석하기 때문에, 유표적 정보도 담기기 마련이다. 이는 다음과 
두 담화에서 보인 것처럼, 화자가 자신의 주장이 청자와 어긋날 것으로 짐
작하고, 미리 ‘사실/솔직히’로 그러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고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종의 체면 위협을 회피 책략으로 볼 수 있다.

(33) P2: 아니 왜 그랬을까? 그~ 약간 술이 문제이긴 한데 그~ 왜 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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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리고가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 참. 인생 갑자기 -망- 
완전히 –망- 망한 거잖아요.

P1: 그게 인제 처음에는 저도 상황을 모를 때는 여자들이 왜 따라 갔
을까 집에? 그냥 회식 끝나면 다 집에 가지 왜 굳이 따라 갔을까 
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전에도 
회식을 단체로 하고 그랬나 봐요 스탭들이. 그런데 이제 그 둘이, 
거기서 물론 이제 갔어야 됐는데 집에 안 가고 이제 뭐 강지환이
가 더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게임 하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상황까지 간 거 더라고요. 뭐 인제 게임에 져서 강제로 
인제 인제 술 마시게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전 -처- 저는 처음
에는 혹시 여자애들 혹시 이상 다 이상한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물론 여자이긴 한데, 왜냐면 요즘에 솔직히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저도 여자지만 물론 좋은 여자도 있지만 안 좋은 여자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또 사람 얼굴만 봐서
는 모르니까, 그래서 남동생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여
자애들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백 
프로 잘못이지만, 여자 입장에서 좀만 더 조심을 했으면 더 좋았
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뭐 여자니까 어~ 조신하지 못해서 뭐 잘못해서 당했다 이게 아니
라,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조금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럴 때 좀 내 몸을 챙겨서 좀 하다못해 
같이 끝났을 때 일행들 같이 끝났을 때 집에 그냥 거기서 뭐 갔
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 (33)는 모 배우 성폭행 의혹 사건에 관한 발화이다. P1이 먼저 
“저도 물론 여자이긴 한데”이라는 양보 조건으로 시작하고, 이전의 이야기 
전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뒤로 가면 이 사건에 중심적
인 책임은 물론 남자에 있지만, 여자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서”가 두 번 나타난 것은 사실 여자의 잘못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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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려는 목적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말하면 안 좋은 여자도 없지 않느냐 
라는 양보 관계로 자기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화자는 청자나 일반 대중의 
상식에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여자를 탓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인지하
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완곡하게 제시하고 체면 위협을 회피하는 식으로 
발화한다. 

(34)   그래 특수교육하고, 요새 그~, 유치원 교육과 맞물려서, 알고,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통합 교육만 오는 게 아니구요. 마찬가지로, 학교를 
보낼 때도요, 사실 좀 냉정한 얘기지만, 저는 아이큐가 사십 이하로 떨
어지면요, 일반 학교 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일반 학교에서 
특수반이 있는 일반 학교라 하더라도, 우선 아이큐가 한 오십은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평균 아이큐가 백이거든요? 다른 애 반절은 넘어가
야지::, 그::~ 학교에서 교육을 따라가지, 애가 지금 지능이 사십이 안 
나오는데, 일반 학교를 가면, 걔도 괴롭고, 다른<phon>따른</phon> 
애도 괴롭고.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
면, <latching/>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는 부모도 있
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보호를 더 해야 할 아이들, 일반 학교보다는 
특수학교를 보내 주는 게, 걔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
요.

  독백 (34)는 특수교육학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화자는 아이들이 만약 지
적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일반 학교에 보내지 말고, 특수 교육 학교에 보
내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을 청중에게 직설적으로 전달한다면, 부모님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
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화 발언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화자가 이런 것
을 잘 인식하면서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 좀 냉정한 얘기지만, 제
가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면”처럼 자신의 발화 양식을 한정하는 장치
를 사용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나는 단지 교육학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
이를 위한 조언을 할 뿐이다.”는 것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쓰인 
‘사실’은 역시 청자의 입장을 고려한 상호주관성 의미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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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이 장에서는 세 가지 기능 영역에 따라 ‘사실’류 진실성 부사의 통사, 의

미,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념적 영역에 작동되는 부사(어)는 각각 
‘사실/실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실제로’는 행위/사건이 
위치하는 틀을 ‘실제/현실’로 설정하고, ‘실제적으로’는 행위의 현실적/본질
적 속성을 수식하며, ‘사실상’은 행위/사건을 평가하는 영역을 사실에 따르
는 것으로 한정하고, ‘솔직히’는 행위를 행하는 태도가 솔직하다는 성상을 
가리킨다. 

‘사실’류 진실성 부사는 구체적인 현실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 ‘환상, 
이론, 생각’에 대조되는 추상적인 ‘실제’ 의미도 갖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
적 기능으로 보면 [역접]과 [상술]의 의미가 드러난다.

대인 관계적 영역에 작동하는 ‘사실, 솔직히’는 모두 발화의 진실성에 대
한 메타-주석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사실’은 텍스트
적 영역과 대인 관계적 영역에 모두 작동되지만, ‘솔직히’는 대인 관계적 
영역에만 작동된다. 이에 둘의 의미를 각각 [입장 표시]와 [태도 반영]으
로 기술하였다.

기능 영역에 따른 ‘사실’류 진실성 부사(어)의 문법적 기술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7> 기능 영역에 따른 ‘사실’류 진실성 부사(어)의 문법적 기술
관념적 영역 텍스트적 영역 대인 관계적 영역

실제로 틀 설정 [역접] [상술] -
실제적으로 성상 수식 - -

사실상 영역 한정 [역접] [상술] -
사실 - [역접] [상술] [입장 표시]

솔직히 성상 수식 - [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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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론적 층위에 따르면, ‘사실’류 진실성 부사(어)의 문법적 특징도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 주의할 것은 ‘실제로’와 ‘사실상’의 텍스트
적 의미는 사실 관념적 의미에서 기인한 맥락적 의미로 생각된다는 점이
다. 즉, 기원적으로 후행 문장의 틀을 설정하거나 평가하는 영역을 한정하
는 의미를 드러내지만, 흔히 선행 문장과 역접이나 상술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 표 안에 ‘실제로’와 ‘사실상’의 ‘접속 관계’를 
괄호 안에 넣었다.

<표 4-8> 통사론적 층위에 따른 ‘사실’류 진실성 부사(어)의 문법적 기술
vP 영역 IP 영역 CP 영역 담화 영역

실제로 틀 설정 틀 설정
(접속 관계) - -

실제적으로 성상 수식 - - -

사실상 영역 한정 영역 한정
(접속 관계) - -

사실 - - 입장 표시
접속 관계 입장 표시

솔직히 성상 수식 - 발화 양식
태도 반영 태도 반영

이 장에서 관찰된 한국어 ‘사실’류 진실성 부사의 의미 분할 양상은 의
미지도로 반영할 수 있다. ‘정말’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단일 언어 자료인 한국어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가
설’로 부르기로 한다. 후에 다른 부류의 진실성 부사에 대한 검토와 다른 
언어의 진실성 부사 양상을 고찰한 후, 이 그림을 다시 수정 보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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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한국어 ‘사실’류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가설)

위 의미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류 진실성 부사는 크게 [허실 여
부]로 불리는 진리조건적 의미와 [실정 언급]으로 불리는 비진리조건적 의
미로 나뉘고 있다. [허실 여부]는 관념적 기능 영역에 작동되는 의미가 나
열되고, [실정 언급]은 텍스트적 기능 영역과 대인 관계적 기능 영역에 작
동되는 의미가 나열된다. 의미지도에 관한 더 구체적인 논의는 6장에서 이
어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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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류 진실성 부사

이 장은 ‘정말’류 진실성 부사나 ‘사실’류 진실성 부사와 느슨한 연관을 
맺는 ‘정작, 정, 과연’을 비롯한 기타 진실성 부사를 다룬다. 논의의 초점은 
기타류의 ‘정말’류, ‘사실’류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두고자 한
다.

5.1. ‘정작’
‘정작’에 대한 논의는 우선 사전 기술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두 가지 추

론 과정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말뭉치 기반으로 ‘정작’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긴밀한 공기 관계를 형성한 요소를 살피며, 마지막으로 ‘막상’과의 비
교를 통해 ‘정작’의 용법을 더 깊게 이해하고, ‘정작, 막상, 정말, 실제로’ 
간의 가족유사성을 밝히고자 한다.

5.1.1. ‘정작’의 기본적 의미

앞서 2장에서 제시한 유의어 정보를 따르면 ‘정작’은 ‘정말, 진짜’의 유의
어로 기술되어 있다. 여러 사전에서는 ‘정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표 5-1> ‘정작’에 대한 사전 기술

≪표준국어대사전≫

[Ⅰ] 명사
요긴하거나 진짜인 것. 또는 그런 점이나 부분.
[Ⅱ] 부사
1.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대하거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2. 실제로 어떤 일에 이르러.

≪고려대한국어대사전≫ [Ⅰ] 부사
1. 실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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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에 대한 사전 기술을 보면, ‘정작’은 대체로 명사와 부사의 용법으
로 나뉜다. ‘정작’의 명사 용법은 ‘요긴한 것, 진짜인 것, 사실’ 등 말로 풀
이되고, 흔히 ‘정작은’, ‘정작으로’의 꼴로 나타난다. 

(1) 가. 회사를 보고 있으면, 그중에서도 화이트칼라의 사무직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
는 것 같은데 정작은 순전히 딴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나. 그 소동 가운데서 정작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아직 해답이 나
타나질 않고 있었다. 

(1가)의 ‘정작은’은 ‘정말은, 사실은’으로 대체로 바꿔 쓸 수 있고, (1나)의 
‘정작으로’는 ‘진정으로, 정말로, 실제로’ 등 부사어의 의미와 유사하다. 이
러한 대체 가능한 현상은 곧 ‘정작’이 ‘정말’류 부사, ‘사실’류 부사와 밀접
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정작’이 다른 진실성 어
휘와 다른 점은 反기대 의미가 내포된다는 것이다. 다음 부사 ‘정작’과 ‘정
말’이 쓰인 예문을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짐작될 수 있다.

(2)  가. 정작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네.
해석: 지금까지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제일 중요

2. 어떤 일에 실제로 이르러
유의어: 막상, 막
[Ⅱ] 명사
중요하거나 진짜인 것.

≪연세한국어사전≫

부사 
[Ⅰ]
1. 그 전에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2. 어떤 일에 부닥쳐서 실지로.
3. 사실상.
[Ⅱ] [명사적으로 쓰이어]
1. 사실이거나 진짜인 것.
2. [‘정작으로’의 꼴로 쓰이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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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야기를 빠뜨린다.
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네.

해석: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이다.

예문 (2)의 ‘정작’과 ‘정말’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정말’은 단순히 아직까지 하지 못한 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은 강조의 의미에다가 자신의 기대와 관련된 정보를 덧붙인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머릿속에 품고 있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요지가 있는데, 대화를 쭉 나누다 보니 딴 얘기를 많이 하고 핵심 요지가 
오히려 언급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로부터 ‘정작’의 사용 맥
락은 기대 세계와 현실 세계의 불일치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즉, 기대 세
계에서 중심적이면서 실현 확률이 가장 높은 사태가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대 세계에서 ‘참’이 된 요소가 현실 
세계에서 ‘거짓’이 된 것은 곧 反기대 효과를 일으킨다.

‘정작’의 反기대 의미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추론 과정과 관련이 있음이 
관찰된다.

1. 어떤 사태가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한 조
건 중 주변 요소가 있고 중심 요소가 있다. 사태가 실현되었을 때 일반
적으로 중심 요소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태에는 기대와 달리 중심 요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정작’이 유
발한 기대 의미는 실현된 사태로부터 이 사태를 기인한 실현 확률이 
가장 높은 필요조건을 역방향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흔히 귀추적 추론(abductive resoning)으로 불린다.

(3)  가. ‘식민지’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 그럭저럭 보이기는 합니다만, 정작 
일제강점기 역사를 다룬 책은 적네요.

나. 그 동안 학계에서는 김치에 대해 200~300편에 달하는 논문이 발
간되고 많은 단행본들이 나왔지만, 정작 김치는 무슨 특성을 갖고 
있고 무엇이 좋길래 한 민족문화의 등록상표처럼 되었는가에 대해 
평이하게 씌어진 책은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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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자신이 교직에 적잖은 세월 동안 몸담아 오면서 아이들에게 대
접받고 기억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나를 지도하신 선생님을 알아
보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가?

(3)에 제시한 예문은 모두 귀추적 추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3가)에서 
드러낸 기대는 ‘식민지와 관련된 책이 있다면 일제강점기를 다룬 책도 당
연히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영국의 식민지, 프
랑스의 식민지 등 세계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다룬 책들이 보이지만, 화자
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관한 책은 찾기 힘든 것이다. 
(3나)의 경우는 학계에서 김치에 관한 논문과 저서가 상당수에 달하게 출
판된 것을 고려하면 김치가 왜 한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소개하는 책이 반드시 있으리라 짐작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 그런 책이 없다는 것이다. (3다)의 해석은 학생들로부터 대접받고 기억
될 수 있는 일을 바란다면 먼저 자신도 자기 자신의 스승에게 그러한 예의
를 갖춰야 한다는 요건을 총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화자
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부끄럽다고 여겨진다.

‘정작’의 귀추적 추론 맥락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1> ‘정작’의 귀추적 추론 맥락
                                

2. 일정한 조건으로부터 어떤 사태가 일정한 방향으로 실현될 줄로 기대
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태가 기대와 어긋난 방향으로 실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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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정작’이 유발한 기대 의미는 일정한 조건으로부터 실현 확률이 
가장 높은 사태를 순방향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
한 추론은 흔히 연역적 추론(deductive resoning)으로 불린다.

(4)  가. 처음 밤비를 데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의
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덜 외
롭겠다, 같이 놀면 즐겁겠다’라고만 생각했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키워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강아지에게 쏟아야 했다.

나.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때 착실하게 경시대회에도 나가고 결과가 좋
아서 과도하게 공부를 시켰더니 정작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수학 공
부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했다.

다. 실크 로드(silk road), 비단길이라는 이름은 정말 낭만적이다. 그러
나 정작 비단길을 한 번이라도 가거나 그 일부분이라도 본 사람은 
비단길이 낭만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4)에서 제시한 예문은 모두 연역적 추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4가)에
서 화자가 강아지를 키우기 전만 해도 반려동물에 쓸 시간이 많이 없을 것
이라는 기대를 한다. 그런데 키우기 시작한 후에는 기대와 달리 많은 시간
이 필요한 것이다. (4나)의 경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에 많은 
성과를 낸 것을 전제하여, 중학교에 올라간 후에도 자연스레 같은 세를 이
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경시대회의 상은커
녕, 수학 공부에조차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4다)에서도 
실크 로드의 이름으로부터 추론한 낭만적인 기대와 이 길을 실제로 걷고 
나서 알게 된 험악한 실제 상황과 상반된다는 것에서 反기대 의미가 기인
한다. 

‘정작’의 연역적 추론 맥락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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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정작’의 연역적 추론 맥락

이상 분석은 주로 한 문장 내에만 그치지만, 텍스트 차원에서도 ‘정작’의 
反기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5)   은행, 폐어, 투구새우, 투구게 등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화석에나 나
오는 오랜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생물을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
른다. 하지만 진화생물학자들은 이 말을 쓰기를 꺼린다. 진화가 멈춘다
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인가. 정작 이 말을 처음 만든 이는 찰스 다윈이
다. 그는 <종의 기원>에서 “담수에는 … 철갑상어를 비롯해 오리너구리
와 폐어 같은 특이한 생물도 산다. … 이런 특이한 형태를 살아있는 화
석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 이들은 한정된 공간에 서식해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이다”라고 썼다.

독자가 ‘정작’ 앞에 나온 문장을 읽었을 때,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말이 지
금 현대 생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옛날에 어떤 민간 과학자에 
의하여 제기한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의외로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사
람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이었다. 여기서 ‘정작’ 대신 ‘오히려’가 이 맥
락에 부합하나, ‘정작’은 ‘오히려’에 비해 기대와 어긋난 여러 선택지 가운
데 다윈이 가장 실현 확률이 낮은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실제 상황이 다
윈이라는 것은 가장 의외였다는 의미가 부가된다. 이러한 의미는 앞서 사



- 159 -

전 기술에 반영된 ‘진짜인 것, 요긴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특정적이면서 유한한 예문을 관찰한 바탕으로 ‘정작’의 용법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대규모 말뭉치를 분석한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공기 양상을 포착하고 ‘정작’의 용법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
다.

5.1.2. ‘정작’의 말뭉치 공기 양상

koTenTen18 말뭉치를 기반으로 ‘정작’ 우측 4어절 이내의 명사를 
logDice 계수에 따라 공기 긴밀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
다.

<표 5-2> ‘정작’의 우측 명사의 공기 긴밀성 조사

표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명사 부류는 ‘본인, 당사자, 자신, 주인공’ 등과 
같이 사건 실현에 관여되는 핵심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들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가. 그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발레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
는 것은 현대무용이다.

    나. 그가 암 환자라는 사실은 가족은 물론이요 웬만큼 가까운 사람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만 몰랐다고 한다.

순위 명사 빈도 logDice 계수 
1 본인 6255 7.02
2 당사자 1117 5.73
3 본인들 499 5.25
4 중요 4770 5.14
5 당사자들 355 4.73
6 자신 5468 4.72
7 주인공 654 3.94
8 자기들 237 3.84
9 뚜껑 188 3.80
10 소홀 18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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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듣는 사람은 지긋지긋한데 정작 당사자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한다.

    라. 각 인물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며, 인물 간의 갈등 관계와 이야기의 
흐름은 충분히 짜임새가 있지만 그 흐름 안에 정작 주인공은 들어
가 있지 않다는 느낌이다.

    마. 그러나 실제로 협상자들의 진정한 요구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속
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감추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정
작 자기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간파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사건 실현에 달린 주된 요소는 바로 당사자이다. (6)에서 반영된 맥락은 
모두 귀추적 추론과 관련이 있다. (6가)를 하나의 예로 들자면, 원래 발레
를 공부하는 것이 자신이 좋아해서 공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딸은 그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발레를 공부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현
대무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작’ 뒤에 ‘사건 참여자’에 관한 명제는 실
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반대되는 명제가 실현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지표를 말하자면, ‘사실’류 부사와 비슷한 면을 보여준 예가 
있다. ‘정작’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라는 의항에 있어서 ‘사실’류 부사와 
비슷한데, 이러한 공통점은 동사 ‘보이다’의 우측 부사 공기 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사실’류 진실성 부사는 표면적인 것과 
대조되는 맥락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흔히 ‘-아/어 보이-’, 
‘-듯 보이-’를 비롯한 용언과 ‘-지만/-나/-는데’를 비롯한 역접의 연결어
미가 형성된 선행절 뒤에 나타난다. 다음 <표 5-3>은 동사 ‘보이다’의 우
측 4어절 이내 긴밀한 공기 관계를 맺는 부사를 뽑은 결과이다.

<표 5-3> ‘보이다’의 우측 부사의 공기 긴밀성 조사
순위 부사 빈도 logDice 계수 

1 실제로 6361 7.07
2 실은 1397 6.56
3 실상 1223 6.55
4 사실 2864 6.31
5 결국 6254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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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사실’류 부사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
만, 역접의 의미를 드러내는 ‘결국, 하지만, 달리, 오히려’ 등 부사가 뒤에 
잇따른다. ‘정작’도 낮지 않은 logDice 계수로 나타난 것이 발견된다.

(7) 가. 사람들 눈에는 부동산이 미친 것으로 보이겠지만, 정작 미친 것은 
탐욕에 사로잡힌 부동산 기득권세력이다.

    나. 이런 점에서 회사후소란 꾸밈은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본질에 해당
되는 속은 텅 비어 있을 것 같은 리더들에게 보내는 경고문이다.

    다. 이건 아이들 놀이처럼 유치해 보이지만 정작 어른들이 더 좋아합니
다.

    라. 세상은 다양하게 발전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가치들은 잃고 
있다.

    마.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부부요, 합리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세련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는데, 정작 그 밑에서 수인씨는 심
각한 스트레스와 삶의 회의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작’의 선행절 내용은 사건에 대한 표면적인 판단이나 예상이 되는 것인
데, 후행절에는 이러한 내용과 반대되는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 -지만, 사실은 ~’과 같은 구문의 쓰임과 비슷한 점은 선행절에는 
주변적인 정보만 제시하고, 후행절의 정보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적인 정보라는 점이다. 한편, ‘정작’이 ‘사실’류 부사와 다른 점은 후행절에
서 언급된 중심적 요소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反기대 의미가 부가된다는 것

6 하지만 2667 6.19
7 달리 4286 6.19
8 오히려 3823 6.02
9 정작 1467 5.94
10 바로 7671 5.90
11 특히 3618 5.86
12 막상 915 5.81
13 또한 4017 5.73
14 마치 1855 5.73
15 역시 5546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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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보이다’의 우측 공기 부사 중, ‘막상’도 비교적 높은 logDice 계수를 차

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막상’도 ‘사실’류 부사, ‘정작’과 유사하다는 것
을 암시한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떤 일에 실지로 이르러”
라는 ‘막상’의 뜻풀이만 보면, ‘정작’과 비슷하다는 것을 바로 짐작할 수 있
다.42)

(8) 가. 설명으로 들을 때는 참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 보니 이게 좀처럼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나. 겉으로는 무거워 보였는데, 막상 손에 쥐니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
습니다.

    다. 인간은 다시 평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막상 그것은 
아니었다.

(8)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막상’은 ‘정작’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특히, (8
다)의 경우는 ‘막상’ 대신 ‘정작’이 쓰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8라)의 문맥도 앞서 (7라)와 거의 같은 것이다. 그럼, ‘정작’과 ‘막상’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이어서 논의한다.

5.1.3. ‘정작’과 ‘막상’의 비교

이 절에는 ‘정작’과 ‘막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정작’과 ‘막상’은 둘 중 하나만 쓰이고 교체는 불가능한 경우
가 있고, 둘이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예문에서 ‘정
작/막상’에 대한 문법선 판단은 한국어 언중의 직관에 따라 차이가 없지 
않아 있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20대~30대의 한국어 모어 화

42) 이와 관련해서 방언형 ‘증작’도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증작’은 ‘막상’의 충청도
의 방언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증작’의 예문은 “증작 헤어지려니 섭섭헌 것이 많네유.(충
남)”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표준어 해석은 ‘막상’으로 쓰이고 있다. 사실, 이 예문에 
나타난 ‘증작’은 ‘정작’으로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정작’의 ‘정’이 장모
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정:]’은 ‘[증:]’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 다
루고 있는 부사 ‘[정:말]’도 ‘[증:말]’로 발음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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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행한 바가 있다.43) 
아래 논의는 먼저 ‘정작’과 ‘막상’ 중 하나만 쓰일 수 있는 전형적인 예

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부사가 교체될 수 있는 경우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작’만 쓰일 수 있고, ‘막상’은 쓰이지 못한 경우를 논의해 보고
자 한다. 

(9) 가. 각 인물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며, 인물 간의 갈등 관계와 이야기의 
흐름은 충분히 짜임새가 있지만 그 흐름 안에 {정작, *막상} 주인공
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느낌이다.

    나. 그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발레를 하고 있지만 {정작, *막상} 자신
이 원하는 것은 현대무용이다.

    다. 사람들 눈에는 부동산이 미친 것으로 보이겠지만, {정작, *막상} 미
친 것은 탐욕에 사로잡힌 부동산 기득권세력이다.

    라. {정작, *막상} 아빠 엄마는 망각하고 있었는데 쥬니 이모들이 챙겨
주셨어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마. 지난해 단식 투쟁 때 보여줬던 결기가 필요한 건 {정작, *막상} 지
금이다.

(9)에서 나타난 예문의 공통적인 특징은 역방향적 추론인 귀추적 추론 과
정이 개입한 것이다. 즉, 기대를 유발하는 중심적 요소가 실현된 사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9가)에서 ‘주인공’은 원래 소설 안에 
뚜렷하게 나타났어야 하는 인물인데, 실제로 이야기 안에 다른 전개가 모
두 좋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인공은 오히려 빠졌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정
작’과 ‘막상’의 첫 번째 차이점은 ‘정작’은 역방향적 추론으로 해석이 가능
하나, ‘막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막상’만 쓰일 수 있고, ‘정작’은 쓰이지 못한 예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3) 설문 방식은 말뭉치에서 찾은 ‘정작/막상’이 쓰인 문장 20개를 바탕으로, 원래 ‘정작/막상’

의 자리를 빈칸으로 대체해서, 빈칸 위치에 ‘정작/막상’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선택지는 ‘정작’, ‘막상’, ‘모두 가능’, ‘모두 가능하지만, 정작 더 나을 듯’, ‘모두 가
능하지만, 막상 더 나을 듯’, ‘기타’ 6가지 항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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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막상, *정
작} 올라와 보니 많이 떨리네요.

나. 목사들이라고 다 창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3대 회장직을 처
음 맡아 소신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출발했을 때, {막상, *정작} 부
딪혀보고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신학자들 상당수가 진화론을 
지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에바항공의 에어버스 
330-300 여객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더군요! 이런 거 하나 집
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는데……아마 {막상, *정작} 가지고 온다면 
마땅히 놓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라. {막상, *정작}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꼭 이겨야 합니다.44)

(10)에서 나타난 ‘막상’은 ‘어떠한 상황에 부딪힐 때’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대논리와 관련해서 모두 순방향적인 연역적 추론 과정과 관련
된다. ‘막상’이 쓰이는 맥락은 딱 어떤 사태에 이를 때, 전과 예상했던 것
과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10가)에서 
앞에 서서 발표를 하기 전에는 떨릴 줄 몰랐는데, 막 그런 상황이 되자 긴
장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은 순방향적 추론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왜 위와 같은 문
장에서는 나타나지 못했을까? (10다)를 하나의 예로 더 세밀하게 분석하
자면, “아마 막상 가지고 온다면 마땅히 놓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라는 
문장은 가정적 조건으로 전개된 것이다. ‘막상’은 ‘가지고 오-’까지 수식하
는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나서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
태는 反기대 사태이다. (10다)에서 나타난 反기대 사태는 화자가 가정하는 
[비현실(irrealis)] 사태인데, ‘정작’이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反기대 사태
가 [현실(realis)] 사태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44) 이 문장에 대한 설문 결과는 흥미롭다. 14명 중 8명은 ‘막상’으로 대답했지만, 나머지 6명

은 ‘둘 다 어색하다’, ‘모두 불가능하다’하는 식으로 대답했다. 어색하다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응답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전쟁은 되도록 피해야 할 수단이다.”라는 문맥
이 앞에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막상’은 맥락적 의존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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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작’과 ‘막상’이 다 되는 예를 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먼저 설
문 조사에 따라 ‘막상’에 더 편향된 경우를 보자.

(11) 가. 자동차 전시관이라길래 나름 기대를 많이 했더니만, {막상, 정작} 
와보니 조그맣다.

나. {막상, 정작} 그녀가 앞자리에 앉자 나는 무슨 얘기를 꺼내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 요즘 여자들이 아무리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성평등 문
화 속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막상, 정작}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어쩔 줄 모르곤 합니다.

라. {막상,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투표 결과가 예상과는 달랐다.

(11)에 대한 설문 결과는 전반적으로 ‘막상’을 택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
이다. (11가)에 대한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5-3> 예문 (11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실제로, 말뭉치에서 추출된 (11가)의 원시 문장은 오히려 ‘정작’이 쓰인 
것이다. 이로부터 ‘정작’과 ‘막상’은 모두 쓰일 수 있는 교량 맥락(bridging 
context)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1)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모두 사
건이 실현된다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특징이 있고, ‘막상 하니/하자/하면’과 
같은 구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막상/정작’의 후행하는 사태는 과거나 현재 
시제가 붙은 것이므로 [현실]에 속한다. 따라서 ‘정작’의 쓰임도 성립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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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에서 얻은 결과가 소수 화자의 개인 직관이 적용된 것이라면, 
대규모 말뭉치에서는 언중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koTenTen18 말뭉치에서 ‘막상’과 ‘정작’의 우측 4어절 이내 출현
한 동사를 비교한 결과, ‘막상’은 ‘정작’에 비해 ‘닥치다, 부딪히다, 맞닥뜨
리다, 뚜껑을 열다, 뚜껑이 열리다’ 등 동사구와 더 긴밀한 공기 관계를 형
성한다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특징은 (11)에서 보인 ‘정작’이 사건 실
현의 의미가 드러낸 절과 더 잘 어울린다는 것에 부합한다.

<표 5-4> ‘막상’과 ‘정작’의 우측 동사의 공기 긴밀성 비교

넷째, ‘정작’과 ‘막상’이 다 되는 경우 중, ‘정작’에 편향된 경우를 살펴보
고자 한다.

(12) 가. ‘식민지’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 그럭저럭 보이기는 합니다만, {정
작, 막상} 일제강점기 역사를 다룬 책은 적네요.

나. 나 자신이 교직에 적잖은 세월 동안 몸담아 오면서 아이들에게 대
접받고 기억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막상} 나를 지도하신 선생
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가?

이상 예문은 모두 ‘정작’을 택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이다. (12가)에 대한 

우측 동사 빈도
(막상)

빈도
(정작)

logDice
(막상)

logDice
(정작) 차이도

부딪히다 159 20 4.4 1.3 1
닥치다 746 96 6.6 3.5 1

맞닥뜨리다 48 9 3.8 1.0 1
망설이다 102 28 3.9 1.8 1

열다 1309 330 4.0 1.9 0
다가오다 255 68 3.5 1.6 0

들여다보다 111 76 3.6 2.9 0
때다 161 217 3.4 3.7 -1

못하다 813 3699 1.3 3.5 -1
돌보다 15 145 0.5 3.7 -1

신경쓰다 9 101 0.2 3.5 -1
놓치다 23 464 0.6 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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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5-4> 예문 (12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2)의 맥락은 모두 귀추적 추론 과정이 개입한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만약 ‘알아보니’와 같은 절이 삽입되면, ‘막상’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른
다. 예컨대, (12가)가 “막상 알아보니 일제강점기 역사를 다룬 책이 적네
요.”로 바뀌면 수용성이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막상’은 겉으로 보면 ‘정
작’과 같이 역방향적 추론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순방향
적 추론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막상’은 사건이 막 실현되는 시점에 
쓰임으로써 새롭게 발견된 사태가 反기대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다섯째, ‘정작’과 ‘막상’이 다 되는 경우 중, 편향성이 잘 보이지 못한 것
들도 있다.

(13) 가.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때 착실하게 경시대회에도 나가고 결과가 
좋아서 과도하게 공부를 시켰더니 {정작, 막상} 중학교에 올라가
서는 수학 공부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했다.

나. 첫 교전의 패전 소식에 건문제는 격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겁
이 더럭 났다. 책임이 두려운 경병문이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는
다면? 끔찍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숙부고 부마이며 선대의 
중신들이지만 {막상, 정작} 믿을 만한 사람은 드물었다. 게다가 
고령을 내세워 항상 뻣뻣하던 경병문은 평소부터 마음에 들지 않
던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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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의 원문은 ‘정작’이 쓰인 것이다. 기대논리로는 순방향적 맥락인데
다가, ‘막상’이 쓰일 수 있는 명백한 지표인 ‘중학교에 올라가서는’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문법성 판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5-5> 예문 (13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한편, (13나)의 경우는 원문에서 ‘막상’이 쓰인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향은 뚜렷하지 않지만, ‘모두 가능하지만, 막
상 더 나을 듯’으로 택한 답이 없다. 

<그림 5-6> 예문 (13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막상’이든 ‘정작’이든 모두 정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을
까? 본고는 이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viewpoint)에 있어 차이가 난 것으
로 추측된다. ‘정작’과 ‘막상’은 모두 순방향적 추론 과정에서 反기대 의미
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본다면, ‘정작’은 사태를 겪고 나서 이미 실현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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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관찰할 때 기대와 어긋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막 실현되는 
시점에 이동하는 것이며, ‘막상’은 사태를 겪는 동시에 그러한 反기대 의미
가 사후에 알게 된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기술할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예컨대, (13가)에서 ‘정작’이 쓰이는 맥락은 곧 다시 되돌아본다
는 관점으로 해석되고, ‘막상’은 당시 그 일을 경과했을 때의 관점으로 설
명된다. 또한, (13가)의 ‘정작’은 ‘결국’으로 대신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 전지적인 시각에서 과거의 사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 
(13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막상 믿을 만한 사람은 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누구 찾으려고 했던 시급한 상황에 막상 누군
가를 찾으려니 믿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13나)의 맥락은 물론 
역사 배경으로 된 것이기에 ‘정작’과 ‘막상’이 모두 문법적으로 맞겠지만, 
원문에서 ‘막상’이 쓰여진 것은 저자가 인물의 심리적 활동에 현장감 있게 
전달하려는 의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상 ‘정작’과 ‘막상’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정작’이 ‘막상’과 구별되는 의항은 역방향적인 귀추적 추론 과정이 개입한 
反기대 의미이고, ‘막상’과 비슷한 의항은 순뱡항적인 연역적 추론 과정이 
개입한 反기대 의미이다. ‘정작’과 ‘막상’이 연역적 추론 맥락으로 쓰일 때
는 ‘정작’이 수식하는 反기대 사태는 [현실]이어야 하고, ‘막상’은 [현실/비
현실]과 상관없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같은 [현실] 의미로 나타날 때도 
‘정작’과 ‘막상’은 관점(viewpoint)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정작’은 전체 사
건이 실현된 것을 바탕으로 역으로 다시 관점을 이동하는 것이라면, ‘막상’
은 사건이 막 실현되는 시점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정작’의 관점 해석은 
‘정작’이 ‘결국’으로 바뀌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45) 

‘정작’과 ‘막상’의 맥락적 의미를 보면, ‘정작’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나타
난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실현된 사태는 사건 참여자/화자가 바람
직하지 않은 것이다. 귀추적 추론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반문문의 형식
으로 쓰인 맥락에서는 더욱 잘 드러난다.
45)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어찌 보면 ‘정작’의 의미 해석에서 역방향 추론의 요소만 상정해도 

성립할지도 모른다. 본고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보류하고자 한다. ‘정작’과 ‘막상’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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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송원장: 놔! 이 나쁜 녀석아, 필요없다! 놔! 니 맘대로 잘 살아봐! 잘 
살아봐라! 그래에, 느이 아버지두 죽을때까지 날 미워하드라. 
그래, 나는 악독한 에미, 악독한 마누라야! 나는 속물이구 돈 
밖에 몰라서 너나 느이 애비같은 훌륭한 영혼들, 이해도 못
하구 타박만 했다! 그래두 여태 여길 누가 꾸려왔니? 정작 
누가 꾸려왔어?

세준:   어머니.
송원장: 가거라. 가! 가서 그 착한 서희랑 결혼하구, 한번 살아봐라!

대화 (14)는 송원장이 아들 세준에 대해 야단을 치는 맥락으로 해석된
다. “정작 누가 꾸려왔어?”라는 문장은 정말 누가 집을 꾸려왔느냐 물어보
는 것이 아니고, 반문문의 형식으로 이 집을 위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 문장의 ‘정작’은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한다는 기능에 있
어 ‘도대체’와 유사하나, 화청자 간의 상호주관적 의미가 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이 문장은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데 네가 어떻게 이걸 다 무시하고 날 이렇게 대할 수 있냐?”와 같다. 이로
부터 송원장의 세준에 대한 불만스럽고 실망스러운 감정이 잘 드러난다.

이 문장에서 쓰인 ‘정작’은 귀추적 추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제
시한 사태 P, 사태 Q, 사태 R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5) 사태 P: 우리 집안이 잘나간 것.
사태 Q(사태 P의 가장 중심적 필요조건): 다 내가 공헌한 것.
사태 R: (네가 한 짓을 보고서) 내가 공헌한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
反기대 의미: 사태 R는 사태 Q와 반대되는 것이다.

한편, 연역적 추론에 있어서도 ‘정작’은 ‘막상’에 비해 부정적 쏠림이 있
어 보인다.

(16) 가. 나물 반찬 하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정작} 만들어 
보니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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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동찜닭은 아주 거창한 고급 요리처럼 보이지만 {막상, ?정작} 
만들어 보니 별것 아니었어요.

(16)에서 두 맥락 중, 첫 번째는 사전에 쉬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전에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런데 ‘막상’은 두 맥락에 
있어서 편향성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정작’은 그 결과가 쉬운 일일 때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운율은 말뭉치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정작’의 우측 4 
어절 이내의 형용사는 logDice 계수에 따라 ‘달갑-, 밉-, 미적지근하-, 
애꿎-, 동떨어지-’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막상’과의 공기 빈도는 모두 0
이다.

(17) 가. 문제는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마녀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정작 미소년은 그들을 그리 달가워

하지 않는 듯하다.
다. 영국은 조약 준수만을 확인할 뿐 정작 참전 문제에는 미적지근했

다.
라. 불매운동 캠페인을 본 일부 네티즌은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 쇼핑

에 입점해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도 편리한 시스템인데, 정작 불
매운동으로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피해 입게 생겼다”, “악플도 민심
인데 지지자들의 행태가 아이돌 팬클럽 회원 같다”는 싸늘한 반응
을 나타내고 있다.

마.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작 국민과 동떨어져 있어요.

이상으로 ‘정작’과 ‘막상’에 대한 분석은 한국어 내부 자료에 의해서만 
논의하였다. 사실, ‘정작’과 ‘막상’의 중국어 번역으로 본다면 둘의 차이점
을 엿볼 수도 있다.

(18) 가. 원문: 울며 겨자 먹기로 자격증을 땄지만 정작 네일숍 운영에 헤어 
미용 공부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번역: 最后好不容易取得资格证，可开美甲店却用不到美容美发知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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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문: 일부러 강릉까지 간 우리는 흐린 날씨 때문에 정작 보고 싶
었던 일출은 보지 못했다.

번역: 我们专程赶到了江陵, 却因为天气阴沉没看成眞正想看的日出。
다. 원문: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막상 나가면 잘 논다.

번역: 喜欢待在家, 但是一旦出门就会玩的很开心。

‘정작’은 중국어로 번역하면, 반기대 의미가 드러내는 ‘倒、却’ 등 부사가 
보이는 한편, ‘眞正’으로 번역된 경우도 보인다. ‘眞正’으로 번역한 것은 곧 
‘정작’이 ‘정말’과 비슷하게 지니는 ‘기대를 야기하는 부류 중의 중심적 요
소’의 의미가 기인한 것으로 본다. ‘막상’의 경우는 [비현실]-[현실]의 전
환점에 쓰인다는 것을 보면, 짧은 시간의 뜻에서 기원하여, 조건절에 쓰이
는 ‘一旦’으로 번역된 양상이 관찰된다. ‘一旦’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현실, 
현실과 관련된 논쟁이 있어 왔는데, ‘막상’의 쓰임이 중국어 ‘一旦’의 문법 
기술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는 지면 
관계상 후고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상으로 본 절에서 ‘정작’ 그리고 그의 유의어 ‘막상’에 대해서 논의하
였다. ‘정작’과 ‘막상’을 전체 진실성 부사의 의미 공간에 놓고 보면, 사건
의 진실성에 대해 판단하는 축이 기대논리로 확장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작’과 ‘막상’은 중국어나 다른 유럽 언어로 직접 번역하기가 어려우니, 
진실성 개념 공간에 기대논리가 또 하나의 어휘화 가능한 변수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유형론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작’, ‘막상’과 앞서 논의했던 ‘정말’과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가족유사
성(family resemblance)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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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정말, 정작, 막상, 실제로’의 가족유사성

이 그림에 반영된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정말’과 ‘정작’ 사
이에는 ‘정말’의 [전형성] 의미와 ‘정작’의 기대논리 중 [(기대를 야기하
는) 중심적 요소]가 연관되는데, 이는 대안 집합에서 하나만을 택하는 [초
점적 의미]로 포착할 수 있다. ‘정작’과 ‘막상’의 공통적인 의미 영역은 [反
기대]인데, 둘 사이는 [연역적 추론]이 연결해 준다. ‘정작/막상’과 ‘실제로’
의 연결고리는 ‘정작/막상’의 反기대 의미에 기인한 [비현실 對 현실] 및 
‘실제로’가 드러낸 실제 상황에 대한 [틀 설정]과, 표면적인 것과 대조되는 
[역접] 의미가 서로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2. ‘정’
  ‘정’에 대한 논의는 우선 현대 한국어의 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고대 중국어, 현대 중국어 자료와 견주어서 ‘정’의 의미 해석을 탐
구하고자 한다.

5.2.1. ‘정’의 기본적 의미
  

‘정’의 사전적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정’의 뜻풀이를 보면, ‘정
말’과 ‘굳이’ 두 가지 부사로 해석된 것이 발견된다. 이처럼 ‘정’은 ‘정말’류 
진실성 부사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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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정’에 대한 사전 기술

김한결(2018, 2019)에서는 ‘정’과 ‘정히’의 공시적·통시적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정히’는 조건절과 비조건절의 용법으로 양분되는데, 조건절
에서 쓰일 때 ‘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46) 김한결(2019:107)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정’은 주로 조건절에서 쓰인다고 지적하여, 그의 의미를 다음
과 같이 상호주관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1)  가. 청자: 화자가 인지하는 한계를 넘어서라도 조건절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나. 화자: 조건절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끝내 청자가 조건절을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한결 2019:107)

김한결(2019:108)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주관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문
장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정, 정히}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가. 화자는 조건절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 청자는 조건절의 내용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다. 화자가 청자의 심리를 고려하면 “진심으로, 정말로”가 선택된다.

46) ‘정히’는 현대 한국어에서 출현 빈도가 극히 적으니 본고의 중심적인 논의 대상에 제외하
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여러 현대 한국어 형태분석말뭉치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세
종문어에서만 25회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세종구어, 연세문어, 연세구어, 모두문
어, 모두구어에서는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굳이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모양.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정말로 굳이.

≪연세한국어사전≫ 1. 진심으로. 정말로. 참말로.
2.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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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ʹ. 네(=청자)가 {진심으로, 정말로}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라. 화자가 자신의 심리를 고려하면 “굳이”가 선택된다.
라ʹ. 네(=청자)가 굳이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김한결 2019:108)

본고는 이상 분석이 (2)와 같은 특정적인 맥락에만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보완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부사 분류에 관련해서, ‘정, 정히’의 조건절 쓰임은 IP 영역에 
작동되는 사건부사여야 한다. 김한결(2018, 2019)에서는 ‘정, 정히’의 조
건절 쓰임에 대해서 명제에 대한 확실성이나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양태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양태부사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겠으나, 앞서 2장에서 논의했듯이, 전통문법에서 사용한 양태부사란 
용어는 지칭하는 범위가 넓은 데다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설령, 양태부사를 좁은 의미로 명제 층위에 적용하는 인식양태부사에 한정
적으로 사용하더라도, CP 영역 부사가 조건절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다. ‘정, 정히’가 조건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IP 층위인 사건
부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사 분류는 단지 주관적인 의미가 있어
서 ‘양태’라는 명칭으로 포괄적으로 지칭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 ‘정’은 화청자-지향이 아니라, 주어-지향적(subject-oriented) 
이다. ‘정’의 기대치 의미는, 주체(조건절 주어)가 판단하기에 조건절의 내
용이 실현될 사전 확률이 척도상 매우 낮은 극단에 있다고 보는 것과 관련
된다.

(3) 가.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며 여름 더위도 우리나라
처럼 습습하고 숨넘어갈 듯한 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는 냉
난방 장치가 기본적으로 없고, 여름에 정 더우면 선풍기를 잠깐 
틀면 됩니다.

나. H씨는 내가 아는 여성 중 가장 럭셔리한 20대를 보낸 사람 중 하
나다. H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찌감치 장사에 뛰어들었다. (중략) 
수입이 불규칙하니 불안할 듯도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동생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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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집을 얻어서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집세를 못 내거나 밥
을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았다. 돈이 없는 달에는 동생에게 의지하
고, 대신 돈을 많이 벌 때는 동생에게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선물
도 해줬다. 정 힘들어지면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
을 모아야 한다는 치열함도 별로 없었다.

다. 정 뭘 할지 모르겠고 어디에다 마음 붙일지 모르겠으면 영어 강의
라도 들으러 와. 여긴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영어도 늘고 힐링
도 돼. 여긴 아주 즐거운 곳이야.

(3)에서 ‘정’이 나타난 조건절은 화청자 간의 조건절 내용의 실현 가능성
에 대한 기대치 차이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3가)의 경우는 화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정’이 쓰인 조건절의 주어는 화자이다. (3
나)의 경우는 화자가 H씨의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고, ‘정’이 쓰인 
조건절의 주어는 H씨이다. (3다)의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정’이 쓰인 조건절의 주어는 청자이다.
  (3가)에서 “여름에 정 더우면”이란 조건절 내용은 화자가 실현되지 않기
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화자 자신이 더워서 못 참을 정도로 달한다는 것
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태는 앞 문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전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다. (3나)에서 “정 힘들어지면”이라는 조건절 내용은 화청
자의 기대치와 전혀 관련이 없다. 전체 문장의 해석은 H씨가 만에 하나 
힘들어진다면 부모님께 의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이 쓰인 것은 그러
한 H씨의 모든 상황이 형성된 집합을 모아보면,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상
황에 달하는 것은 척도상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 맥락을 H씨가 바람
직하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3다)의 경우도 ‘정’이 쓰인 
조건절의 실현 여부에 대한 화청자 기대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굳이 말하
자면, 화자는 오히려 조건절의 내용이 실현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후행 문장을 보면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이 쓰인 것은 청자(동시에 조건절의 주어)가 많은 것을 해낸 
후에도 여전히 뭘 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태는 화자가 지금 
생각하기에 실현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지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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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에서 나타난 예문은 이미 (2)의 기술을 반박할 수 있는 예가 
된다. 그런데 관찰되었듯이 어떤 상황에서는 조건절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
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한 사태의 실현 여부에 
대한 호부(好否) 평가는 어디서 도출된 것일까? 이것은 사전 확률이 낮은 
사태가 흔히 사건 참여자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인 점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쏠림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4) 가. 내가 읽으라는 책들은 재미가 별로 없는 딱딱한 내용들이 많으므
로 누워서 읽게 되면 곧 잠이 솔솔 온다. 정 드러누워 읽고 싶다
면 밥을 굶은 채로 그렇게 해라.

나. ‘감사(感謝)’라는 한자말을 정 쓰고 싶으면 쓰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한자말을 쓰려고 한국말 ‘고맙다·고마움’을 밀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갑작스레 ‘감사’라는 한자말을 부쩍 
자주 쓰는 까닭은 일제강점기 때문입니다. 일본사람이 쓰던 말투
에 길들었고, 일본책을 한국말로 옮기면서 이 한자말이 어마어마
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 이 한자말을 놓고 ‘일본 한자말’이라고 
나무랄 만합니다.

(4가)에서 나타난 조건절 내용은 드러누워서 책을 읽는 것이다. 화자는 앞
에서 명백히 누워서 책을 읽으면 곧 잠이 온다고 했는데, 뒤에 그러한 사
건이 실현되더라도 밥을 굶은 채로 하라는 요구가 덧붙인다. 이처럼 극단
적인 조건까지 부가하는 것은 화자가 조건절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
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4나)의 경우, 후행절에서는 “쓰면 됩니다”라고 했
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조건절 내용이 실현되어도 좋다고 허가를 해 준 것
이다. 정작은 화자가 ‘감사’라는 한자어에 대한 명백한 감정과 태도를 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건절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한 기대치를 낮춰서 청자가 굳이 쓰고 싶다면 
‘감사’라는 말을 써도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4)에서 보인 두 사건은 모두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 확률이 가장 낮으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
이다. 청자가 굳이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양보적 조건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정’은 조건절에서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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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 상황에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에 대한 의미 기술은 모
든 상황을 포괄해야 한다. 

(5) 가. 정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의 빈곤층들이나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싸니까 사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 어려운 개념, 특히 영상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이해
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영상으로 표현해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
습니다. 정 영상화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한해서 기자가 직접 
얼굴을 보이면서 리포트합니다.

다. 대기실 벽에 기대어 서서 밥을 먹거나, 바닥에 앉아서 먹기도 하
고, 정 자리가 없을 때는 대기실 밖 쓰레기통 옆에서 먹기도 한다.

(5가)에서 ‘정’의 의미 해석은 어떻게 음식을 찾더라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상황에 달한다는 것이다. (5나)에서 ‘정’의 의미 해석은 
어떤 수단이든 영상화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실현 확률이 낮으면서 사건 참여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5다)의 경우는 자리를 어떻게 찾든 간에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사건이 실현된 것은 더 뚜렷하게 사건 참여자가 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 ‘정’의 조건절과 비조건절의 용법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정’은 실
현 확률이 아주 낮고 척도상의 극단적인 사태에 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조건절의 내용이 실현 여부에 대한 호부 평가는 ‘정’의 맥락적 의미로 
생각된다. 사전 확률이 낮고 척도상의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난 것이 참여
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

5.2.2. 중국어로 바라본 ‘정’의 의미 해석

현대 한국어의 용례에만 의존하여 ‘정’을 살펴볼 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중국어로 ‘정’을 바라보면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고대 중국어 ‘正’의 경우를 보자. 周金雷(2014:12-13)에 따르면, 
‘正’의 조건문에서의 쓰임은 東漢 시기 문헌인 ≪漢書≫에서 15개 용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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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지만, 魏晉南北朝 시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보기 어렵다. 다음 (6)
은 ≪漢書≫에서 ‘正’이 쓰인 경우이다. 

(6) 許丞廉吏, 雖老, 尚能拜起送迎, 正頗重聽, 何傷? 且善助之, 毋失賢者意。
≪漢書≫

‘正’이 양보적 조건절에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정말 중한 중청
이 있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와 같다. 현대 중국어에서 ‘正’이 조건
절에서 쓰이는 용법은 이미 사라졌고, (6)의 경우는 그나마 ‘眞的’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현대 중국어에서 ‘정’의 용법을 완벽히 번역할 수 있는 부사로 ‘實
在’가 있다. ‘實在’는 사전에서 ‘확실히, 정말, 참으로’와 같이 해석하고 있
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의미 배경은 이보다 복잡하다. 아직 중국어 학계에
서는 ‘實在’의 문법적 기술에 있어서 통설이 없으나, 주로 “명제에 대한 주
관적 확인”, “극단적인 성상 수식”, “기대와 어긋난 사태 실현” 등과 같은 
의미 자질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는 ‘實在’의 문법적 기술을 망라식으로 논
의하기보다, 언어 현상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 ‘정’과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와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47)

아래 (7)에서는 동아일보 한중 병렬말뭉치에서 뽑은 예문들이다. 바로 
확인되듯이, 조건절에서 쓰인 ‘정’은 중국어 ‘實在’로 번역되어 있다.

(7)  가. 정 못 하겠으면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줘야 한다.
如果實在做不到，就应该暂时放宽政策。

나. 교수 연구실로, 변호사 사무실로, 정 안되면 갖고 있는 건물로…. 
아무 것도 안 해도 당분간 먹고살 만큼의 돈도 있다.
回到教授研究室、律师办公室，實在不行还可以回到所拥有的大楼
里……即使什么都不做，也有可以暂时维持生计的钱。

(7)에서 나타난 예문 외에, 본 절에서 제시한 ‘정’의 예문도 모두 ‘實在’로 
47) ‘實在’에 관한 주요 연구는 李劲荣(2007), 张则顺(2011), 杨雪梅(2012), 王宏(2013), 肖

奚强(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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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할 수 있다. ‘實在’도 조건절 내용이 어떤 극단에 달한다는 것으로 해
석된다.

‘정’으로 번역되지 못하는 ‘實在’는 긍정문과 부정문의 두 유형으로 나뉜
다.

(8) 가. 他實在是个好人。/ *他實在是个学生。
 그는 정말로 좋은 분이세요. / *그는 實在 학생이다.
나. 今天的天气實在太好了！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다. 實在是不好意思！/ 眞是不好意思！

정말 죄송합니다!
라. 實在是, 让我无地自容啊！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8)의 ‘實在’는 모두 한국어 ‘정말’류 진실성 부사로 대응할 수 있지만, 미
세한 차이가 있다. (8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實在’의 서술어 자리는 
평가의 속성이 내포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속성에 대한 시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진실 시인]이 아니고, [진실 강조]에 해당한다. (8나)에서
는 ‘實在’가 주관대량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 ‘太…了’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8다)의 예문은 사과 표현과 결합하는 상황인데, ‘實在是’와 ‘眞
是’가 모두 정문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實在是’로 말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그렇게까지 피해를 준 것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폐를 끼
친 것에 대단히 사과하고 싶은 의도가 보인다. 따라서 ‘實在是’는 ‘眞是’에 
비해 ‘대단히, 정중히’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듯하다. (8라)는 ‘實在是’가 
점차 어휘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眞是’, ‘眞的是’와 비
슷하게 원래 ‘부사+是’의 구성으로 형성되어, 부정적 감정 표출 기능을 담
당하는 담화표지로 확장해 나간다.

다음은 부정문의 경우를 보자. 같은 명제 P에 대해서 긍정문 형식 ‘實在 
P’와 부정문 형식 ‘實在 ¬P’가 성립되는 경우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
째는 ‘實在 P’가 성립되고, ‘實在 ¬P’가 성립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實在 
P’가 성립되지 않고, ‘實在 ¬P’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實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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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성립되지 않고, ‘實在 ¬P’만 성립되는 것이다(张则顺 2011:559). 세 
번째 경우는 ‘實在’의 특징이 잘 반영된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예문 (9)
로 소개하고자 한다.

(9) 가. 我實在吃不下了。/ 我{*實在, 眞的, 確實}吃得下。
나는 더 이상 못 먹겠어.

나. 我實在受不了了。/ 我{*實在, 眞的, 確實}受得了。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다. 我實在没听懂老师的话。/ 我{*實在, 眞的, 確實}听懂了老师的话。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9)의 경우는 모두 사건 참여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9가)를 하나의 예를 들자면, ‘實在’가 일정한 함축을 유발한다. “나는 더 
먹고 싶지만, 이미 내 최대한에 달했는데 정말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환언
할 수 있다. 사전 확률로 말하면, 화자가 이렇게 배부른 상황에 달한 것은 
사실 자신에게도 아주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문의 주어는 
항상 1인칭이기도 한데, 2인칭 주어일 때는 의문문에서 나타날 수 있고, 3
인칭 주어일 때는 사건 참여자의 관점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9)의 문장을 긍정문으로 바뀌면, ‘實在’가 쓰이지 못한다. 그때 유의어
로 취급된 ‘眞的, 確實’은 ‘實在’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척도상
의 극단적인 상황에 달한다는 의미가 없어진다.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도저히, 더 이상’은 모두 척도의 극단에 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면에서 ‘정’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저 ‘정’
은 조건절 환경 외에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한국어 ‘정’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한국어 내부 자료와 고대 중국어, 현대 중국어의 외부 자료를 함께 논의하
였다. ‘정, 정히’는 모두 한문에서 기원한 단어인데, 공시적인 측면에서 보
면 현대 중국어 ‘正’의 용법과 상당히 달라진다. 그렇지만, ‘정반대’에서 쓰
인 ‘정’의 의미를 보면 현대 중국어 ‘正’과도 통하는 것이다. 통시적 변화에 
있어서 한국어의 ‘정, 정히’, 중국어의 ‘正’은 어떤 과정을 겪어왔을까? 이
것은 후고의 작업으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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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과연’
‘과연’의 대한 논의는 우선 ‘과연’의 기본적 의미를 사전 해석과 선행 연

구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인’의 의미로 쓰인 ‘과연’과 ‘정말’을 
비교하고, ‘의심, 의문’의 ‘과연’과 ‘정말’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5.3.1. ‘과연’의 기본적 의미

여러 사전에서는 ‘과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로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연’이 ‘정말’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표 5-6> ‘과연’에 대한 사전 기술

마영(2012)에서는 ‘과연’의 주된 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중국어에 상
응하는 표현을 제시한 바가 있다.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1.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주로 생각과 실제가 
같음을 확인할 때에 쓴다.
2.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

1. 결과적으로 사실로. 설정된 미래의 결과나 남의 
주장에 대하여 그 실현성이나 개연성을 의심할 때 
쓰는 말.
2. (기본의미) 알고 보니 정말로. 이미 들은 
이야기나 알려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때 쓰인다.

≪연세한국어사전≫ 1.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알고 보니 정말로.
2. 사실상. 참으로.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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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마영(2012)에서 정리한 ‘과연’의 문법적 기술

본고는 마영(2012)에서 제시한 ‘과연’의 문법적 기술에 대체로 동의한
다. 다음에는 주로 ‘정말’과 비슷한 의미로 나타나는 ‘시인’과 ‘의심, 의문’ 
두 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5.3.2. ‘시인’의 ‘과연’과 ‘정말’

‘시인’의 의미에 있어서 ‘과연’과 ‘정말’은 공통적으로 모두 시인의 의미
를 드러내지만, 차이점은 ‘과연’에는 기대 의미가 부가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연’은 어떤 사태가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현됨을 뜻한다. 

(1) 어느날 저녁 갑자기 창 밖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개를 퍼득이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간호사를 불러서 창을 열게 하고 비둘기를 들어오게 했
다. 비둘기는 페이징에게 달려들었고 페이징은 감동하며 “어서 비둘기 
다리의 팻말을 보세요, 나는 이 비둘기가 나의 비둘기 167호라는 것을 
믿어요.”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보았더니 과연 167호였다.

(1)에서 ‘과연’이 쓰인 맥락은 원래 167호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대에 
부합하게 167호로 나온 것이다.

의항 예문 중국어 대응 표현
‘시인’의 ‘과연1’

작품을 보니 소문에 듣
던 대로 이 사람은 과연 
훌륭한 예술가로구나.

果然

‘감탄’의 ‘과연2’

과연 스승님이다… 어린 
제자가 한 말을 새겨듣
고 그림 속에 배경을 그
려 넣어자기 것으로 만
드셨다니…

不愧

‘의심, 의문’의 ‘과연3’ 그는 과연 취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果眞, 究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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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 (2)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건 실현에 대한 확실한 기대
가 없다고 보이는데, ‘정말’의 위치에 ‘과연’이 쓰이면 어색하다고 본다.

(2) 후배 설마, 혹시, 선배... 어학연수 갔다 온 거예요? 전에 나한테 물
어 봤었잖아요.

나   어학연수... 라고 하긴 그렇고 호주 가서 일 년 살다 왔다.
후배 와... 정말 갔었구나. 그때 정말 가려나, 반신반의했는데...

후배는 선배에게 물어보기 전에, 선배가 어학연수를 갔는지에 대해서 확실
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대가 없으므로 ‘과연’이 이상의 맥락에서 쓰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실현되기 전에 사건 실현에 대한 기대가 요구되는 
점은 ‘과연’과 ‘정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은 실현된 상황을 확인할 때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을 나타낸
다. 그러한 확인의 의미는 인식양태 부사 ‘확실히’와 비슷하다. 다음과 같
은 맥락에서는 ‘과연’과 ‘확실히’가 잘 어울린다는 것이 관찰된다.

(3) 과연 그렇다. 확실히 우울증에 걸리면 지나치게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확실히’, ‘과연’이 드러내는 [확인(confirmation)]의 의미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 판단이 드러내는 인식양태 의미이다. [확인]은 진실성 의미장의 연
관 범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확인]의 의미로 쓰인 ‘確實’이 있는데,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간략
하게 전제(presupposition) 측면에서의 중국어 ‘確實’과 ‘眞的’에 대한 연구
를 소개하고자 한다. 袁梦溪(2017)，Yuan(2015)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
을 들고, 유의어로 이뤄진 ‘確實, 的確, 誠然, 是’와 ‘眞的, 眞’의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잇다.

(4)
가. A: 小李已經回家了。 
   A: 샤오리 말이야, 벌써 집에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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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他確實回家了。/ ?他眞的回家了。
 B: 걔 집에 간 거 맞어.
나. A：小李已經回家了。 

A: 샤오리 말이야, 벌써 집에 갔어.
B：不可能 / 我不覺得。 
B: 그럴 리가? / 아닐 거 같은데?
C: 他眞的回家了。
C: 걔 정말 집에 갔어.

(袁梦溪(2017:733)를 바탕으로 정리)

(4)에서 나타난 ‘確實’은 한국어 ‘확실히’로 직접 번역하기에 다소 어색
하므로 상응하는 뜻으로 문장을 옮겼다. (4가)의 ‘確實’이 쓰일 수 있는 조
건은 B가 A가 말한 명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B가 A의 
발화 전에 이미 “샤오리가 집에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確實’의 의
미는 영어 부사 ‘indeed’, 강조 첨사 ‘do’와 같이 명제에 대한 재확인으로 
나타난다. ‘眞的’의 경우는 단독으로 아무 맥락이 없을 때, 어떤 명제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없다. (4나)에서 보인 바와 같이 명제에 대
한 회의나 불신의 상황이 존재해야, ‘眞的’이 명제에 대한 시인/강조 의미
로 쓰일 수 있다. 袁梦溪(2017)에서는 (4)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確實’의 
피수식 명제는 구정보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眞的’의 피수식 명제는 신
정보여야 하고, 아직 모든 담화 참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
다고 한다.

이상의 맥락을 시인의 의미로 쓰인 ‘과연’과 비슷한 ‘果眞’으로 바뀌면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있다.

(5) A: 小李已經回家了。 
   A: 샤오리 말이야, 벌써 집에 갔어.

B: 他果眞回家了。
 B: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구만.

‘果眞’이 쓰인 문장은 화자가 샤오리가 집에 갈 줄 알았다는 기대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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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때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전에 샤오리가 집에 갈 것이라고 한 적이 
있거나 정해진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 B는 “샤오리가 집에 갔다”라는 사건에 대한 사전 실현 확률을 
100%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5)에서 쓰인 ‘果眞’은 (3)의 ‘確實’과 비슷하게 명제에 대한 [확
인]의 의미를 드러내지만, 그 명제에 대한 화자의 평가는 다르게 나타난
다. ‘果眞’은 화자 B가 자신의 정보 지위에 초점을 두고, A의 말을 듣고서, 
“실제 상황은 나의 예상과 일치했구나”라는 것과 같이 자신의 기대와 실제 
상황을 비교한 후에 일치한다는 合기대 의미가 나타난다. 이와 달리, ‘確
實’의 초점은 자신의 정보 지위보다는 A의 발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確實’의 수식을 받는 명제는 화자의 기대/예상
과 전혀 연관되지 않고, 원래 알고 있었던 구정보일 뿐이다. 화자 B가 A의 
말을 듣고서, 이 명제에 대한 동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사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중국어 ‘眞的’이 완전히 쓰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과 같이 語氣助詞 ‘啊’가 붙고 감탄문으로 바뀌면 적합해진
다. 

(6) A: 小李已經回家了。
   A: 샤오리가 벌써 집에 갔어.

B: 他眞的回家了啊！/ 他竟然回家了！
 B: 정말 집에 갔구나! / 집에 갔다니!

(6)의 ‘眞的’은 감탄문에서 나타나 그러한 사태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反
기대 의미를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反기대 의미는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기 전에 “샤오리가 집에 갔다”
는 사건의 실현 확률이 낮은 것이다. 이 맥락에서 ‘竟然’도 비슷하게 反기
대 의미를 나타날 수 있는데, “他竟然回家了!”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집에 
갔다니!”처럼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쓰인 ‘竟然’은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샤오리가 집에 갔다”는 사건이 전혀 기대의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았음을 
나타난낸다. 이처럼 명칭으로는 모두 反기대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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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따라 더 세부적인 유형이 있을 듯하다.48) 중국어 부사로 실현된 
것은 한국어 종결어미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은 대조연구의 폭을 표현론
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대논리에 대한 더 세부적인 고찰
은 후고의 작업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언어 현상을 소개한 대로 논의를 마
치고자 한다.

5.3.3. ‘의심, 의문’의 ‘과연’과 ‘정말’

의문문에서 쓰인 ‘과연’은 흔히 추정·의심의 ‘-ㄹ까, -ㄴ가, -나’와 같은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형식상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문문이지만, 명제에 대한 부정적인 쏠
림이 있는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
인데, 확인되지 않은 사태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우선, 의문사가 없는 경우를 보자. 이때 ‘과연’의 자리에 ‘정말’이 쓰일 
수 있으나 의미 차이가 있다.

(7) 가. {과연, 정말} 질병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나. 신용카드가 있으니 쓰기는 더 좋다. 그런데 {과연, 정말} 잘 쓰고 

있나?
다.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연, 정말} 우리들의 기독교 맞나?

(7)에서 나타난 ‘과연’은 모두 화자가 명제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쓰이는 것이다. 예컨대, (7가)에서 ‘과연’이 쓰인 문장은 화자가 질병 상태
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의심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정
말’은 그런 의미 편향이 없다고 생각되고, 의문문에서 여전히 [진실 시인]
의 의미로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과연’과 ‘정말’이 하나의 의문문에서 나타나

48) 최근 强星娜(2020)에서는 ‘竟然’과 ‘偏偏’을 중심으로 반기대의 유형 중에 ‘無定
(non-specific)기대’와 ‘特定(specific)기대’가 존재한다고 논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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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서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다.49)

(8) 가. 그런데 과연 뉴톤이 정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
고 만유인력을 알아냈을까.

나. 그런데 재미있다고 ‘강추’를 받은 것은 과연 정말 재미있는가?

(8)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과연’은 ‘정말’보다 더 큰 작용역을 취하는 것
이다. 여기서 ‘과연’이 CP 영역에 작동되는 부사, ‘정말’이 IP 영역에 작동
되는 부사라는 것이 확인된다.

사실, 위와 같은 ‘과연’이 쓰인 의문문은 형식상으로만 판정의문문이지, 
의미상으로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은 수사의문문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정말’이 쓰인 판정의문문에서 ‘과연’이 쓰이지 못하는 현상을 통해서 차이
가 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9) 가. 너 {정말, *과연} 우리 오빠 좋아해?
나. 그게 뭔지 {정말, *과연} 안 궁금해?

그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을 보자. 이때 ‘과연’은 수사의문문
이 아니고, 진정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명의문문에서 나타
난 ‘과연’의 자리에 ‘정말’이 쓰일 수 없다.

(10) 가. 아프간 독립군의 태도가 {과연, *정말} 왜 돌변했을까?
나. 그리고 500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를 쓰게 한 원동력은 {과연, *

정말} 무엇이었을까?
다. 이렇듯 조선의 노비는 전답과 같은 재산으로 여겨졌는데, 엄연한 

인간이면서도 재산으로 취급됐던 그들은 {과연, *정말} 어떻게 살
았던 것일까?

라. 마지막 물음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누구를 의미하는가?

49) ‘정말’은 ‘과연’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때의 ‘정말’은 담화표지처럼 강조의 의미로 나타
난다. 주로 구어 말뭉치에서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그리고 공천의 과정을 보면 정말 과연 그 공천이 합리적이며 민주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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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 보인 바와 같이, ‘왜, 무엇, 어떻게, 누구’ 등 의문사가 있는 경우
에 ‘과연’은 ‘정말’로 바뀌어 쓰이지 못한다. ‘과연’은 질문의 해답을 강렬하
게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낸다. ‘도대체’와 비슷하게 의문문의 언표내적 효
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례는 많지는 않지만, ‘과연’은 선택의문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11) 마돈나는 {과연, *정말} 수녀인가, 요부인가? 좋은 여자인가, 나쁜 여
자인가?

이상으로 ‘과연’과 ‘정말’의 의문문 쓰임을 비교한 것은 사실 암묵적으로 
현대 중국어 ‘眞的’류 부사와 ‘到底’류 부사를 대조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과연’의 동형어인 ‘果然’은 전혀 의문문에서 쓰이지 못하는데, 
그 유의어 ‘果眞’은 형식적으로 판정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지만, 기능적으
로는 수사의문문에 해당한다. ‘과연’과 비슷하게 설명의문문으로 실현된 것
은 ‘도대체’에 해당하는 다른 부류인 ‘到底, 究竟’ 등 부사가 실현된다. 따
라서 공시적으로 서로 분화되는 경우로 나타난 것이다.

<표 5-8> 현대 한국어 ‘과연’과 ‘정말’의 용법과 중국어 대응 양상
판정의문문 정말 - 眞的
설명의문문 과연 - 到底 究竟
선택의문문 과연 - 到底 究竟
수사의문문 과연 - 果眞

谷峰(2011)에서는 현대 중국어 표준어[普通話]와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진실 시인] 의미와 ‘도대체’의 의미로 드러나는 부사 부류는 나란히 기원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부사로 분화되는 양상이 존재한다고 한
다.50) ‘眞的’류 부사의 경우는 [진실 시인]의 의미로 나타나고, 판정의문문
50) 谷峰(2011)에서 보고한 방언 자료는 銀川話，關中永壽話，陝北神木話，連城客家話，永定

客家話，福建南安話，香港粵語，台灣客家話가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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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쓰일 수 있고, ‘到底, 究竟’류 부사의 경우는 설명의문문, 선택의문
문, 정반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과 비슷한 변화를 겪은 예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
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 ‘果眞’이 [진실 시인]의 의미로 쓰인 예가 처음으
로 明代에서 발견되고, 淸代 中期에 ‘도대체’의 의미가 생겼다고 한다. 또
한, 일부 방언에서는 ‘眞’류 부사가 ‘도대체’처럼 설명의문문, 선택의문문, 
정반의문문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는 江西 上猶 客家話의 
‘眞介’，閩語 雷州話의 ‘眞正’ 등이 발견된다고 한다(谷峰 2011:247-248).

이처럼 한국어 ‘과연’과 ‘정말’의 대한 의문문 용법은 중국어 역사 자료
와 방언 자료를 비롯한 큰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은 흥미로운 점을 관찰할 
수 있다.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어 ‘과연’과 ‘과시, 과약’ 등 유의어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보다 폭넓은 발견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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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 연구

이 장에서는 언어유형론, 특히 의미 유형론의 관점에서 진실성 부사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진실성 부사에 대한 대조 언어학 연구는 적지 않게 
이뤄져 왔는데, 구체적으로 인도-유럽 어족 중, 게르만 어군(영어, 네덜란
드어, 독일어, 스웨던어), 로망스 어군(불어, 스펜인어), 발트 어군(리투아
니아어)을 대상으로 거론된 바가 있다. 앞서 한국어 진실성 부사에서 발견
된 다의 양상은 세계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유
형론적인 관점에서 진실성 부사의 의미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
번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 장은 우선 진실성 부사의 개념공간을 논하고,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의 
개념적 연관성을 탐구하고, 진실성 부사 개념지도의 기술 방안을 모색한
다. 그 다음에, 한·중 대조 분석을 통해 진실성 부사의 범언어적인 특징을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진행된 모든 작업을 포괄하여 선행 연구에
서 제기한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를 수정·보완한다. 끝으로 개별 부사의 
의미지도를 그려보고, 최근 인터넷 언어에서 보인 언어 변화에 의미지도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51)

6.1. 진실성 부사의 개념공간
6.1.1. 진실성 부사의 기원적 의미 영역

진실성 부사의 핵심 개념은 ‘眞’과 ‘實’이다. 이 입장은 표면적으로 언어
유희처럼 보이겠으나, 실질적인 뜻은 핵심 개념을 설정하는 것에 그 이상
도 아닌 그 이하도 아닌 두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장에서는 주로 한
국어 자료를 기반으로 이 주장을 밝혔으나, 다음에는 유럽의 여러 언어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51) 2장에서 약속했다시피 etic 범주로서의 진실성 부사를 논의할 때는 眞類부사와 實類부사로 
지칭하고, emic 범주로서의 한국어 진실성 부사를 논의할 때는 ‘정말’류, ‘사실’류로도 부르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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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Vandenbergen(2013)에서는 “REALITY and related concepts”
라는 제목으로 영어의 진실성 부사 ‘actually, in fact, really, truly’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영어와 네덜란드어, 불어의 병렬말뭉치 기반 대조 분
석을 통해, 진실성 부사의 중심적인 개념을 [REATILY], [TRUTH], 
[ACT], [FACT]로 설정하고, 연관 개념을 [ESSENCE], [SINCERITY]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제기하였다. ‘actually, in fact, really, truly’와 연관되
는 ‘basically’를 함께 고려한 진실성 부사의 의미 영역은 다음과 같이 반
영된다.

  

<그림 6-1> Simon-Vandenbergen(2013)의 영어 진실성 부사 의미지도
(Simon-Vandenbergen 2013:277)

Simon-Vandenbergen(2013:272-273)에서는 위 그림에서 나열한 여러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진실성의 핵심 개념은 
[REALITY]이고, 증거(evidence)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REALITY]는 Y축에서 나타난 두 가지 영역을 보장해 주는데, [ACT]는 
경험적인 증거를 기반한 것으로 현상(phenomena)에 속하고, [FACT]는 
사전의 정신적 투사이므로 메타-현상(meta-phenomena)이다. 

X축의 개념은 [REALITY]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판정인 [TRUTH] 및 
주관적인 태도인 [SINCERITY]가 있다. 한편, [ESSENCE]라는 개념은 
[REALITY]의 연관 개념으로, 사물의 본질은 곧 그의 진실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Simon-Vandenbergen(2013)에서는 위 그림을 의미지도라고 표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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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고는 이 명칭을 수용하지 않겠다. 위 그림에서 그려 놓은 부사가 차
지한 의미 공간은 결국 개념적 의미와 영어 부사의 어원에 의존한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하나의 예를 들면, ‘really’는 어원상 [REALITY]에 해당하지
만, 주지다시피 부사의 용법은 ‘현실’과 관련된 의미로 나타나지 않고, 오
히려 [TRUTH] 영역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위 그림은 부사의 의미지도
로 삼기보다는 진실성 어휘의 기원적 의미 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Usonienė et al.(2015)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한 진실성 부사는 게
르만 어군, 로망스 어군에만 치중된다고 보고, 발트 어군에 속하는 리투아
니아어를 또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조 연구가 이뤄진 
Willems & Demol(2006), Aijmer (2007), Simon-Vandenbergen(2013)
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리투아니아어의 경우를 첨가하여, 진실성 부사
의 목록을 [REATILY], [TRUTH], [ACT], [FACT] 네 가지 의미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6-1> 게르만 어군, 로망스 어군과 발트 어군에서의 여러 언어의 진실성 
부사 목록(Usonienė et al. 2015:204)

Semantic 
domain FACT ACT REALITY TRUTH
English in fact actually really truly

French en fait en fait
*ACTUALLEMENT

vraiment
‘truly’

réellement
‘really’

vraiment
‘truly’

Dutch in feite eigenlijk
‘in essence’

werkelijk,
echt

‘really’
werkelijk

‘really’

Swedish faktiskt
faktiskt

egentligen
‘actually’

verkligen
‘really’

no studies
found

Lithuanian
tiesą sakant/

pasakius
‘to tell the

tiesą sakant/
pasakius

‘to tell the 

iš tikrųjų/
tikro,

‘in reality’

iš tikrųjų 
/tikro,

‘i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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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리투아니아어에서의 [ACT]와 [FACT]의 의
미 영역에 해당하는 부사는 모두 [Truth] 영역에 속한 표현이 자리를 잡
고 있다. 따라서 Usonienė et al.(2015)에서는 [ACT]와 [FACT]를 단독
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리투아니아어에서 밝혀진 문제는 홀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 위 표
에서 보인 불어의 ‘actuellement’도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불
어 ‘actuellement’와 영어 ‘actually’는 어원상 같지만, 실제 용법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흔히 “False Friends”라고 불리기도 하는
데, 현대 불어의 ‘actuellement’는 ‘현재, 지금’과 같은 뜻을 지닌 시간 부
사로 나타난다. 불어에서 영어 ‘actually’의 번역 등가어는 [FACT] 영역의
‘en fait’가 담당한다(Defour et al. 2010, Simon-Vandenbergen & 
Willems 2011).

따라서 Simon-Vandenbergen(2013)에서 제기한 네 가지 개념은 실제로 
[TRUTH]와 [REALITY]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두 
가지 개념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곧 [眞]과 [實]로 전환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는 [眞]을 ‘본디의 것, 거짓이 아닌 것, 假 또는 僞의 반대
말’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實]을 ‘사실, 실제, 실재하는 내용, 虛 
또는 名의 반대말’과 관련된 개념으로 규정한 바가 있다. 사실, <그림 
6-1>에서 반영된 여러 세부적인 의미 영역은 다시 이 두 개념에서 파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개념의 기원적 의미를 보고자 한다. [眞]은 거짓의 반대말
로 쓰이는데, [眞理]로 표현하고자 한다. [TRUTH]가 자연스레 이에 대응
된다. [實]은 기원적으로 열매를 뜻하는 것인데,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實質]로 기술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ESSENCE]이

truth’

(FAKTIŠKAI)

truth’

*AKTUALIAI

tikrai
‘really’

*REALIAI

iš tiesų,
‘in truth/truly’
tiesą sakant/

pasakius
‘to tell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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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 
두 번째, ‘實’이 포함된 단어 ‘現實, 事實, 實際, 實踐’ 등은 ‘실’이 실현된 

다양한 세부적인 영역을 드러낸다. [REALITY], [FACT], [ACT]는 이와 
같은 부류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어떠한 태도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 영역이라 
생각된다. 진지한 태도는 [眞誠]으로, 숨김없는 태도는 [誠實]로 표현할 
수 있다. [SINCERITY]가 이 부류에 해당하고, 영어 ‘frankly, sincerely’, 
한국어 ‘진심으로, 眞情으로’, 중국어 ‘眞心(地)’은 이러한 부류로 볼 수 있
다.

네 번째,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말로 실현하는 것이 흔하다. 진실
성 부사 관련 표현 중, ‘frankly speaking’와 같은 화행부사어는 직접 발화 
행위 동사와 함께 나타난 것인데, 중국어에서도 ‘실화를 말하다, 참된 것을 
말하다’의 뜻으로, ‘說實話，說眞的’와 같은 화행부사어가 발견된다. 한국어
의 ‘정말, 참말’은 말할 것 없이 당연히 그러한 부류에 속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의미 영역은 <그림 6-1>에서 제기되지 않았으나, 본고에
서 [眞言]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진실성 부사의 기원적 의미 영역은 다음과 같은 동그라미로 
반영할 수 있다. 동그라미의 왼쪽 구역은 핵심 의미 [眞]이 차지한 것이
고, 오른쪽 구역은 핵심 의미 [實]이 차지한 것이다. 세부적인 의미는 서
로 연관을 지어 동그라미의 전체 공간을 채웠다. 다음 그림에서 각 세부적
인 의미에다 한국어 예를 붙여 놓았다. 

52) 일본어의 ‘本に, 本当に’의 기원적 의미도 이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市村太郎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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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진실성 부사의 기원적 의미 영역

6.1.2. 진실성 부사의 개념지도

이 절에서는 진실성 부사의 개념지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개념지도는 
언어 보편적인 것으로 상정한 etic 범주이다. 언어화된 형식과 개념 간에 
맺어지는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다. 아래의 논의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한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본고의 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6.1.2.1. 선행 연구의 방안

지금까지 진실성 부사에 대한 의미지도를 제기한 방안은 그리 많지 않
다. 진실성 부사가 하나의 부류로 취급되어 전반적인 기술 방안을 제기한 
연구는 두 편 정도만 찾을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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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mon-Vandenbergen(2013)의 방안

Simon-Vandenbergen(2013)에서는 앞서 <그림 6-1>을 의미지도로 
불린 그림 외에, 영어 진실성 부사의 의미 기능이 반영된 화용지도도 제시
하였다.

<그림 6-3> Simon-Vandenbergen(2013)의 영어 진실성 부사의 화용지도
(Simon-Vandenbergen 2013:274)

<그림 6-3>에서 나타난 화용지도의 X축은 부사의 ‘강화(boosting)’-
‘약화(downtoning)’의 의미 기능을 주목한 것이고, Y축은 ‘反기대
(counter-expectation)’와 ‘상술(elaboration), 확장(extension)’ 등 담화 
맥락적 의미를 주목한 것이다. 

본고는 이 방안에서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강화의 세부적인 유형은 [Focus(초점)]과 [Force(힘)]으로 
분류된다.53) Simon-Vandenbergen(2013:274)에 따르면, [Focus(초점)]
은 [Prototypicality(전형성)]이란 핵심 개념과 관련을 맺는 것인데, ‘a 
real friend’라는 표현은 곧 ‘a prototypical friend’를 뜻하며, [Focus(초

53) 두 용어를 제기한 배경은 Martin & White(2005)의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을 기
반한 것이다. Martin & White(2005)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SFL)의 관점에서 화자의 감정/
입장 등과 관련된 기능 체계를 ‘Appraisal(평가)’로 부르고, 그 안에 ‘독자 관여
(Engagement)’, ‘태도(Attitude)’, ‘Graduation(등급성)’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눈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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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의미로 드러낸다. 한편, ‘really happy’는 ‘Focus+Force’로 해석할 수 
있는데, ‘happy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와 ‘very happy’ 두 가지 
표현으로 풀일 수 있다.

앞서 ‘정말’류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미 [전형성], [정도 강조], [주관대
량], [언표내적 효력 강화] 등 [Graduation(등급성)]과 관련된 의미를 제
시한 바가 있다. [Focus]와 [Force]의 구분을 정보구조에서 사용한 ‘초점’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 [초점적 의미(Focus)], [강조적 의미
(Force)]로 부르고자 한다.

한편,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점도 있는데, 서로 다른 층위의 의미를 
질서가 있지 않게 나열한 것이다. 가령, 어떤 용법은 부사로서의 의미인지, 
어떤 용법은 담화표지로서의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정말’류에 대해 논의했을 때 이미 지적했듯이, 모두 강조라고 하지
만, 강조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
이 Simon-Vandenbergen(2013)의 방안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2. 张则顺(2015)의 방안

张则顺(2015)은 ‘確信(certainty)’이라는 범주 아래, 확실성, 진실성 관
련 부사에 대해 검토한 연구이다. 张则顺(2015:17-18)에서는 ‘確信’에 대
해서 “화자가 지니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전적 믿음(承諾), 또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필연성에 대한 높은 믿음”으로 정의된다. 그 중, 진실성은 
명제에 대한 추리 과정이 없으므로 인식 양태 범주에 속하지 않고, 높은 
필연성은 곧 인식양태 영역의 확실성 의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眞實類確信副詞：眞，確，的確，確實，實在，著實，委實，眞的，確乎，
明明，分明，誠然，其實，眞是，眞正。

    必然類確信副詞: 定，准，必，絕，斷，一定，肯定，篤定，必定，必然，
必將，勢必，定準，準保，準定，絕對，斷乎，無疑，當然，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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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實類 確信副詞와 必然類 確信副詞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마친 후에 
다음과 같은 確信副詞의 의미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6-4> 张则顺(2015)의 確信副詞의 의미지도
(张则顺(2015:225)을 바탕으로 번역)

(1)에서 제시한 목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张则顺(2015)의 確信副詞
는 본고에서 다룬 진실성 부사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2.2.3.절에서 밝
힌 바가 있듯이, 진실성 부사가 드러내는 강한 믿음은 언표내적 효력을 강
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명제 내용에 대한 높은 실현 가능성을 표현하는 
확실성 의미와 구분해야 한다. 진실성과 확실성의 연결고리는 ‘確信’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렇게 적용된 ‘確信’은 하나의 기능 범주로 상정해야 한
다. 사실, 张则顺(2015)에서는 이와 같은 다소 모순된 점을 포착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처음에 가설을 내세울 때는 眞實類 確信副詞가 양태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지만, 결국 의미지도로 반영할 때는 “광의의 
양태”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부류를 또 한 데에 묶었다.

‘정말, 진짜’와 같은 진실성 부사와 ‘확실히, 틀림없이’와 같은 확실성 부
사는 물론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데 경험적인 관점에서 먼저 각각 부류에 
대한 의미지도를 그려 놓은 다음에, 서로 연관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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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본고의 방안

진실성 부사의 개념지도/의미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에 답
해야 한다. 첫째는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의 개념적 연관성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실성 부사를 사용할 때 ‘진실’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는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의 다
의 양상 기술 문제이다. 앞서 ‘정말’류와 ‘사실’류에 대한 검토에서 짐작되
었듯이, 두 부류는 서로 다른 다의 양상이 적지 않다. 또한, 행위, 사건, 화
행 등 다양한 존재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다의 양상의 복잡성에 있어서 어
떻게 하나의 지도 안에 반영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1.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의 개념적 연관성

언어학 연구는 역시 다시 언어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
를 보면, ‘정말’류와 ‘사실’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사실 기원 명사의 관형
어 용법에서부터 벌써 짐작이 된다. 앞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진짜’는 관형
어로 나타날 때 [진실성], [전형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는 관형
어로 나타날 때 수식 명사의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짜’는 [진실성]으로 쓰일 때, ‘실제’가 드러낸 현실적인 속성과 유사하
다. 여기서 드러내는 상통하는 점은 [현실성]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아래 
‘진짜 사람’과 ‘실제 사람’의 예문을 비교하면 둘의 공통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2) 가. 영화 공각기공대에서 나오는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도 가까
운 미래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나. 우리의 목표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았을 때 단순한 인형을 넘어 작
지만, 감정적으로는 실제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이 진짜라면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는 속성도 지녀야 한다. 따라
서 ‘진짜’를 평가하는 한 국면이 [현실성]이 될 것이다.

‘진짜’가 [전형성]으로 쓰일 때는 ‘실제’와 아예 다른 의미 해석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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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고, 조금 비슷한 해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먼저 전혀 상이한 
예부터 보자.

(3) 가. 따라서 코로나19가 휴식처이자 새 도약의 중간자가 될 게 분명하
다. 이제 더욱 타의에 의한 삶이 아닌 진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를 이번 기회에 실험했다.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
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에 촛점을 맞춰 진짜 삶에 더 가까
이 다가가리라 본다.

가ʹ. 철학은 실제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인식도 응용도 생산하지 
못하니, 혹은 그렇게 보이니, 그렇다면 도대체 철학은 무슨 쓸모
가 있냐고 물을 수 있겠다.

(3)에서 나타난 ‘진짜 삶’은 현실적인 삶으로 해석이 안 되고, ‘진정한 삶’, 
‘본디의 삶’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삶’은 이론상의 세계와 
다른 실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명사와 결합할 때 [전형성]으로서의 ‘진짜’와 ‘실제’는 비
슷한 의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4)  가. 나 역시 그들의 춤과 음악을 좋아하지만 내가 그들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용기가 부럽기 때문이다.

 가ʹ.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을 싹 무시하고 운하를 고집
하는 정부의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건설살리기’를 위한 ‘시
민죽이기’라고 의심할 만한 고약한 속내가 보인다.

 나. 지나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역사적 사건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
록 ‘우연의 역사’를 신봉하는 경향이 있다.

 나ʹ. 그렇다면 트로이전쟁의 실제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과? 아름다운 
여인? 이것은 호메로스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은 ‘돈’이
었습니다.

(4)에서 나타난 ‘실제 이유’와 ‘진짜 이유’, ‘실제 원인’과 ‘진짜 원인’은 좀 
비슷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실제/진짜’가 출현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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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구가 모두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진짜 
원인’은 화자가 ‘참’으로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고 제기하면서, 남
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조되는 의미도 나타난다. 한편, ‘실제 원인’은 현실
적인 각도에서 생각할 때 그러한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제기하면서, 표면
적이거나 다른 각도에서 제기된 원인과 대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진짜’와 ‘실제’가 드러낸 유사성은 [대조성]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대조성]임에도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4나)와 (4나ʹ)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4나)에서 쓰인 ‘진짜 원인’은 ‘실제 원인’으로 바
뀌면 부적절하나, (4나ʹ)에서 쓰인 ‘실제 원인’은 ‘진짜 원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진짜 원인’은 ‘원인’이 형성된 집합 중에, 딱 한 가지만 배타적으
로 선택하고, 흔히 남들이 생각하는 원인이 잘못된다는 것을 함축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실제 원인’은 ‘원인’이 형성된 집합 중에, 한 가지만 지정
하기보다는 ‘실제’의 방면에 부합한 ‘원인’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54)

그러므로 이상 관형어의 용법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진실성 부사의 
해심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진실성 부사의 중심적인 개
념은 [진실에 대한 판단/평가]로 설정하고, [眞]에 해당하는 부류는 [유일
한 ‘진실’]으로 해석하며, [實]에 해당하는 부류는 [‘진실’의 일면]으로 풀
이한다.

이와 같은 [유일한 ‘진실’]과 [‘진실’의 일면]의 의미 구분은 사실 진실
성 부사의 다의 양상과 암묵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담화표지의 발달 양상

54) ‘진짜’와 ‘실제’의 차이점은 영어 ‘real’과 ‘actual’에서도 발견된다.
    (1) 가. ... the summit here last week concluded that deep emission cuts are both 

possible and urgently needed. So the real problems still lie ahead ... (BBC 
Corpus)

나. ... women's magazines that matter get grottier and grottier if Claire will 
forgive my saying so. The actual problems that people are allowed to ask 
advice about have become disgusting beyond belief ... (Spoken Corpus)

(Tognini-Bonelli 1993:195-196)
     Tognini-Bonelli(1993:196)에서는 위 예문에서 쓰인 ‘real problems’는 선택적인

(selective)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며, 중요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은 ‘other problems’와 
대조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렇지만 ‘actual problems’는 다른 유형의 문제와 대별시키
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방면, 혹은 일정한 조건 하에 일어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에 더 치중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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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정말, 진짜’는 강조의 담화표
지로 나타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밝히며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논변적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실, 솔직히’는 주로 자신의 입장 
표시, 태도 반영의 기능으로 나타나는데, 강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완화의 
기능에 더 가깝다.

이상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의 개념적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
실성 부사의 핵심 개념이 포함된 개념지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그림 
외곽에 한국어에서 교량 맥락이 이뤄질 수 있는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6-5> 진실성 부사의 핵심 개념이 이뤄진 개념지도

2.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의 다의 양상 기술

眞類부사와 實類부사는 하나의 부류로서 생각할 때, 부사가 나타날 수 
있는 통사적 환경 거의 모두를 차지할 수 있는 셈이다. 통사론적 층위를 
보면, vP, IP, CP 영역에 모두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 담화 층위에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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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로의 확장 용법도 반영된다. 또한, ‘정말, 진짜, 사실, 솔직히’와 같은 
고빈도로 쓰인 부사는 다기능적인 특성도 지닌다.

그 배후에 작동되는 원리는 ‘비-주관성, 주관성, 상호주관성’과 같은 주
관화된 의미의 연속선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진실성 부사를 
사용할 때, 단지 객관적인 진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이 인정
하는 주관적인 진실, 청자의 존재를 고려하는 상호주관적인 진실을 전달하
곤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眞]과 [實]의 구체적인 의미 영역은 ‘진리
조건적 의미’와 ‘비진리조건적 의미’의 두 무리로 나뉜다. 진리조건적 의미
는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인데, 관념적 기능 영역에 속한다. 의문문
과 부정의 초점이 될 수 있고, 진실성 부사의 기원적 의미와 더 가깝다. 
眞類부사의 진리조건적 의미를 [진위 여부]로, 實類부사의 진리조건적 의
미를 [허실 여부]로 가리키기로 한다.

비진리조건적 의미는 주관화된 표현에 의한 것이다. 眞類부사는 [초점적 
의미(Focus)]와 [강조적 의미(Force)]가 비롯된 의미를 드러내고, 수식 
대상이 얼마나 ‘眞’에 가까운지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
한 의미를 [척도 평가]로 칭하기로 한다. 實類부사는 [역접], [상술]을 비
롯한 의미를 드러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실정 언급]으로 부르기로 한다.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의 진리조건적/비진리조건적 의미 구분은 다음과 같
은 수학 형식으로 추상화할 수 있다.

(5) 진리조건적 의미:
眞: X = 0 or 1
實: X = 0 or 1

비진리조건적 의미:
眞: X → 1
實: X = 1, 1ʹ, 1ʹʹ, 1ʹʹʹ ...

핵심적인 진실성 부사와 느슨한 연관을 맺는 기타류는 한국어에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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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라고 하는 의미 범주와 연관이 깊다. 선행 연구에서 흔히 ‘actually’를 
비롯한 부사의 의미를 反기대라고 언급되었지만, 한국어 ‘정작, 막상’에서 
발견된 反기대 의미와 분명히 차이가 난다. 實類부사 ‘사실, 실은, ac-
tually, 其實’에서 드러낸 기대 의미는 맥락적 의미이고, ‘정작, 막상’의 기
대 의미는 어휘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대’와 관련된 의미를 진실
성 부사 하위에 속하는 종속적인 의미 자질로 상정하기보다는, 독립된 것
인 의미 범주로 기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의 다의 양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진실성 부사의 개념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

<그림 6-6> 진실성 부사의 개념지도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의미 기술은 선행 연구에서 밝
힌 다른 언어의 양상과 앞부분에서 밝힌 한국어의 양상과 함께 정리하고 
추가할 수 있겠으나, 언어 간 대조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라 생각된
다. 더 온당한 유형론적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경험적인 연구가 앞서 
많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간단하게나마 한·중 진실성 부사에 대
한 대조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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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중 진실성 부사의 대조 분석
이 절에는 먼저 간략하게 중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진행하고, 병렬말뭉치에서 발견된 대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어 
진실성 부사류는 양도 많고 의항이 복잡한데, 이 절에서는 중심적으로 진
실성 부사의 핵심 부류인 眞類와 實類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제기한 한국어 ‘정말’류, ‘사실’류 부사의 기술 방안 보안을 위한 대조의 목
적으로 삼기로 한다.

6.2.1. 중국어 진실성 부사 개요

중국어 진실성 부사(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6) 중국어 진실성 부사(어) 목록55)
가. 眞類(한국어 ‘정말’류 진실성 부사에 상당): 

진심으로: 眞心(地)
진정, 진정으로: 眞正
정말, 진짜, 참: 眞, 眞的, 眞是, 眞是的
실로: 實在, 属實, 着實, 委實

나. 實類(한국어 ‘사실’류 진실성 부사에 상당):
사실: 其實
실제로, 사실상: 實際上，事實上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說實話，說老實話，說眞的，講眞，講眞的，

實不相瞒，實話實說，說實在的，說白了 등

위에서 중국어 부사에 대한 한국어 주석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 것인데, 

55) 이 목록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부 선행 연구에서 ‘眞的’과 같이 묶어서 분석한 부사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진실성 부사의 주요 성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진실성 부사의 연관 
부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예컨대, 기대와 관련된 유형인 ‘果然, 果眞’, 인식양
태와 관련된 ‘確實, 的確, 明明, 分明’, ‘물론’과 비슷하게 접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誠然, 
固然’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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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등가어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앞서 불어와 영어의 
“False Friends”에 해당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곧 한자 어형은 
같지만, 부사의 용법은 다를 수도 있다. 가령, 앞서 논의했듯이 한국어 ‘과
연’은 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 ‘果然’은 의문문에서 쓰이
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어 진실성 부사의 조어론적 특징을 보면, 한국어와 가장 다른 점은 
‘솔직히’에 해당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부사와 부사절로 
모두 실현되지만, ‘솔직히’는 단독으로 화행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어에서는 ‘솔직히’에 상당하는 성상부사는 직접 화행부사로 취급
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는 형식은 주로 ‘말하다’류 동사가 형성된 구적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동사 ‘말하다’+진실성 명사(說實話)”, “동사 ‘말하
다’+結果補語(說白了)”, “굳어진 관용표현(實不相瞒，實話實說)”처럼 세 가
지 유형이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드러낸 차이는 유형론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것이다.
  Ramat & Ricca(1998:206-208)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유럽 언어 중 
‘frankly’가 직접 화행부사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를 비롯한 남서부의 언어들에 해당하고, 중북부 지역의 독일어, 핀란드어
를 비롯한 언어들은 직접 성상부사에서 화행부사로 쓰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후자의 언어에서는 구적 방책으로 표현하는데, 대체로 
‘frankly speaking, to tell the truth’와 같은 부동사형 구의 형식으로 나타
난다. 이와 같은 유럽 언어에서 발견된 유형론적 특징을 고려하면, 한국어
는 성상부사로부터 직접 화행부사로 쓰일 수 있는 전자의 유형에 속하고, 
중국어는 구적 수단을 이용하는 후자의 유형에 속한다.

다음으로 중국어 진실성 부사의 문법적 특징과 화용적 특징으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한다.

6.2.1.1. 문법적 특징

중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통사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56)

56) 연구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를 많이 참조한 바가 있었지만, (7)과 같이 통사론적 층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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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P 영역: 眞正, 眞心(地), 眞(성상부사)，眞的，(實際, 眞實)
IP 영역: 眞(조건절), 眞的，實在，實际上，事實上，(其實)
CP 영역: 眞(감탄문), 眞的，眞是，眞的是, 實在是, 其實, 說實話 등
담화표지: 眞的，眞是，眞是的，眞的是，其實，說實話 등

부정적 감정 표출: 眞是的, 眞的是，眞是
응답표지: 眞的

  
중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지면 관계상 하지 않겠으나 

한국어와 아주 유사한 ‘眞是’의 담화표지적 쓰임 및 크게 차이난 부사 ‘眞’
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어 진실성 부사 중, 한국어와 똑같은 의미 변화의 양상이 드러난 점
은 “眞類부사-강조의 담화표지-부정적 감정 표출”이라는 변화 양상이 발
견된 것이다.

李先銀(2015)에서는 중국어 ‘眞是’을 “담화 부정 표지(話語否定標記)”로 
명명하고, 그 핵심적인 담화 의미는 담화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부정의 강도와 감정의 강도에 따라 “질책(斥
責)”, “원망(責怪)”, “불만(抱怨)”, “짜증(嗔怪)”, “사양(客套)”등 다양한 의
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 ‘眞是’와 비슷한 유형은 ‘眞是的’이 있다. 아
래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 ‘眞是’는 부사의 범주를 벗어나 감탄사처럼 
나타난다. 

(8) 文丽: 添什么乱啊，眞是! (≪金婚≫)
문려: 또 무슨 야단법식이야, 참! (≪금혼≫)

(李先銀(2015:61)에서 재인용)

중국어 ‘眞是’, ‘眞是的’과 한국어 ‘참, 정말, 진짜’에서 보인 강조의 부사
로부터 강조의 담화표지 내지 부정적 감정 표출 기능까지 닮은 현상은 다
른 유럽 언어의 진실성 부사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점이다. 이

따라 분석된 체계는 독창적인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따로 필요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대조 분석을 위한 것이므로 체계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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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실성 부사의 개념지도 안에 놓을 만한 또 하나의 의미 변항이라고 생
각된다.

다음으로 중국어 진실성 부사와 한국어 진실성 부사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부사 ‘眞’의 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眞’은 한국어 ‘정말, 진짜, 참’과 의미상 아주 유사하지만, 통사론적 양상
이 매우 다른 것이다. 특히, ‘眞’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감탄문에서만 쓰
일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사 ‘眞’은 총 세 가지 용
법이 있다. 첫 번째는 vP 영역에 작동되는 성상부사인데, [진실성] 의미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IP 영역에 작동되는 사건부사인데, [진실 시인] 의미
로 나타나며, 세 번째는 CP 영역에 작동되는 화행부사인데, [언표내적 효
력 강화] 의미로 나타난다. 아래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
다.

우선, 많이 논의되어 왔던 ‘眞’이 형용사와 결합할 때 감탄문의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眞’은 CP 영역 부사이다. 朱德熙(1982:197-198)
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眞+형용사’는 서술어나 補語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관형어 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57)

(9)  가. 这房子眞漂亮！
이 집은 정말 예쁘다!

나. 眞漂亮的房子！
정말 예쁜 집!

다. *在那栋眞漂亮的房子里住了很多人。
    저 정말 예쁜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다. 这个小孩跑得眞快啊！
    그 아이가 정말 빨리 뛰네!
나. *这个小孩眞快地跑了过来。
    그 아이가 정말 빠르게 뛰어왔다.

‘眞’이 CP 영역에 속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종속적인 환경에서 쓰이지 

57) 중국어학계에서 쓰이는 ‘補語’는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의 보어가 아니다. 예문 (32나)의 
경우는 한국어 부사어에 해당한다.



- 210 -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 한국어 예문에서 쓰인 ‘정말’은 중국어로 번역할 때 
‘眞’ 대신 정도부사 ‘很’이 되어야 한다.

(10) 가게 크기는 자그마하지만 소품의 종류와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
문에 예쁜 커튼을 만들 수 있다.

이상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형용사와 결합한 ‘眞’은 정도부사로의 
발달 과정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성상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고자 한다. 

(11) 你是眞喜歡我啊？還是假喜歡我啊？
너는 진짜로 날 좋아한 거야? 가짜로 날 좋아한 거야?

(11)에서 보듯, ‘眞’이 행위의 속성을 수식하고 ‘거짓’의 반대말로 쓰이는 
[진실성]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조건절에서 [진실 시인]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보고자 한
다. 張文賢 & 謝海金(2018)에 따르면, 조건절에서 쓰인 ‘眞’은 흔히 비현
실(irrealis) 맥락에서 나타난다. 또한, 이 용법은 ‘眞’만 해당하는 용법이라
고 하고, 유의어 ‘眞的’은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眞’의 [현실], [비현
실]에 관한 현상은 병렬말뭉치 기반 대조 분석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후문
에서 상술할 것이다.

6.2.1.2. 화용적 특징

중국어 진실성 부사의 쓰임이 실감 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중국어 眞類부사와 實類부사의 화용적 특징에 대해
서 알아보고자 한다.58)

58) 다음 대화는 필자가 생방송으로 보고, 다시 보기로 전사한 자료이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초기에, 우한을 수호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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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3월 8일 
  중국 CCTV 뉴스 채널 ‘战疫情’(코로나 극복 기원) 특별 프로그램 우한 생
중계 현장
배경: (중국 CCTV 아나운서) 董倩(동천)과 현장 의료진의 인터뷰 내용
인물: 우한 协和(협화)병원 东西湖(동서호)분원 부원장 周静(주정)
주제: 가장 힘들었던 점은?
......
1 董倩: 有哭的时候没有？
  동천: 혹 눈물을 흘리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2 周静: 有。
  주정: 있어요.
3 董倩: 什么时候？
  동천: 언제였나요?
4 周静: 在一月二十八号的时候，袁海涛被转到肺科医院的时候。
  주정: 1월 28일, 袁海涛(원해도) 주임(센터장)께서 폐 질병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을 때요.
5 董倩: 就是ICU主任。
  동천: 중환자실(ICU)의 주임을 맡고 계시지요?
6 周静: 对。就是ICU主任。
  주정: 네, 바로 중환자실의 주임을 맡고 계신 그분입니다.
7 董倩: 为别人哭的。
  동천: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거군요.
8 周静: 对, 因为当天的話, 那天还下着雨。那天他转院的时候, 我晚上跟着那，

那个急救车跑了一段。因为我眞的很怕，这个。（董倩:嗯）就（是）
說，ICU对我来說。眞的。

  주정: 네, 그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원해도) 주임께서 다른 병
원으로 이송될 때 그날 밤 저는 한동안 구급차 뒤를 막 쫓아갔지요. 
정말 두려웠어요. (동천: 네) 말하자면, 저에게 중환자실은 정말.

9 董倩: 其實我采访，他已经痊愈了，但是再回过头去看，就是ICU主任住进了
ICU 病房，那个时候对所有人的打击都是很大的。

  동천: 사실 제가 인터뷰도 했고, 주임께서는 이미 완치되신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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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중환자실 운영의 중책을 짊
어진 주임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건 모든 의료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 周静: 对。
   주정: 네.
11 董倩: 但好::在渡过去了。
   동천: 무탈히 잘 이겨내셔서 다행입니다.
12 周静: 但是那个时候，我就存在军心不稳啊。
   주정: 그러나 그때는 마음을 굳게 먹지 못했습니다.
13 董倩: 那是，那是。(小声)
   동천: 그럼요, 그럼요. (작은 소리로)
14 周静: 当时的时候, 我的ICU主任就这样倒下了, 变成重症，可能到那边要去

插管。
   주정: 그때 저희 주임께서는 중증 환자로 분류되어 (이송된 병원에서) 에

크모 치료까지도 고려했었어요.
15 董倩: 但事實上，在我采访那个袁海涛的时候，他眞::的是非常非常的棒，就

是自己都病成那个样子了，你自己都住进ICU，还::在电話指挥他自己
的ICU，在救助他自己的重症病人。眞是好样的！

   동천: 그런데 실제로 원해도 주임과의 인터뷰 때도 느꼈었지만, 그는 정
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많이 힘드셨을텐
데 통화로 자신이 맡고 있는 중환자실을 진두지휘하여 환자들을 돌
본 거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6 周静: 对，但那个时候，我觉得我要是再做别的都是苍白的。我只有一个途
径，我当时的話，我第二天就穿上了三级防护，我自己主动进去，给我
的那些病人翻身，因为他们要做俯卧式呼吸，(董倩:嗯嗯)我只有自己这
样子做，我的护士，我的医护人员才能跟得上。

    주정: 네. 그때 저는 제 본분을 다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3급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환자들을 돌아눕혔어요. 그들은 엎드린 채로 호
흡을 해야 하거든요. (동천: 네, 네.) 제가 이렇게 해야만 저희 간호
사 분들과 의료진들도 힘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



- 213 -

1. 實類부사 ‘其實, 事實上’

먼저 위 대화에서 나온 實類부사 ‘其實, 事實上’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其實’은 발화 (12-9)에서 나타나고, ‘事實上’은 발화 (12-15)에서 나타
난다.

발화 (12-8)부터 (12-16)까지의 내용은 周静과 董倩이 袁海涛 주임이 
입원하셨다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전술했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기술하
는 양상이 보인다. 발화 (12-8)에서 周静은 그날 자신의 심정에 초점을 
두고, 매우 걱정스럽다는 감정을 표했다. 그런데, 사회자 董倩은 발화 
(12-9)의 시작 위치에 ‘其實’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3월 8일 시점에 袁海涛가 이미 퇴원했다는 사실까지 전
달했다. 이어서 周静은 이 사실을 인정했지만 몇 번이나 ‘但是(그렇긴 하
지만)’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당시 그날의 시점에 돌아가 자신이 겪었
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던 것이다.

董倩은 발화 (12-15)에서 ‘但事實上’으로 시작하여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사실’의 영역을 한정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곳에 사용한 
‘事實上’은 ‘其實’에 비해 객관적인 속성이 더 강하고, CCTV 사회자로서 
董倩이 그날 사태의 긴장감을 덜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인 것이다. 

위와 같이 대화 참여자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일한 사태에 대해 기술
할 때 서 있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짐작이 된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날 방송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날은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기
념으로 방역 일선에 서 있는 여성을 모시고 뉴스 채널의 프로그램에 생중
계로 출현한 것이다. 특히, 당시 중국 국내의 코로나 상황이 이미 많이 나
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사회자로서 董倩은 
현재 시점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하다. 이와 달리,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周静은 그날의 심정을 더 치중하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위 대화에서 보인 ‘其實’과 ‘事實上’은 [‘진실’의 일면]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전개된 이야기는 
물론 모두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화자마다 주장한 ‘진실’은 어찌 보
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화 맥락상 ‘其實’과 ‘事實上’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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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표시] 기능으로 나타난다. 그중, ‘其實’은 완화의 성격이 더 강하고, 
‘事實上’은 이에 비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2. 眞類부사 ‘眞的，眞的是，眞是’

다음으로 위 대화에서 나온 眞類부사 ‘眞的，眞的是，眞是’에 대해서 논
의해 보자. ‘眞的’은 발화 (12-8)에서 나타나고, ‘眞的是，眞是’는 발화 
(12-15)에서 나타난다. 

발화 (12-8)에서 나타난 ‘眞的’은 周静이 그날의 심정을 회상하면서 마
지막에 단독으로 쓰인다. 이때 ‘眞的’ 뒤에 수식하는 용언이 없지만, 맥락
에 따라 당시에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나 절망스러웠나 등 감정이 충분히 
감지될 수 있다. 여기서 문말에 나타난 ‘眞的’은 담화표지로의 확장 용법으
로 볼 수 있다.

발화 (12-15) “他眞::的是非常非常的棒”에서 장음으로 실현된 ‘眞’은 감
탄문의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
현하는 것이다. 발화 끝에도 ‘眞是好样的’처럼 袁海涛에 대한 칭찬을 다시 
보내고, 결론을 지을 듯이 포괄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용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 진실성 부사가 지닌 담화적 기능과 매우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진실성 부사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이상으로 중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개요식 기술을 마치고, 다음 
절에서는 이어서 병렬말뭉치 기반 대조 연구를 진행하고, 한·중 진실성 부
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6.2.2. 병렬말뭉치 기반 대조 분석

본고에서 사용한 병렬말뭉치는 필자가 직접 구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일보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경제, 사회, 정치, 국제, 스
포츠, 문화, 사설, 칼럼 모든 지면의 기사로 이뤄진 신문 사설 말뭉치가 있
고, 그리고 한국어 소설 ≪채식주의자≫, ≪두근두근 내 인생≫ 및 중국어 
번역본, 중국어 소설 ≪最好的我們≫ 및 한국어 번역본으로 이뤄진 소설 



- 215 -

말뭉치가 있다.
병렬말뭉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중국

어 ‘眞，眞的，眞正，眞是’과 한국어 ‘정말, 정말로, 진짜, 진짜로, 참, 참으
로, 진정으로’ 등이 대응하는 것이고, 중국어 ‘其實，實际上，事實上’과 한
국어 ‘사실, 실제로, 사실상’ 등이 대응하는 것이다. 서로 대응하는 양상은 
매우 흔하므로 예문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병렬말뭉치에서 발견된 더 
흥미로운 것은 한 언어의 원문에서 진실성 부사가 사용되었지만, 번역문에
서 나타나지 않았다거나, 한 언어의 원문에서 진실성 부사가 사용되지 않
았지만, 번역문에서 나타난 경우이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대응 양상은 진
실성 부사의 연관 범주와 진실성 부사의 언어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데에 유익하다고 본다.

현재로서 발견된 비대칭적인 대응 양상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가 있
다. (1) 진실성 부사와 유사한 강조 표현; (2) 감탄문의 비대칭적인 대응 
양상; (3) ‘眞’의 비현실 맥락; (4) ‘實在’의 부정적인 맥락; (5) ‘其實’의 
다양한 대응 양상.

6.2.2.1. 진실성 부사와 유사한 강조 표현

병렬말뭉치에서는 중국어 “眞, 眞的, 眞是，眞的是, 實在” 등 진실성 부
사가 한국어 ‘워낙, 말 그대로, 그야말로, -을/를 따름이다, -기 짝이 없
다’를 비롯한 어휘나 우언적 구성에 해당한 번역 양상이 발견된다. 이는 
진실성 부사와 비슷하게 강조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13) 가. 원문: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려고 보수통합을 한다는데 워낙 
뜨뜻미 지근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합치기는 하는 건지 도
통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번역: 說是要在议会选举中为对抗文在寅政权而进行保守联合，但也眞
的是不温不火完全不知道到底到了什么地步、是不是要进行联
合。

나. 원문: 그는 어느 날 밤 폭격 등으로 동료를 한꺼번에 잃었다며 “많
은 시체가 널브러져 말 그대로 시체 위를 걸어 다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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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죽었는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번역: 他說, 有一天晚上，由于轰炸等原因，他一下子失去了同事, “很

多尸体都散落一地，眞的是在尸体上行走。当时最好的朋友死
了，也没找到。”

다. 원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
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
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
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
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文在寅总统对反对检方人事安排的检察总长尹锡烈表示: “要求
法务部长只有先制定出人事案给他看到，才能提出意见，这是
与人事程序背道而行的事情”，“不知道过去是否有过这样的事
情。如果有过这样的事情，眞的是享受到了超出法律的权限和
权力。”

라. 원문: 만나되 만나지 않게 하신 것. 먼저 배우고, 잊어버리게 한 
뒤, 다시 배우게 하신 것. 그런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번역: 神让我们相遇之后永不相遇，让我们先学习，再忘记，然后重新
学习。这眞是奇怪。

마. 원문: 감히 신한테 신발과 우유 얘기를 하고 이를 잡아주고 어쩌고 
하다니, 불경스럽기 짝이 없었다.

번역: 那人竟敢向神提起鞋和牛奶，并抓虱子，这如何使得，實在是大
大的不敬。

  
위에서 보인 ‘워낙’은 정도부사로 취급되고, 척도상 극단에 가까운 높은 

정도를 수식한다. ‘말 그대로, 그야말로’는 ‘정말’류 부사가 지닌 초점적 의
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지만, ‘진소위(眞
所謂)’의 형성도 그러한 부류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을/를 따름이다, 
-기 짝이 없다’도 한정적으로 어떤 사태를 강조하는 의미로 나타난다. 위
와 같은 표현은 정도성의 의미라기보다, [초점적 의미], [주관대량]의 의
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이는 ‘정말’류 부사의 핵심적인 의미에 부합한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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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양상은 이론적으로는 다시 ‘강조’라는 기능 범주에 대한 탐구
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응용적으로는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하는 교
육 과정에서 표현론적으로 유사한 항목을 같이 제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6.2.2.2. 감탄문의 비대칭적인 대응 양상

감탄문의 비대칭적인 대응 양상은 원문이 한국어인 경우에 발견된다. 이
는 한국어의 감탄문에서는 ‘정말’류 부사가 쓰이지 않았지만, 중국어 번역
문에서는 ‘眞, 眞是’ 등 계열 부사가 쓰이는 것이다.

(14) 가. 원문: “기가 막히는군. 나까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번역: “眞拿你没办法！连我都不准吃肉了吗？”

나. 원문: “아니야，두게.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함세. 그애가왜 안하던 
짓을……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번역: “不, 不必了。明早我再打过来吧。这孩子怎么突然就变了呢……
眞是没脸见你啊。”

다. 원문: 살을 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무
슨 귀신에 씐 것도 아니고, 악몽 한번 꾸고는 식습관을 바꾸
다니. 남편의 만류 따위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저 고집스러
움이라니.

번역: 仅仅因为做了一场噩梦便如此大张旗鼓地彻底改变饮食习惯，也
太夸张了！而且还完全无视老公的劝阻, 眞是不可理喻！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한국어 감탄문은 ‘-는군, -네, -라니’를 비롯한 
종결어미로 실현되었지만,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모두 ‘眞, 眞是’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眞’이 감탄문에서 많이 어울린다는 것과 연관
되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연관점은 중국어 감탄문은 억양과 語氣助
詞 ‘啊, 呀’ 외에는 문법적인 수단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사가 
하나의 방책으로 사용된다고 본다. 眞’ 외에 이와 같은 전형적인 감탄문에
서 쓰인 부사는 ‘太. 多, 多麼, 怪, 好, 可’ 등이 있고, 일부 학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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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들을 “感歎 語氣副詞”로 분류한다(張誼生 2000:66, 史金生 2011:67).

6.2.2.3. ‘眞’의 비현실 맥락

앞서 6.2.1.1.절에서 ‘眞’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 기술했을 때는 조건절
에서 흔히 비현실 맥락에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를 언급한 바가 있다. 사
실, 비현실 맥락은 반사실적 조건문 외에, 반사실적 가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감탄문의 쓰임과 연관을 맺을 수 있다고 본
다. 우선 병렬말뭉치에서 발견된 현상을 제시한 다음에,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먼저, 반사실적 조건의 경우를 보자. 아래 예문 (15)는 중국어 원문에서 
‘眞’과 ‘眞的’이 반사실적 조건절에서 쓰인 경우이다.

(15) 가. 원문: 万一我眞的是来朝大神表白的呢，还不得羞死。
번역: 만약 내가 정말로 고백이라도 하러 온 거면 부끄러워서 죽어

버렸을 것이다.
나. 원문: “眞要娶她还差得远，”徐延亮毫不自知，自顾自谦虚, “女神那么

白，我长得这么黑，以后孩子还不得长得像斑马。”
번역: “아직 결혼까지는 한참 멀었지 뭐.” 쉬옌량은 주제도 모르면

서 겸손을 떨어댔다. “여신은 그렇게 하얗고, 나는 이렇게 까
맣잖아.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룩말이 될지도 몰라.”

(15가)에서 한국어 번역문은 ‘정말로’가 대응하는 것이고, (15나)의 경우
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15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고백하러 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반사실적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15나)의 맥락도 마찬가지다. 여신과 결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한 일인데, 화자가 그런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다. (15나)에서 쓰인 ‘眞
要’는 전형적으로 ‘眞’이 나타난 반사실적 표현이다.

다음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난 번역 양상이 관찰된다. 

(16) 가. 원문: 그 저녁，영혜의 말대로 그들이 영영 집을 떠났다면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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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달라졌을까.
   번역: 那天晚上，如果眞像英惠說的那样离家出走，结局会不会完全不

一样呢？
나. 원문: 백번 양보해 촬영을 해내더라도，그것을 과연 전시할 수 있

을까.
번역: 退一万步說，假使拍摄眞的成功了，可是这部作品能向世人展示

吗？

위에서 나타난 한국어 원문은 모두 ‘-았/었다면, -더라도’와 같이 반사실
적 조건절이 쓰이고, ‘정말’류 부사가 이 조건절 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다. 그렇지만, 중국어 번역문에서는 ‘如果’, ‘假使’와 같이 조건 의미를 드러
낸 連詞(접속사)가 있었지만, 부사 ‘眞’과 ‘眞的’도 함께 첨가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중국어에서는 한국어 연결어미 ‘-았/었다면’처럼 반사실적 
조건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표현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겠지만, 조건
절에서 ‘眞’과 ‘眞的’이 왜 쓰여 있을까? 아래 반사실적 가정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에서는 반사실적 가정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眞類부사의 
경우이다.

(17) 가. 원문: 我要是会照相，眞的好想把你刚才那个样子拍下来。你的眼睛都
在发光。

   번역: 내가 사진 찍을 줄 알았다면 방금 네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놨을 거야. 네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거든.

나. 원문: “有云, 还是拍不了, ”老范朝峡谷的方向望了一眼，“要说从林芝
的盘山公路这个角度，想拍到南迦巴瓦峰，眞要在来之前上炷
香。早上还是个大晴天，一开拍就有云，眞他妈邪门了。”

    번역: “구름이 있어서 못 찍을 것 같네요.” 라오판이 협곡 방향으
로 눈길을 던졌다. “린즈의 산림도로 각도에서 남차바르와
봉을 찍으려면 출발 전에 미리 향이라도 올려야 해요. 아침
에는 아주 화창했는데, 촬영만 시작하면 구름이 끼니 정말 
마라도 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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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가)에서는 ‘眞的’이 사진을 찍고 싶다는 간절한 감정을 나타내고, (17
나)에서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어 眞類부사가 반사실적 가정 환경에서 쓰인 것은 흔히 소망을 드러
내는 경우이다. 이는 다음 한국어 원문의 ‘-았/었으면 좋겠다’ 등 표현에 
대역하는 것에서 반영된다.

(18) 가. 원문: 죽었으면 좋겠어.
번역: 我眞想死。

나. 원문: “이걸 내 혀로 옮겨왔으면 좋겠어.”
    번역: “眞想把它移到我的舌头上。”

다. 원문: 나는 차라리 그 병실을 나가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 심정이었
다. 

번역: 此时，我眞想抛开面前的一切，冲回家里去。
라. 원문: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 시간을 한번 더 살고 있는 듯한 기

분을 느꼈다.
번역: 我眞想重新回到那样的时光。

마. 원문: 넉살 좋은 누군가는 어머니에게 형수님 형수님, 하며 애교를 
부렸다. 형수님이 미인이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번역: 还有个厚脸皮的家伙嫂子长嫂子短地跟妈妈撒娇，嫂子眞是美女
啊。如果有下辈子，我眞想跟嫂子谈恋爱。哈哈哈哈，哈哈哈
哈……

바. 원문: “거울이 있다면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거울을 안 갖다놔서.”
번역: “如果有镜子的話，眞想让你看一眼。可是这里没有镜子。”

(18가)와 (18나)는 ‘-았/었으면 좋겠다’가 쓰인 것이고, (18다)와 (18
라)는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직접 전달한 문장이며, (18마)와 (18바)는 
‘-다면’ 절의 후행절에서 쓰인 것이다. 그중, (18다)에서 나타난 ‘차라리’
는 비현실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사이기도 하다(박진호 2018).

중국어 소망문(願望句)의 사실성(factivity) 문제에 대한 연구인 鞠晨
(2019)에서는 말뭉치 자료 및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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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탕으로, 감탄 표지 부사 ‘眞, 多麼’가 반사실적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
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비교해 보면, 그런 차
이가 드러낸다.

(19) 가. 毛主席希望他立即回上海，宣传中国共产党的政策。
나. 毛主席很希望他立即回上海，宣传中国共产党的政策。
다. 毛主席眞希望他立即回上海，宣传中国共产党的政策。

모 주석은 그가 즉시 상하이로 돌아와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홍
보하기를 바랬다.

(鞠晨(2019:32)에서 재인용)

(19가)와 (19나)는 반사실적 의미가 없다. 정도부사 ‘很’이 쓰인 것은 
단지 (19가)에서 나타난 바람의 정도를 더 높여준다. 그렇지만 (19다)는 
반사실적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즉, 지금 상황에서 그는 상하이에 즉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眞’은 ‘很’과 비슷하게 강조의 의미를 지니지만, 
‘眞’은 그러한 사태를 반사실적 사태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 영어 서상법(subjunctive mood)에 대한 번역을 통
해서도 반영된다.

(20) 가. She now wished she had never seen Harriet Smith. 
现在她眞希望自己从来不认识哈里特·史密斯。
现在她希望自己从来不认识哈里特·史密斯。

나. I just wish he could see this.
我眞希望他能看到这一切。
?我希望他能看到这一切。

(鞠晨(2019:29-30)에서 재인용)

(20가)에 대한 번역은 ‘眞’이 없어도 비문은 아니지만, ‘眞’이 있으면 훨
씬 더 자연스러워진다. (20나)에 대한 번역은 만약 ‘眞’이 없으면 비문 정
도가 될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 영어만큼 비현실 의미를 표현하
는 문법 수단이 없지만, 감탄 표지 부사가 사용됨으로써 이런 비실현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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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鞠晨(2019)에서는 ‘眞’의 반사실적 가정의 용법을 감탄 화행과 연관을 

지어서 연구했지만, 앞서 반사실적 조건절에서의 쓰임을 함께 고려하면, 
‘眞’의 비현실 맥락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조건절에서 쓰인 ‘眞’은 여전히 IP 층위의 [진실 시인] 의미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시인’으로서는 조건절 내용의 확정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보인
다. 즉, 조건절 내용은 원래 확실하지 않은 정보이지만, 만약 딱 그러한 조
건이 실현된다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절 내용의 확정성
을 높이는 것은 한편으로 화용적 함축을 유발한다. 곧, 지금 수식하는 조
건절 내용은 현실에 있어서 불확실은커녕 아예 일어날 수 없다는 조건이라
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화용론적 추론 과정이 빈번히 일어난다면 ‘眞’의 
어휘 의미로 흡수될 수도 있다.

반사실적 가정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망을 드러내
는 문장에서 ‘眞’의 기본적 의미는 여전히 CP 층위에서 작동되고, 감탄의 
언표내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예문에서 상당 부분은 
‘원하다, 바라다’류의 동사와 결합한 것인데, 보절의 사건이 실현되기를 간
절히 원하는 것이다. 이에 여기서 유발될 수 있는 함축은 보절 사건이 현
실에 있어서 아예 실현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화용론적 추론 
과정이 빈번히 일어난다면 ‘眞’의 어휘 의미로 흡수될 수도 있다.

사실, 한국어 ‘정말’류 부사가 쓰인 조건문은 비현실 맥락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

(21) 가. 아내는 정말 나가버렸다. 방 안은 텅 비었다. 나는 기분이 언짢았
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바람이라도 피웠다면 모르겠지만 
난 결백했다. 아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나는 내 억울함을 일
종의 비극으로 승화시켰다. 나는 사랑을 위해 유혹을 거절하는 성
자였고, 아내는 불신으로 내 순결한 사랑을 모독한 죄인이 되었다.

나. 솔직히 제가 은 팀장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절대 양보 못하죠.

다. ‘나의 꿈…… 정말 운명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하지
만 지금은 나 하나만 위한 꿈보다는 아이들이 소중하다. 내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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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닥친 운명과 맞붙어야 한다.’
라. 내가 초·중·고교 시절 간혹 “한반도에도 석유가 나올지 모른다.”는 

식의 꿈같은 보도가 나오곤 했다. 모든 국민이 정말 그렇게만 된
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했다.

(21)에서 쓰인 ‘정말’은 모두 반사실적 조건절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21가)를 하나의 예로 설명하자면, 화자는 지금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정말 바람이라도 피웠다면”이라는 조건절에서 ‘정말’이 쓰인 이유는 조건
절 내용의 확정성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 정말 그런 상황까지 달해야
만 아내가 나가버릴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 더 황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앞서 기술했던 [진실 시인] 의미는 조건절 내용의 확정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부터 유발된 함축은 수식을 받은 조건절 
내용이 [비현실]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상 ‘眞’에 대한 병렬말뭉치 분석은 
단 하나의 언어에서만은 포착하기 어려운 의미 자질을 언어 대조의 과정을 
통해서 잘 반영해 준다. [진실 시인]과 [비현실]의 관계는 마지막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에서 반영될 것이다.

6.2.2.4. ‘實在’의 부정적인 맥락

앞서 5.2.2.에서는 중국어 ‘實在’가 부정문에서만 쓰일 수 있고, 긍정문에
서 쓰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소개한 바가 있다. 이는 어떤 극단에 
달해도 사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징은 병렬말
뭉치에서 ‘實在’의 부정적인 맥락의 비대칭적인 번역 양상을 통해서도 발
견된다. 

(22) 가. 원문: “냉장고에 그것들을 놔둘 수 없어. 참을 수가 없어.”
번역: “我不能把那些东西放到冰箱里，我實在受不了。”

나. 원문: 선생님, 저랑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때려서 살 수
가 없어요.

번역: 大夫，能跟您面谈吗？那人老动手打我, 我實在是受不了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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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문: 어떻게든 술자리가 있었다면 나는 이 시간에 병실로 돌아오
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월요일이었고, 아무런 건수가 없
었다. 얼마 전에 바쁜 업무가 끝나 야근도 없었다.

번역: 如果公司晚上有聚餐就好了, 那样我就不用在这个时间来到医
院，可是时值周一，實在找不到什么借口。前不久的急活儿也
已结束，所以也没有加班。

위 예문은 모두 사건 참여자가 바라지 않은 사태에 처하는 상황에, 이미 
인내의 극단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2가)와 (22나)에서는 모두 어떤 
사태를 참을 수 있는 상급선에 달하는 것이고, (22다)에서는 아무리 피하
려고 하더라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맥락이다. 한국어 원문에서는 다른 부
사가 쓰이지 않지만, 중국어 번역문에서는 ‘實在’가 첨가된다.

‘實在’는 기대논리와 관련이 있는 부사인데, 진실성 부사에 속하지만, 중
국어의 다른 전형적인 眞類부사와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 ‘정’과 같이 
고려하여 기대논리의 범주 안에 따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6.2.2.5. ‘其實’의 다양한 대응 양상

병렬말뭉치에서 ‘其實’은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에 대응하는 양상이 발견
된다.

(23) 가. 원문: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치밀한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업가가 트럼프다.

      번역: 特朗普看似那种随兴处理工作的人, 其實是一个按照周密计划行
事的企业家。

  나. 원문: 도대체 8개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앞길 창창한 신입사원의 죽음은 과로자살이다. 

  번역: 在8个月的时间里，到底发生了什么呢？根据当局的调查，这位
前途光明的新入职的职员，其實是过劳自杀

  다. 원문: 환경부 관계자는 “북한 등 다른 지역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
만 국외 영향이라면 결국 중국발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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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环境部有关人士表示，“虽然也有北韩等其他地方的影响，但所
谓国外影响，其實指的就是来自中国的影响。”

라. 원문: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5월 초 황금연휴에 대
한 사회 전반적인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들은 상당수가 쉴 수 없다.

  번역: 中小企业中央会经济政策本部长金京万說，“虽然整个社会对5月
初的黄金长假的期待越来越高，但大部分中小企业其實休息不
了。

(23가)에서는 앞서 ‘~ 것으로 보이지만’이 나오고, ‘사실’류 부사가 쓰이
는 전형적인 맥락이다. (23나)에서는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소개할 때, 후행절에서 ‘其實’이 나타난 것이다. 이상 중국어 번역문에서 
‘其實’이 어느 정도 텍스트 응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절 
사이의 접속 관계를 유표적으로 드러내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부사 ‘其
實’이 선후행절의 관계를 대신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其實’이 
삭제되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23다)와 (23라)의 경우는 ‘결국’와 ‘정작’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23다)의 ‘결국’은 ‘따지고 보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其實’과 비슷하게 
결론을 내리는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23라)의 ‘정작’ 뒤에는 실
제 상황을 드러내는데 실정 언급의 의미로 쓰인 ‘其實’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其實’은 의미상 한국어 ‘사실, 실제로’ 등 부사와 비슷하지만, 중
국어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결코 한국어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병렬말뭉치에서는 또 한번 ‘사실’류 부사의 어떤 표면적인 것과 
대조되는 전형적인 맥락 및 유의어 ‘정작’의 의미적 연결을 다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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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
이상으로 진실성 부사의 개념공간에 대한 검토와 한·중 진실성 부사의 

대조 분석을 통해,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에서 각 의미 간의 연관성이 더 
잘 발견되었다고 본다. 한국어 내부 자료에서 발견된 다의 양상, 선행 연
구에서 밝혀진 다의 양상, 그리고 한·중 진실성 부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완전한 의미지도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정말’류 부사, ‘사실’류 부사에 대해서 제시한 개별적인 의미지도에
서 사용된 용어를 다시 정돈한 다음에 <그림 6-7>처럼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가 그려진다.

구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수정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정말’류 vP 영역의 [성상 수식]-[진실성] 의미는 진실성 부사의 ‘진

실성’ 용어와 충돌하므로 바꾸기로 한다. ‘사실’류 vP 영역의 [성상 수
식]-[실제적 속성]과 함께 고려한다면, ‘진짜로/실제적으로’의 공통적인 특
징은 행위의 내재적 속성을 수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용어의 정
확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내재적 속성]으로 바꾸었다.

2. ‘정말’류 IP 영역의 [진실 시인] 의미에다 점선으로 [비현실] 의미를 
연결해 준다. 이러한 연결선을 설정한 이유는 중국어 ‘眞’의 비현실적 맥락
의 쓰임과 한·중 대조를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3. ‘정말’류 부사의 비진리조건적 의미의 두 부류를 [초점적 의미
(Focus)]와 [강조적 의미(Force)]로 바꾸었다. 이는 앞서 검토했듯이 선
행연구 Simon–Vandenbergen(2013)의 기술 방안에서 시사점을 얻고, 
Martin & White(2005)에서 제기한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의 용
어를 수용한 것이다.

4. 기대논리의 하위 유형에 [合기대]와 [反기대]를 설정하였다. 전문에
서 짐작되었겠으나 기대논리의 세부 유형은 더 분류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학계에서 기대논리에 대한 탐구가 많이 펼쳐지지 못했으니, 확립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용어만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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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 부사의 하위 유형인 眞類부사와 實類부사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차이성도 강하다. 다음으로 각 부류의 개별 어
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의미지도를 그려보고자 한다. 

6.3.1. 진실성 부사의 중심적 성원

아래 그림은 ‘진실로’와 ‘실로’의 의미를 반영하는 의미지도이다. 앞서 
[진실 시인]과 [진실 강조]로 두 부사를 구별했는데, 말뭉치에서 서로 다
른 공기 양상으로 나타난다. 의미지도는 두 부사의 차이점을 잘 반영해 준
다. 관찰된 대로 겹쳐진 의미 영역은 없다. 

<그림 6-8> ‘진실로’와 ‘실로’의 의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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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국어 ‘眞’과 한국어 ‘정말’의 의미지도를 보고자 한다. ‘정말’
은 성상 수식 외에 眞類부사의 의미 공간을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
다. [비현실] 의미에 있어서 중국어 ‘眞’은 거의 어휘적인 의미로 포섭되었
지만, 한국어 ‘정말’은 맥락적 의미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말’의 영역 안
에 [비현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림 6-9> 중국어 ‘眞’과 한국어 ‘정말’의 의미지도

이어서 한국어 ‘사실’류 부사의 경우를 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사실
상, 사실, 솔직히’가 나타난 의미지도이다. ‘사실상’의 텍스트적 기능 부분
을 연하게 그려준 이유는 기원적 의미가 영역 한정이기 때문에, 텍스트적 
기능은 맥락적인 의미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실’과 ‘솔직히’는 대인 관
계적 기능 아래 각각 다른 의미 자질로 부여했지만, 공통된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인 관계적 기능을 차지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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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사실상, 사실, 솔직히’의 의미지도

6.3.2. 진실성 부사의 주변적 성원

본고에서 다룬 한국어 기타류 진실성 부사는 모두 기대논리와 일정한 연
관을 맺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는 ‘정, 과연, 정작, 막상’의 주된 의미를 제
시하고, 진실성 부사 간의 연관성을 점선으로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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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는 과정에서 진실성 부사와 어느 정도 연관을 맺는 부사가 많이 
발견된다. 아래 목록은 연구 과정에서 군데군데 언급된 진실성 부사와 연
관된 부사 부류를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 6-2> 진실성 부사와 연관되는 다른 부류

6.3.3. 의미지도의 효용: 인터넷 언어에서 보인 변화에 대한 해석

의미지도를 하나의 이론 도구로서 언어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양
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언어로부터 확산되는 ‘레알, ㄹ
ㅇ, 진심, 찐’, 그리고 중국어 ‘眞·’, ‘眞心’ 등 새로운 용법은 진실성 의미장
에서 다른 어휘 요소가 기존 부사처럼 의미 변화를 겪은 것으로 관찰된다.

다음 인터넷 언어의 예문은 「모두의 말뭉치」의 「메신저 말뭉치」에서 
검색된 실제 온라인 대화 자료이다.

먼저, ‘레알’의 경우를 보고자 한다. ‘레알’은 영어 ‘real’을 차용한 것으로 

부류 진실성 부사와의 관련성
확실성 인식양태 부사

(확실성, 분명히, 틀림없이; 
明明, 確實, 的確)

“추론(reference) 對
확신(confidence)”

[언표내적 효력 강화]
[확인]의 의미로 쓰이는 부사

(Indeed; 的确，確實)
Aijmer(2007)에서 ‘indeed’를 

다른 진실성 부사와 같이 
논의한 바가 있음.

전제의 각도에서 부사를 바라보기
(確實) [진실 시인]

‘정말’과 유사한 강조의 부사/표현
(워낙,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기 짝이 

없다, -을/를 따름이다)
[강조적 의미]

說眞的, 說實話, 說白了 ‘솔직히’류
중국어 ‘眞’類, ‘到底’類

정말, 과연, 도대체 정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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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두음만으로 ‘ㄹㅇ’로도 널리 쓰인다.
(24) [1] [20191024 20:25]: 엄마가 나 감기걸릴때

[1] [20191024 20:25]: 맨날 베라 먹임
[1] [20191024 20:25]: 어릴때

[2] [20191024 20:25]: ㅋㅋㅋㅋ레알???ㅋㅋㅋㅋㅋㅋㅋㅋ
[1] [20191024 20:25]: 으응 목감기일 때
[1] [20191024 20:25]: 레알로
[1] [20191024 20:25]: 왠지 엄마가 먹고싶어서
[1] [20191024 20:25]: 사준거 같긴한데
[1] [20191024 20:25]: 어쨋든 레알이야

[2] [20191024 20: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곀ㅋㅋㅋㅋ
<국립국어원 메신저 말뭉치 MDRW1900000321>

(24)에서 보인 바와 같이 ‘레알’은 ‘레알로’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진짜’
의 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아래 예문에서는 ‘진짜, 레알, 트
루’와 같이 쓰이기도 한다. ‘트루’는 영어 ‘true’를 차용한 것으로 보고, 이
로 형성된 신조어는 ‘참트루’가 있기도 한다.

(25) [1] [20191004 18:54]: 아 진짜 &name2&아 그것만 알아줘라
[1] [20191004 18:54]: 내가 너한테 말하는거
[1] [20191004 18:55]: 진짜 현실의1/10정도다
[1] [20191004 18:55]: 진짜 레알 트루
[1] [20191004 18:5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큐

<국립국어원 메신저 말뭉치 MDRW1900006369>

그 다음에, ‘진심’의 경우를 보고자 한다. ‘진심’은 원래 ‘진심으로’의 형
태로만 쓰일 수 있고, 의미지도에서 [행위의 태도]만 차지한다. 그렇지만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여기서 ‘진심 맛있음’은 [주관대량]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6) [2] [20191028 12:40]: 내 코다리찜 안좋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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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1028 12:40]: 진심맛잇음
[2] [20191028 12:40]: 진짜장난아니라

[1] [20191028 12:40]: ㅋㅋㅋㅋ 근데왜코다리먹음
[1] [20191028 12:40]: ㅋㅋㅋㅋㅋ

<국립국어원 메신저 말뭉치 MDRW1900000428>

마지막으로 ‘찐’의 경우를 보고자 한다. ‘찐’은 ‘진’의 된소리로 되는 형태
인데, 부사의 용법 말고 관형사처럼 명사와 잘 결합한다. 예컨대, ‘찐무명, 
찐중국맛’에서 쓰일 때는 [전형성] 의미로 해석된다. 

(27) [2] [20191005 01:10]: 나도 구 단위로 찾는데
 [1] [20191005 01:10]: 아 나는 찐 동네친구를
 [1] [20191005 01:10]: 찾고싶어서 그랫는데
 [1] [20191005 01:10]: 어느정도 움직이는겅
 [1] [20191005 01:10]: 감수해야되나봄

             <국립국어원 메신저 말뭉치 MDRW1900000975>

위 대화에서 쓰인 ‘찐 동네친구’도 [전형성]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다. ‘진짜/진정한 동네 친구’를 의미한다.

이상 최근 인터넷 유행어에서 발견된 새로운 진실성 부사의 양상은 앞서 
제시한 의미지도로 잘 해석할 수 있다. 기원적 의미 영역에 있어서, ‘진심’
은 원래 성상부사로만 쓰일 수 있지만, [태도] 영역에 속하므로 다른 진실
성 부사와 유사한 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실제로 ‘진심’은 
직접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강
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보인 새로운 의미 변화 양상은 기존의 용
어로도 잘 해석된다. ‘레알, 진심’은 [진실 강조]-[주관대량]-[정도강조]
의 의미 변화 연속선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찐’은 [전형성] 의미
로 ‘참’이 접두사로 문법화된 모습과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어 인터넷 언어에서도 비슷한 의미 변화 현상이 발견된
다. 아래 예문은 ‘진심’이 성상부사의 용법과 달라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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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这节美术线上课眞心推荐！
이 온라인 미술 수업은 진심 추천(찐추)!

중국어 ‘眞心’의 의미 확장 용법은 그리 가깝지 않은 시간에 생겨난 것
으로 생각되지만, 아래 ‘眞·’의 용법은 최근 몇 년 안에 생긴 것으로 보인
다. 

(29) 가. 眞·复古  
眞· 복고적이다

나. 最快出警记录大赏，带你感受眞·一秒出警
최고속 경찰 출동 기록 대상, ‘眞· 일초출동’ 느껴보자 

다. 眞·妈妈的味道!
眞· 엄마의 손맛!

라. 眞·宜居的城市到底是什么样子？
眞· 살기 좋은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중국어 ‘眞·’의 용법은 원래 형용사를 수식하면 감탄문에서만 쓰일 수 있
다는 통사론적인 제약을 위반하고, 관형어처럼 [전형성]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 언중도 이 용법은 문법성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
된다. 왜냐하면, 이상 문장은 말로 하기가 어렵고, 표기상에도 ‘·’ 점이 함
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용법의 사용 동기는 피수식 명사의 
전형적인 속성을 선택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 언중
들이 생각하는 속성이 아니고, 거론하는 대상에 남다른 성격이 있다는 것
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이는 흔히 인터넷 문서의 제목에서 쓰여 사람들이 
제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유도하는 의도가 있다. ‘眞·’과 같은 
용법이 만약 구어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부사 ‘眞’이 점차 정도부사
를 향하여 발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인터넷 언어에서 보인 새로운 양상은 진실성 의미장의 역동적
인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화자의 감정을 담으면서도 성상에 대한 강조 
의미를 지닌 강의부사는 매우 풍부한 혁신 과정을 겪는 부류이기도 하다. 
영어에서도 이와 같은 혁신 과정이 일어난 부사가 ‘super, uber,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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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ful’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Tagliamonte 2008 등).
이처럼 본고에서 제기한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는 최근 인터넷 언어에

서 보인 새로운 의미 변화도 설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진
실성 부사는 깊이 들어가면 언어 변화, 언어의 사회적 변이 등 많은 현상
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장에는 진실성 부사의 개념공간에 대한 모색부터, 한·중 진실성 부사
의 대조 분석을 거쳐, 마지막으로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 작성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인간 언어에 사용되는 진실성 부사의 의미 공간을 더 깊이 탐구
할 수 있도록, 추후 더 많은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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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마쳤다. 이 장에
서는 본고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진한 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진실성 부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제3, 4, 5장을 거쳐서는 한국어 ‘정말’류 진실성 부사, 
‘사실’류 진실성 부사, 기타류 진실성 부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으
며, 마지막 제6장에서는 진실성 부사의 의미지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
장 서론에서는 세 가지 연구 목표를 세운 바가 있는데, 지금 다시 연구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이 세 가지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
기로 한다.

본고의 첫 번째 연구 목표는 한국어 진실성 부사에 대한 문법 기술과 다
양한 의미 기능 간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우선 진실성 부사의 설정부터 논의를 펼쳤다. 

본고는 핵심 개념이 [眞]과 [實]로 이뤄진 진실성 개념공간이 존재한다
는 것을 가정하며, 이 개념공간을 차지한 부사를 진실성 부사로 부른다. 
한국어 진실성 부사는 [眞]에 해당하는 ‘정말’류, [實]에 해당하는 ‘사실’
류, 그리고 기타류가 포함된다. ‘정말’류 진실성 부사에는 ‘정말, 진짜, 참, 
진실로, 실로’를 비롯한 총 21개의 부사가 있고, ‘사실’ 진실성 부사에는 
‘사실, 실제로, 사실상, 솔직히’를 비롯한 총 10개의 부사가 있다. 기타류 
진실성 부사는 의미 해석상 진실성 의미와 느슨한 연관을 맺고 있는 부사
들인데, ‘정작, 정, 과연’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어 ‘정말’류 진실성 부사와 ‘사실’류 진실성 부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우선 말뭉치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고 전반적인 특징을 밝혔다. 
그 다음에 기원 명사의 용법으로부터, 부사, 담화표지로의 확장 용법에 이
르기까지 문법적 기술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 관점에서 진실
성 부사의 대화 함축과 상호주관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정말’류 진실성 부사와 ‘사실’류 진실성 부사는 모두 진리조건적 의미와 
비진리조건적 의미로 나뉠 수 있다. ‘정말’류 부사의 진리조건적 의미는 
[진위 여부]로 총괄했고, 구체적으로 vP 층위에 작동되는 [성상 수식],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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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에 작동되는 [진실 시인], 담화 층위에 작동되는 응답표지의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비진리조건적 의미는 [척도 평가]로 명명하였고, 구체적으로 
[초점적 의미]와 [강조적 의미] 두 부류로 나누었다. ‘사실’류 진실성 부사
의 진리조건적 의미는 [허실 여부]로 명명하였다. 비진리조건적 의미는 
[실정 언급]으로 지칭하였고, 구체적으로 적동되는 기능 영역에 따라 [텍
스트적 기능]과 [대인 관계적 기능]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기타류 진실성 부사 ‘정작, 정, 과연’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들이 
진실성 의미와 연관되지만 모두 기대논리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구체
적으로, ‘정작’은 어휘화된 反기대 의미를 지니고, 연역적 추론 및 귀추적 
추론과 관련된다. ‘정’은 주체가 어떤 사태의 극단에 달한다는 의미를 드러
내고,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실현될 사전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다. ‘과
연’의 경우는 어휘화된 合기대 의미를 지니는 부사이다. 이상 검토를 통해, 
본고의 첫 번째 연구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의 두 번째 연구 목표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진실성 부사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화 함축’과 ‘상호주관성’의 각도에서 ‘정말’류와 ‘사
실’류의 화용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진실성 부사가 사용된 것은 유표적
으로 사물, 사건, 화행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원리에 따르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유표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
다. ‘정말’류 부사가 유발한 함축은 피수식 대상의 진실성이 회의나 불신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말’류 부사는 흔히 논변적 환경에서 화자
가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인다. ‘사실’류 부
사가 유발한 함축은 앞서 제기된 명제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실’류 부사는 흔히 [역접]이나 [상술]의 텍스트적 기능으
로 나타나고, 담화표지로 쓰인 ‘사실’은 흔히 상대방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 사용된다.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진실성 부사를 바라보면, ‘정말’류와 ‘사실’류 진
실성 부사는 모두 ‘비-주관성, 주관성, 상호주관성’과 같은 주관화된 의미
의 연속선을 차지한다. 상호주관성은 화자가 청자의 태도나 입장을 인식함
으로써 표현하는 것인데, 상호주관적인 특징은 특히 담화표지로서 쓰이는 
‘정말, 진짜, 참, 사실, 솔직히’의 용법에 잘 반영된다. 이상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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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두 번째 연구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의 세 번째 연구 목표는 의미 유형론의 관점에서 진실성 부사를 탐

구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인도-유럽 어족의 언어들을 중심으
로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고는 한국어 내부의 자료와 한·중 병렬말뭉
치 기반으로 한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 보이지 않은 몇 가
지 유형론적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모두 “眞類부
사-강조의 담화표지-부정적 감정 표출”이라는 의미 변화 양상이 관찰된
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모두 기대 의미가 어휘화된 부사가 존재
한다. 특히, 한국어 ‘정작, 막상’에서 보인 反기대 의미는 ‘actually, 사실, 
其實’이 분석된 反기대 의미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기대논리라는 
의미 범주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한·중 병렬말뭉치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중국어 ‘眞’이 비현실 맥락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이 발
견된다. 이는 [진실 시인]과 [비현실]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
게 한다. 이상으로 본고의 모든 발견을 포괄한 성과는 의미지도에 반영된
다.

본고의 논의 과정에서 군데군데 기존 연구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첫째, 전통 문법 체계에서 사용되어 온 양태부사는 지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범주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성분부사와 문장부사의 이분법 
체계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명확한 통사론적 기준이 있는 vP 영
역, IP 영역, CP 영역의 분석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에서 존재하는 논증점을 주목하여, 명칭과 분류의 논란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표하였다. 담화표지와 다른 범주의 의미 변
화의 연속성을 감안하면서, 그보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더 절실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인식양태와 언표내적 효력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화행부
사의 목록에 언표내적 효력에 대한 강화/약화의 부류, 화행에 대한 논평적 
기능을 지니는 부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화행부사와 
메타담화가 연관되는 것임을 밝혀냈다.

연구하는 과정에는 또한 몇 가지 연구 방법론적 시도를 하였다. 첫째, 
대규모 말뭉치에서 통계 기법을 통해 타겟 부사와 긴밀한 공기 관계가 이
뤄진 요소를 도출하여, 부사의 의미운율을 연구한 것이다. 예컨대, log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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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이용하여 ‘실로, 참, 정말’의 형용사 결합 양상을 고찰한 바가 있다. 
둘째, 병렬말뭉치를 이용하여, 단일 언어의 내부 자료만 통해서 얻기 힘든 
시사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중 병렬말뭉치를 통해서 중국어 
‘眞’의 비현실 맥락에서의 쓰임을 더 돋보이게 관찰할 수 있고, ‘정말’류 부
사와 유사한 강조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언어 직관과 말
뭉치 자료를 결합하여 시험적으로 연구에 도입한 것이다. ‘정작’과 ‘막상’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화자의 직관 판단은 말뭉치 예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실험언어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면 보다 색다른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사의 부류나 체계 문제에 많은 힘을 기울였
다. 그렇지만, 부사가 이질성이 강한 부류이다 보니, 전반적인 체계에 앞서 
다기능적인 부사의 문법적 기술에 있어서도 고려할 문제가 매우 많다. 부
사의 분류 체계에 입각한 생각은 쉽게 이원적으로 이 부사가 어떤 부류이
고, 저 부사가 어떤 부류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보다 앞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개별 부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라고 생
각된다. 본고에서는 적지 않은 이론적 도구를 적용하였지만, 선행 연구에
서는 QUD(Question Under Discussion)(Lai 2012),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서의 엔트로피(Entropy)(蒋勇 & 王志军 2016), 공동기반
(Common Ground)(Fischer 2007) 등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진실성 부사
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해지면 좋겠다
는 바람이다.

연구자의 역량 제한으로 말미암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논문 곳
곳에 산적해 있다. 본고에서 제기한 의미지도는 또한 더 많은 언어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추후, 진실성 부사에 대한 사용
역적 연구, 통시적 고찰, 대규모 한·중 병렬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양적 분
석, 다른 언어의 진실성 부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벡터의미론이 
적용되는 전산언어학적 연구 등을 비롯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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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国语真实性副词研究

后 博 文

 世界语言中广泛存在表示真实性的副词。本文从语义类型学的角度出发，以
主要集中在印欧语言的既往研究为基础，通过对韩国语真实性副词的考察，结
合韩中对比分析，提出了更为精细化的真实性副词的语义地图。

  本文首先界定了真实性是一个由[真]和[实]两个核心概念组成的概念空
间，属于这个概念空间的副词就称为真实性副词。韩国语真实性副词包括与
[真]相对应的‘정말’类，与[实]相对应的‘사실’类，以及其他类。‘정말’类真实
性副词包括‘정말, 진짜, 참, 진실로, 실로’等21个副词，‘사실’类真实性副词包
括‘사실, 실제로, 사실상, 솔직히’等10个副词。其他类真实性副词是语义解释
上与真实性存在一定关联的副词，包括‘정작, 정, 과연’。

  在对真实性副词展开具体研究之前，本文首先对副词的描写体系进行了重
新检讨。论证逻辑是从理论到材料，再从材料回到理论。首先，在理论层面，
指出情态副词是传统语法体系下一个指称不明的范畴。在对现有副词分析体系
进行批判性讨论的基础之上，指出成分副词和句子副词二分体系的问题，提出
应当依照有明确句法标准的vP领域，IP领域，CP领域的分析体系。其次，基于
以上理论分析，再应用到具体语言材料。以‘정말’为具体案例，与必然性认识
情态副词‘확실히’展开对比分析。其结果，发现诸多既往研究中认为的‘정말’具
有的“情态语义”，实际上是分别作用于IP领域的事件副词，以及CP领域的言语
行为副词的用法。最后，再从材料中观察到的现象上升到理论问题，对认识情
态与言外之力的关系进行探讨，并指出言语行为副词的目录应当加以扩展。

  在针对韩国语‘정말’类副词和‘사실’类副词的具体分析中，本文首先考察了
语料库中的频率分布和同类副词的整体性特征；其次从起源名词开始，直至副
词，话语标记的扩张性用法，对真实性副词进行语法描写；最后从语用学的角
度，分析真实性副词的会话含义和交互主观性特征。

  ‘정말’类真实性副词和‘사실’类真实性副词的语义均可以按照真值条件语义



- 254 -

和非真值条件语义进行划分。‘정말’类副词的真值条件语义可以用[真伪与否]
进行概括，具体分为vP层级的[情状修饰]，IP层级的[真实是认]，话语层级的
应答标记的用法。‘정말’类副词的非真值条件语义可以用[标度评价]进行概
括，具体分为[焦点性语义]和[强调性语义]。‘사실’类副词的真值条件语义可
以用[虚实与否]进行概括。非真值条件语义可以用[实情论及]进行概括，具体
可根据功能领域分为[篇章功能]和[人际功能]。

  在针对韩国语其他类真实性副词‘정작, 정, 과연’的分析中，发现它们不仅
与真实性语义有关系，还和预期逻辑存在关联。具体来讲，‘정작’有已经词汇
化的反预期语义，涉及到演绎推理和归因推理两个过程。‘정’表示事件参与主
体到达某一事态的极端的语义，而到达这一极端值是事前概率十分小的事件。
‘과연’则是有已经词汇化的合预期语义的副词。

  本文在韩国语真实性副词的研究和韩汉平行语料库的对比研究的基础上，
发现了既往研究中未观察到的几点类型学特征。第一，韩汉语真实性副词都存
在“真类副词-强调的话语标记-否定情感表达”的语义变化特征。第二，韩汉语
中都存在预期意义词汇化的词项，证明预期应当作为一个独立的范畴设立在真
实性副词的语义地图中。第三，基于平行语料库发现汉语副词‘真’大量出现于
非现实的环境，这反映出[真实是认]语义和[非现实]语义之间存在关联。

  最后，将本文开展的所有工作进行总结，绘制了真实性副词的语义地图。
通过对网络语言‘레알, 진심, 찐’等新兴用法的解释，证明了语义地图的功用与
价值。

关键词 : 副词, 真实性, 语义地图, 语义类型学, 认识情态, 话语标记, 预期
逻辑, 交互主观性, 平行语料库

学  号 : 2018-2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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