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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에 대한 연구

何义蕾(하의뢰)

  본고는 ‘어찌하-’나 ‘어쩌-’에서 기원한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다
(가)’, ‘어쩌면’, ‘어쩐지’ 등이 용언 활용형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부사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특성을 공유하면서 모두 용언 활용형으로부터 부사로 
어휘화된 현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묶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의 연구 목적
은 바로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들이 실제 말뭉치에서 사용되는 
양상, 특히 그 공기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의미·기능을 밝히고 부사
로 어휘화되는 과정에서 ‘어찌-/어쩌-’류 활용형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
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들 중에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다
(가)’, ‘어쩌면’은 동사 ‘어찌하-’에서 기원한 것이고 ‘어쩐지’는 형용사 
‘어쩌-’에서 기원한 것이다. 용언 활용형으로 분석될 때 용언이 의문사적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는 어째’, ‘어쩌면’, ‘어쩌다(가)’, ‘어쩐지’가 있고 비
한정사적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는 ‘어쨌든/어쨌건’, ‘어쩌다(가)’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의문사적 용법과 관련된 ‘어째’, ‘어쩌면’, ‘어쩌다(가)’
는 설명의문문, 간접의문절에 나타나 각각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다가’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수사의문문에 나타나 문장을 특별한 
담화적 의미를 나타내게 하기도 하는데 ‘어쩐지’는 ‘어떤지’라는 의미로 
[VP는지/은지/ㄴ지 어쩐지 (알다/모르다)] 구성이나 [N(이)야/는/은 어
쩐지 알다/모르다] 구성으로 많이 나타난다. 한편, 비한정사적 용법과 관
련된 ‘어쩌다(가)’, ‘어쨌든/어쨌건’의 경우를 보면 ‘어쩌다(가)’는 [어쩌
다(가) 보니/보면] 구성에 많이 쓰이고 ‘어떤 불확실한 사태로 가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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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미를 나타내며 ‘어쨌든/어쨌건’은 주로 [N(이)야 어쨌든/어쨌건]
이나 [-VP든/건 어쨌든/어쨌건]이라는 구성으로 많이 나타나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부사로 기능할 때에는 ‘어째’는 추측성이나 의외성 표현과 잘 공기하
며 ‘막연하게나마 어느 정도 짐작이 갔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게’라는 
기본적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의외’, ‘놀라움’의 의미 운율
(semantic prosody)도 함께 지닌다. 부사 ‘어쨌든/어쨌건’은 ‘후행 발화
를 마치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강조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특히 복
문의 후행절에 많이 나타난다. ‘어쩌다(가)’와 ‘어쩐지’는 부사로 기능할 
때에는 모두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어쩌다(가)1’는 ‘이따금’의 의미
를, ‘어쩌다(가)2’는 ‘우연히’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어쩐지1’는 ‘어찌된 까
닭인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 없이’라는 의미를, ‘어쩐지2’는 ‘입수된 신정
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하여 깨달음’이라는 의
미를 드러낸다. ‘어쩐지1’는 특히 추측성 표현 ‘-ㄴ/은/는/ㄹ/을/를 것 같
-’과 잘 공기하고 ‘어쩐지2’는 특히 증거성 표지 ‘-더’나 [-다/은가/... 
했다/싶었다] 구문과 잘 공기한다. 부사 ‘어쩌면’은 각종 추측성 표현과 
잘 공기하며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한건대’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또
한,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 중에 특별하게 담화표지적 용법도 
보인 것들이 있는데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면’이 그것이다. 
  한편, ‘어찌-/어쩌-’류 활용형들은 모두 부사로 어휘화된 현상을 보이
는데 용언 활용형으로부터 부사로 어휘화되는 과정에서 범주적으로는 구
에서 어휘 범주로 변했고, 형태적으로는 축약이 일어나 줄어든 형태로 
굳어진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의미적으로는 원래 의미와의 연관성을 
거의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다
(가)’, ‘어쩌면’, ‘어쩐지’ 등이 아직도 용언 활용형과 부사로서의 용법이 
공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어휘화의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것 같
다. 이것은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그로부터 어휘화된 부사 사이에 
여전히 의미적 관련성을 적으나마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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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어찌-/어쩌-’류 활용형의 어휘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러한 의미적 관련성을 설명해보았다. 의문사 ‘어찌하-’가 지닌 [미지]의 
의미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는 ‘어째’와 ‘어쩌면’이 있다. 또한, ‘어쩌면’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용언 활용형이 많이 공기하는 표현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많이 공기하는 표현이 지닌 의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어쩌
면’ 말고 ‘어쩌다(가)’도 있다. 이외에 용언이 결합된 어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어쩐지’가 그것이다. ‘어쨌든/어쨌건’의 경우에는 동사 
활용형으로부터 부사의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의문사, 비한정사, 어휘화,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면’, 
‘어쩌다(가)’, ‘어쩐지’

학번: 2019-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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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는 용언의 활
용형으로서의 용법뿐만 아니라 부사로서의 용법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는데 본고는 이들을 통틀어서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
사라고 칭하기로 하였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바로 ‘어찌-/어쩌-’류 활
용형과 부사가 실제 말뭉치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살핌으로써 그 구체적
인 의미·기능을 밝히고 이들이 용언 활용형으로부터 부사로 어휘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에 있다.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를 ‘어찌-/어
쩌-’류 활용형과 부사라고 칭하기로 한 것은 이들이 모두 동사 ‘어찌하
-’나 형용사 ‘어쩌-’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이다.1)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은 동사 ‘어찌하-’에서 
기원한 것이고 ‘어쩐지’는 형용사 ‘어쩌-’에서 기원한 것이다. 다음으로
는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이 어떻게 ‘어찌하-’
와 관련된 것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찌하-’는 그간의 연구에서 ‘동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을 
경우 사용된다(이은섭 2005)’, ‘동사류를 미지항으로 가진다(김광해 
1983)’, ‘동작 동사의 서술 내용이나 방식을 묻는다(서정수 1995)’는 의
문 동사로 기술되어 왔다. 의문사로서 쓰일 때, 이유나 방법 등을 질문
의 대상으로 하는 의문문에서 쓰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어찌하-’
는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비한정사2)3)로도 전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
1) ‘어쩌-’는 항상 동사 ‘어찌하-’의 축약형으로 기술되기는 하지만 ‘어쩐지’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어쩐지’가 용언 활용형으로 쓰일 때에는 ‘어쩌-’가 형용사로 분석되는 것이 
마땅하다. ‘어쩐지’가 형용사 활용형으로 쓰인 용법에 대해서는 3.5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형용사 ‘어쩌-’가 ‘어찌하-’에서 발달해 온 것인지는 불확실하므
로 본고는 일단 ‘어쩐지’가 형용사 ‘어쩌-’의 활용형이라고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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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인 ‘어찌하-’는 의문형 어미를 비롯한 다양한 어미를 취할 수 있
는데 그 활용 양상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찌하-’의 활용 양상
        ㄱ. (모음 어미 앞) 어찌하여, 어찌하여도, 어찌하였-...
        ㄴ. (매개모음 어미 앞) 어찌하나, 어찌하는데, 어찌하면...
        ㄷ. (자음 어미 앞) 어찌하다(가), 어찌하거나, 어찌하는구나...

위에서 제시한 ‘어찌하-’의 활용형들은 다 다른 형태로 융합되거나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이 주목될 만하다. (1ㄱ)의 경우, 즉 ‘어찌하-’가 모음 
어미 앞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찌하-’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어째-’로 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어찌하여 > 어찌해 > 어째
 
즉, (2)에서 보여주었듯이 ‘어찌하-’가 ‘-여’와 결합한 ‘어찌해-’는 그 
직전의 어간 음절과 융합하면 ‘어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ㄱ)의 경우와 달리 (1ㄴ, ㄷ)의 경우에는 ‘어찌하-’가 ‘어쩌-’로 줄어
들 수 있다. ‘어쩌-’가 ‘어찌하-’의 준말4)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기술되

2) 많은 연구에서 비한정사 대신 부정사라는 용어를 써 왔다. 그런데 부정사는 서양 문법
에서 단순히 동사의 과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의 한 형태인 ‘infinitive’를 연상시키
기가 쉬워서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고는 부정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비한정사
라고 ‘indefinites’를 칭하겠다.

3) 그동안 비한정사와 의문사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의문사와 
비한정사를 같은 범주 안에 다루느냐 다른 범주로 취급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
다. 본고는 비한정사와 의문사를 두 개의 범주로 보기로 하고 형태는 같지만 의문사적 
용법을 보일 때 의문사라고,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일 때 비한정사로 칭하기로 하였다.

4) ‘어쩌-’는 ‘어찌하-’의 준말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모든 환경에서 ‘어찌하-’를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어찌하-’와 ‘어쩌-’는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 이은섭(2018)에
서는 원형 ‘어찌하-’의 활용형은 ‘어찌하지’를 빼고는 선행하는 대격 성분의 유무와 관
련 없이 문법성이나 수용성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는 반면 융합형 ‘어쩌-’의 활용은 대
격 성분이 실현된 경우에는 문법성이나 수용성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데 대격 성분이 실
현되지 않으면 어색하거나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이들의 분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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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지만 ‘어찌하-’로부터 어떻게 ‘어쩌-’로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종현(2000)에서는 {이리하-, 그리하-, 저
리하-}로부터 ‘ㅎ 탈락’에 의해 {이러-, 그러-, 저러-}를 인정할 수 
있듯이 ‘어찌하-’로부터 ‘ㅎ 탈락’에 의해 ‘어쩌-’가 도입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발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상정
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3) 어찌하- > 어찌아- > 어찌어- > 어쪄- > 어쩌-

즉, ‘ㅎ 탈락’으로 인해 ‘어찌하-’가 ‘어찌아-’로 돼 버렸는데 모음 조화 
때문에 ‘어찌아-’가 ‘어찌어-’로 변해 버렸다가 그 축약형인 ‘어쪄-’가 
경구개음 뒤에서 반모음 ‘y’가 탈락한다는 ‘y 탈락’으로 ‘어쩌-’로 발달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찌하-’는 결국 ‘어쩌-’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어찌하-’로부터 다른 형태로 축약된 후의 활용 양상을 보
면 다음과 같다. 

    (4) ‘어찌하-’의 활용형의 축약
        ㄱ. (모음 어미 앞) 어째, 어째도, 어쨌-...
        ㄴ. (매개모음 어미 앞) 어쩌나, 어쩌는데, 어쩌면...
        ㄷ. (자음 어미 앞) 어쩌다(가), 어쩌거나, 어쩌는구나...

(4)를 보면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어째’, ‘어쨌-(+든/건)’, ‘어쩌다
(가)’, ‘어쩌면’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
쩌다(가)’, ‘어쩌면’은 동사 ‘어찌하-’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
다. 
  ‘어쩐지’의 경우는 다소 특별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현대

를 기술하였다. 또한, 공시적으로 ‘어쩌-’가 ‘어찌하-’보다 더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것
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해 온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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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사전》에서는 ‘어쩐지’를 부사로만 기술해 왔으나 실제로 말뭉치를 
살펴본 결과, ‘어쩐지’도 용언의 활용형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때의 ‘어
쩌-’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분석되어야 할 것 같다. ‘어쩐지’가 용언 
활용형으로 분석된 예를 간단하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5) ㄱ. 술기운인지 어쩐지 가도 가도 집이 나오지 않더라 이 말씀  
            이야.
        ㄴ. 사실 아무리 그 조항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이걸 검사가  
            원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어쩐지.
        ㄷ. 시청에서 밤에 측정하러 나온다고 연락오고 나서 어떤 뿌락  
            지가 한진섬유에 연락해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  
            려대던 기계 일부를 꺼놨습니다.

(5)에서 나타난 ‘어쩐지’는 부사로 분석되기 어렵고 앞에 나타나는 ‘VP
는지/은지/ㄴ지’에 대응되는 구조로 용언 활용형으로 분석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형용사 ‘어쩌-’는 ‘어찌하-’에서 기원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본고는 일단 ‘어쩐지’
를 형용사 ‘어쩌-’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기술하겠다. 
  한편,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 중 용
언 활용형으로서의 용법도 아니고 부사로서의 용법도 아닌 다른 용법을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예컨대, ‘어째’, ‘어쨌든’, ‘어쩌면’은 담화표지적 용
법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본고는 용언 활용형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독자적
인 의미·기능을 지닌 부사로 기능할 수도 있는 ‘어찌-/어쩌-’류 활용형
과 부사의 구체적인 의미·기능을 밝히고 ‘어찌-/어쩌-’류 활용형이 부사
로 어휘화된 현상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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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본고는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의 의
미·기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제 말뭉치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활용한 말뭉치 자료는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국립국어원, 연구책임자: 이삼형, 2017, 2018, 
2020)를 위해 구축한 약 45억 어절 말뭉치와 “모두의 말뭉치”에서 신
문, 문어, 구어, 메신저 약 17억 어절을 추가하여 구성한 약 62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이다. 
  또한, 문장에서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
지’와 공기 관계를 맺는 표현들이 이들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다른 표현과 공기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어떤 것은 특정 표현과 잘 어울리다 보니 
원래 의미에 없는 특정한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5)을 깃들게 된
다. 따라서 본고는 말뭉치 자료를 통해서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
사의 실제 사용 양상, 특히 그 공기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중요시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용언 활용형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부사로 기능할 수도 있
는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가 어떤 경
우에 용언 활용형으로 분석되고 어떤 경우에 부사로 분석되는지에 대해
서 살펴본 후 그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5) 백채원(2010)에 따르면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은 어떤 어휘가 문맥에 의해 특별

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영균(2002)에서는 ‘semantic 
prosody’를 ‘얹힘의미소’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어떤 어휘 항목이 그것이 사용되는 문
맥의 영향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 현상, 혹은 그 의미적 변용”이라고 정의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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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가 
개별적으로 보인 용법, 예컨대 활용형으로서의 용법, 부사로서의 용법, 
담화표지로서의 용법을 밝힘으로써 그 구체적인 의미·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어찌-/어쩌-’류 활용형의 어휘화를 범주적, 형태적, 의미
적인 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어찌-/어쩌-’류 활용형이 부사로 어휘화된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5장은 결론으로서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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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의 특성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는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며 다른 용법도 보이기는 하나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로 묶어서 기술한 만큼 공통으로 가진 특성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라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들이 
의미적으로는 동사 ‘어찌하-’, 형용사 ‘어쩌-’와 관련성을 어느 정도 맺
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
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활용형과 부사의 구분 

  ‘어째’, ‘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는 용언 활용형
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부사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다음으
로는 이들이 어떤 경우에 용언 활용형으로 분석되는지 어떤 경우에 부사
로 분석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어째’의 경우부터 살펴보겠다. ‘어째’가 사용된 예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6) ㄱ.-효식이 너는 어째 들어와? 그냥 밖에서 부르면 내가 나갈  
             텐데.
           -네? 엄마가 오늘 여기서 저녁 먹자고 약속까지 하시고는   
             무슨...
        ㄴ. 손선영, 너어...넌 어째 미안해서 못하는 말이란 없는 건데?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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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ㄱ.-그리고 나 언제 고릴라 만지게 해줄 거야?
           -조만간!! 그리고 자기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하하하 어째 공수표 날리는 거 같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   
             다!!
        ㄴ. 글쎄요...고릴라로 취직한 걸 알면 한턱이 아니라 한 방을   
            날릴 수도 있지...지금쯤 사달이 나도 났을 텐데 어째 조용  
            하네...

(6)에서는 ‘어째’는 설명 의문문에 쓰여 이유를 묻는 기능을 한다. (6ㄱ)
에서는 효식이 왜 돌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청자는 ‘엄마가 오늘 여기
서 저녁 먹자고 약속했다’로 대답하였다. 또한, (6ㄹ)을 보면 화자가 ‘손선
영, 너어...넌 어째 미안해서 못하는 말이란 없는 건데?’라고 질문하고서 
‘왜? 왜?’를 발화함으로써 이유에 대해 화자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째’는 ‘어찌하-’의 활용형
인 ‘어찌하여-’가 줄어든 형태, 환언하면 용언의 활용형으로 분석해야 마
땅하다. 또한, (7)에서는 ‘어째’는 동사 활용형과 사뭇 다른 의미를 나타내
게 될 뿐만 아니라 문법적 지위도 달라진다. (7)에 쓰인 ‘어째’는 더 이상 
이유를 묻는 기능을 하는 의문 동사의 활용형이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기
능을 가지는 부사로 탈바꿈하였다. 이는 (6)에서 쓰인 ‘어째’를 삭제하면 
문장이 판정 의문문으로 돼 버려 대화가 문법적이지 않게 되는 반면에 
(7)에 쓰인 ‘어째’를 삭제해도 문장의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장이 여전히 문법적이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째’는 동사 활용형과 부사 모두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어쨌든’과 어쨌건’도 동사 활용형뿐만 아니라 부사로도 기능할 
수 있음은 다음 (8)과 (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6) 

6) ‘어쨌든’과 ‘어쨌건’이 비슷한 의미·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 둘을 묶어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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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ㄱ. 지난 시간들이야 어쨌든 더 이상 그와는 엮이고 싶지 않았  
            다.
        ㄴ.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유야 어쨌건 죄  
            송합니다....

    (9) ㄱ. 몇 개월만 면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듯하네요...
        ㄴ. 어플 연결하는 건 좀 헤매긴 했는데 어쨌건 연결했네요.

(8)에서는 동사 ‘어찌하-’의 논항으로 볼 만한 ‘시간’, ‘이유’가 있으므로 
‘어쨌든’은 ‘어찌하-’의 활용형인 ‘어찌하였든’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반면에 (9)의 경우, ‘어찌하-’의 논항으로 볼 만한 명사구가 나오지도 
않고 의미·기능의 면에서 볼 때도 동사 활용형과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부사로 분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쨌든/어쨌건’도 동사 활
용형으로서의 용법과 부사로서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음 (10)과 (11)은 각각 ‘어쩌다(가)’가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하는 
예와 부사로 기능하는 예를 보여준다. 

   (10) ㄱ. 전 어쩌다 스티브의 인질이 되었을까요? 그 얘길 듣고 싶으  
            시다면 절 해외영업부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ㄴ. 어쩌다 보니 일본 오사카로 2박 3일 다녀오게 되었네요.

   (11) ㄱ. 숨 막혀, 어쩌다 한번씩이지만, 아버지하고 부딪치는 게 정  
            말 싫어. 
        ㄴ. 어쩌다 낮잠이 들어버렸네.

‘어쩌다(가)’의 경우를 보면, (10ㄱ)에서는 ‘어쩌다(가)’가 설명의문문에 
쓰여 ‘어찌하다가’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에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함은 
분명하며 (10ㄴ)에서는 ‘어쩌다(가)’ 뒤에 보조용언 ‘보-’가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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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어쩌다(가)’를 ‘어찌하다(가)’의 준말로 보고 ‘VP다(가) 보니’ 구성
을 이룬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11)에서는 ‘어쩌다(가)’는 동사의 
활용형과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데 이때의 
‘어쩌다(가)’가 부사로 기능한다. 따라서 ‘어쩌다(가)’도 형태는 같지만 
의미·기능이 다른 동사 활용형과 부사로 분석될 수 있다. 
  ‘어쩌면’도 마찬가지로 동사 활용형과 부사로 모두 분석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 (12, 13)과 같다. 

   (12) ㄱ. 나...어떡하면 좋아. 어쩌면 좋니 얘들아. 성적 떨어졌어. 
        ㄴ. 어쩌면 좋을지 알려줘.

   (13) ㄱ. 어쩌면 성장이란 고통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인지도 몰  
            라.
        ㄴ. 벌써 한 달째야. 어쩌면 한 달이 넘었을 수도 있고.

(12)에서는 ‘어쩌면’이 ‘어찌하면’으로 대체되어도 문장 의미에 영향을 미
치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어쩌면’은 동사 활용형인 ‘어찌하면’이 줄어든 말
로 분석되어야 한다. 반면에 (13)에서는 ‘어쩌면’이 ‘어찌하면’으로 바뀌면 
문장이 비문법적이게 된다. (13)에 나타난 ‘어쩌면’은 동사 활용형이 아니
라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부사로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쩌면’도 앞
에서 논의한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다(가)’와 마찬가지로 용언 활용
형뿐만 아니라 부사로 분석될 수도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쩐지’의 경우를 볼 것이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어쩐지’는 형용사 활용형으로 분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14)는 바
로 ‘어쩐지’가 형용사 활용형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경우들이다.

   (14) ㄱ. 술기운인지 어쩐지 가도 가도 집이 나오지 않더라 이 말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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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성품이야 어쩐지 알 수 없었지만, 꽃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듯한 기분도 든다.

(14ㄱ)을 보면 ‘어쩐지’는 앞에 나온 ‘VP는지/은지/ㄴ지’에 대응되는 구
조로 용언의 활용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14ㄴ)을 보면 ‘어쩐지’ 
앞에 용언의 논항으로 볼 만한 명사구가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
쩐지’를 용언의 활용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어쩐지’는 부사로
도 쓰일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15) ㄱ.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ㄴ. 마윤수는 어쩐지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 쓴 미소만 지었  
            다.

(15)에서는 ‘어쩐지’는 자기의 독자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형태적으로도 
자립성을 획득하였다. (15)와 같은 경우에 나타난 ‘어쩐지’는 부사로 기
능함은 틀림없다. 그러기에 ‘어쩐지’도 용언 활용형뿐만 아니라 부사로도 
분석될 수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2.2. 의미적 특성

  ‘어찌-/어쩌-’류 부사는 동사 ‘어찌하-’와 형용사 ‘어쩌-’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어찌하-’, ‘어쩌-’의 의미적 특성이 그 의미에 영향을 미친 
것임은 틀림없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어찌하-’는 의문사로서 
이유나 방법 등을 질문의 대상으로 하는 의문문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무엇, 누구, 언제, 무슨, 어찌, 어떠하-’ 등 의문사가 그러듯이 ‘어
찌하-’도 의문사의 하나로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비한정사로 전용될 
수 있기도 하다.7) 의문사는 그 지칭 대상의 정체성을 화자가 알지 못하
고 그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때 실현되는 반면에 비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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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에서 의문의 초점이 되지 않고 주로 지칭 대상의 정체를 명시할 
필요가 없을 때, 다시 말해 뭔가를 지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을 때 
사용된다. 이것은 ‘어찌하-’의 가장 큰 의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찌하-’의 이러한 특성이 ‘어찌-/어쩌-’류 부사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용언 활용형으로 기능할 때에는 이러한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남은 분명하다. 

   (16) ㄱ. 손선영, 너어...넌 어째 미안해서 못하는 말이란 없는 건데?  
            왜? 왜?
        ㄴ. 그가 자신과 만났었는지 아는지 어쩐지 그런 것 따위는 중  
            요치 않은 거야.
        ㄷ. 넌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ㄹ. 어쩌면 좋니 얘들아.

   (17) ㄱ. 해보세요. 어쩌다 보면 인생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죠.
        ㄴ. 지난 시간들이야 어쨌든 더 이상 그와는 엮이고 싶지 않았  
            다.

(16)에서는 ‘어찌하-/어쩌-’가 의문사적 용법을 보이는 반면에 (17)에
서는 ‘어찌하-’가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찌
하-’가 어미 ‘-다가’와 결합할 때 의문사적 용법과 비한정사적 용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 ‘어쩌면’, ‘어째’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의문사적 용법만 보이고 ‘어쩌다(가)’, ‘어쨌든/어쨌건’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비한정사적 용법만 보인다. 그리고 ‘어쩐지’로 나타날 때 형용사 
‘어쩌-’는 의문사적 용법만 보인다. 
  또한, (17)에서의 ‘어찌하-’가 모두 비한정사로 기능하기는 하지만 비

7) 박진호(2007)에서는 의문사는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비한정사로 전용되어 쓰일 수 있
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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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비한정사의 
기능을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Haspelmath(1997: 52)8)에서 
유형론적 관점에서 비한정 대명사9)를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이 비한정 대
명사의 주요 기능적 차이(functional distinctions)를 제시하였다.

[표1] 비한정 대명사의 주요 기능적 차이(Haspelmath 1997)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칭 대상이 특정적인지 불특정적인지, 화
자 기지인지 미지인지, 그리고 출현한 문맥이 어떠한지 등은 비한정사의 
기능/용법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용인으로 작용한다. 이 기능들의 관계를 
더욱 잘 포착하기 위해 Haspelmath(1997)에서는 의미 지도(semantic 
maps)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비한정사의 개념 공간을 제안하였다.

8) Haspelmath(1997)에서는 세계 40개 언어를 자세히, 100개 언어를 대략적으로 검토함
으로써 비한정 대명사(indefinite pronouns)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9) Haspelmath(1997)에서는 비한정 대명사의 개념을 규명할 때 ‘대명사(pronoun)’의 개
념을 넓게 잡아 ‘대명사(pro-nouns)’뿐만 아니라 부사적, 동사적, 형용사적 요소
(pro-adverbs, pro-adjectives, pro-verbs)까지 ‘대명사’의 범주 안에 포함시겼다. 

specific 특정 known to speaker 화자 기지
unknown to speaker 화자 미지

non-specific 불특정

irrealis context 비현실

negative polarity 
부정 극성

conditions 조건절
questions 의문문
standard of comparison 
비교절
indirect negation
간접 부정
direct negation 직접 부정

free choice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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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비한정사의 개념 공간(Haspelmath 1997)

[그림1]에서 연결된 두 개의 기능/용법은 최소한 1개의 언어에서 같은 
문법적 표지(grammatical maker)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림1]
은 Haspelmath(1997)에서 유형론적 관점에서 비한정사를 고찰한 결과
이므로 모든 언어에 다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박진호(2007)
에서 한국어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Haspelmath(1997)에서 제
안한 개념 공간에 ‘자리 채우기’의 용법을 덧붙였다.10) 
  ‘어찌-/어쩌-’류 활용형의 경우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17ㄱ)에 쓰
인 ‘어찌하-’는 ②특정 화자 미지(specific unknown)의 기능을 하며 
(17ㄴ)에 쓰인 ‘어찌하-’는 ⑨자유 선택(free choice)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 이처럼 ‘어찌-/어쩌-’류 활용형들은 경우에 따라
10) 박진호(2007)에서는 한국어에서 이 용법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여기서 ‘자리 채우기’의 용법을 ⑩으로 표시하겠다.

    ① 내가 어제 누굴/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친구 정말 밥맛 없더군. [특정 화자 기지]
    ② 대문 앞에 누가/누군가 있는 모양이던데, 한번 나가 봐라. [특정 화자 미지]
    ③ 어쩐지, 거기 가면 꼭 아는 누굴/누군가를 만날 것 같더라. [비현실 불특정]
    ④ 거기 누구/누군가 있니? (판정 의문문) [의문문]
    ⑤ 누가/누군가 나 찾거든 나 없다고 해라. [조건절]
    ⑥ 나는 누가/누군가 여기 다녀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간접 부정]
    ⑦ 우리 반 누구도/아무도 정답을 모른다. [직접 부정]
    ⑧ 그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린다. [비교절]
    ⑨ 이런 문제는 누구나/누구든지/아무나 풀 수 있다. [자유 선택]  
    ⑩ 철수는 어제 서울 시내 모/아무/아무아무 레스토랑에서 영희를 만났다. 

[자리 채우기]
11) 이외에 ‘어쩔 줄 모른다’와 같은 경우에는 ‘어찌하-’가 ③비현실 불특정(irrealis 

non-specific)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찌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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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용언 활용형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
쩐지’가 어휘화를 거쳐 부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어휘화는 말 그대로 어
휘적인 요소가 아니었던 것이 어휘 범주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
념이다.12) 기존의 연구에서 어휘화를 문법화의 역방향적 변화로 보는 
연구가 많다. 이금희(2017)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문법화만큼이나 문법
적인 요소들이 어휘화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유로 언어 변화의 양방향성
을 인정하여 문법화와 어휘화의 관계를 다음 [그림2]로 나타낸다.

[그림2] 어휘화와 문법화(이금희 2017)

           

또한, 이금희(2017)에서는 어휘화의 유형을 크게 ‘하나의 문법적인 형태
가 어휘적인 범주가 되는 경우’, ‘활용 형태가 한 어휘로 굳어진 경우’, 
‘여러 형태가 결합된 구 구성에서 어휘화한 경우’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살펴볼 ‘어찌-/어쩌’류 활용형의 어휘화는 바로 ‘활용 형태가 한 어휘로 
굳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어찌-/어쩌-’류 활용형의 어휘화에 대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
의할 것이다.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찌-/어쩌-’류 부사 중 의문
사적 용법을 보인 용언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된 것(어쩐지, 어쩌면, ‘어

‘어찌어찌’, ‘어째어째’는 ‘자리 채우기’의 용법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다. 
12) 이성하(2016)에서는 어휘화를 ‘언어 변화의 최종 산물이 기능어 범주에 속하는 문법 

형태가 아니라 내용어 범주에 속하는 어휘 항목일 때 그 생성 과정을 일컫는 개념’이라
고 설명하기도 한다. 



- 16 -

째’)도 있고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인 용언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된 것
들(어쨌든, 어쨌건, 어쩌다(가))도 있다. 용언 활용형으로부터 부사로 어
휘화되는 과정에서 범주적으로는 구에서 어휘 범주로 변했고 형태적으로
는 축약이 일어나 줄어든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의 면에서 볼 때 의미 변화를 겪었는데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부사로 자리잡게 된 만큼 원래 용언 활용형의 의미와 상당히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쩌-’류 부사의 의미에 여전히 
용언 활용형의 의미 흔적이 적으나마 남아 있고 그러한 의미적 흔적이 
많이 남을수록 어휘화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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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의 의미·기능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는 용언 활용형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부사
로 분석될 수도 있다. 용언 활용형으로 분석될 때와 부사로 분석될 때는 
그 문법적 지위가 다른 만큼 공기 양상이나 의미·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많
이 보인다. 또한, 이들이 용언 활용형도 아니고 부사도 아닌 다른 용법을 
보일 때도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 용법을 말뭉치 자료를 기반으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1. ‘어째’

  이 절에서는 ‘어째’라는 형태를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동사 활용형 ‘어
째’와 부사 ‘어째’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면서 그 각각의 의미·기능을 밝힐 
것이다. 먼저 동사 활용형 ‘어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3.1.1. 동사 활용형 ‘어째’

  동사 활용형으로 분석될 경우, ‘어째’는 ‘어찌하-’가 연결어미 ‘-아/어
-’와 결합해 줄어든 것이다.13) ‘어째’는 의문 동사 ‘어찌하-’의 활용형
13) ‘어째’가 ‘어찌하-’가 종결어미 ‘-아/어’와 결합하여 줄어든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는

데 이러한 ‘어째’는 부사로 어휘화된 현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다. 그 용법을 간단하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ㄱ. 불법이 어쩌구 합법이 어째?
        ㄴ. 아놔... 이걸 어째...?
        ㄷ. 도대체가 말이야, 같은 사람인데 뭐가 어째?
        ㄹ. 뭘 어째? 두 놈 찾을 일이 하나로 줄었으니 그나마 잘 됐지 뭐! 

    (2) ㄱ.-그래서? 그래서 어쩔 건데? 내가 시건방져서 뭐 피해준 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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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설명의문문에 쓰이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다.

   (18) ㄱ.-효식이 너는 어째 들어와? 그냥 밖에서 부르면 내가 나갈  
             텐데.
           -네? 엄마가 오늘 여기서 저녁 먹자고 약속까지 하시고는   
             무슨...
        ㄴ.-아니 근데 뱅쇼가 올라가고, 새로 내린 커피가 올라가고 샌  
            드위치가 올라가도 어째 두 사람은 점심도 거르고 저리 심  
            각, 아니 오붓할까?
           -뭐어, 사연이 아주 길고 기니까요...
        ㄷ.-어째 지 할애비 죽었을 때보다 더 울상이여?
           -(배시시)할아버지한테야 홍간난 여사가 있으니까...
        ㄹ. 손선영, 너어...넌 어째 미안해서 못하는 말이란 없는 건데?  
            왜? 왜?
        ㅁ. 댓글에 선비님 한 분 등판하셨네...이 정도가 성희롱이면 인  
            터넷에 글 어째 올리나요?
        ㅂ. 어째 중독자는 고사하고 스토리보다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  
            는 애들을 배치할까...

           -어쩌긴 뭘 어째 이 지지배야. 이 말도 안 되는 글이나 쓰레기통에 처넣어.
        ㄴ. 어쩌긴 뭘 어째 그냥 잠이나 자.
        ㄷ. 어쩌긴 어째 이렇게 같이 있는 미래가 왔으니까 쭉 같이 있는 거지.
        ㄹ. 어쩌긴 어째 갖다 팔아야지.

(1)에서 ‘어찌하-’는 의문사로 기능하는 반면에 (2)에서는 비한정사로 기능한다. (1)에서 보여주었
듯이 의문사로 기능할 때 ‘어째’는 항상 ‘뭘 어째?’, ‘뭐가 어째’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의 대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화자의 ‘못마땅함’, ‘놀라움’ 등 
감정을 강하게 드러낸다. 비한정사로 기능할 때 ‘어째’는 ‘어쩌긴 (뭘) 어째’ 구문으로 나타나 구
문 전체가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수연(2014)에서는 ‘V-기는 V’를 비롯한 동일어간 반
복 구문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어간 반복 현상은 잉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기제가 아니라 특수
한 의미나 함축을 가지는 구문을 형성하는 기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어쩌긴 (뭘) 어째’ 구문 전
체는 ‘어쩔 수 없다/또 어떻게 할 방법이나 있냐/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화
자의 ‘못마땅함’, ‘어이없음’ 등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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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에 사용된 ‘어째’는 각종 의문형 어미와 공기하며 의문사로서 문장
에서 이유를 묻는 기능을 한다. 이는 (18)에 나타난 ‘어째’를 ‘왜’로 바
꿔도 별 의미 차이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4) 또한, 
‘어째’는 설명의문문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의문문15)에 쓰일 수도 있다. ‘어째’가 수사의문문에 사용
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 ㄱ. 여자인 우리가 봐도 황성 잔칫날 심 봉사처럼 번쩍 눈이 떠  
            질 판에, 뱃일 나가는 남정네들 가자미눈 뜨는 거 어째 말  
            린데요?
        ㄴ.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거 없으면 그냥 여기 있어. 백  
            수가 국적마저 없어 봐라. 서러워 어째 사냐? 
        ㄷ. 그 걱정은 하는 놈이 어째 키 넘겨줄 땐 할부금 생각 안 나  
            디?
        ㄹ. 어째 나 잘난 박사가 그건 몰라? 엄카!! 엄마카드!!
        ㅁ. 부전자전이라더니 넌 어째 그 바람기를 니 애비를 똑 닮았  
            니?
        ㅂ. 야 남아일언 중천금이 어째 한나절도 못 가냐?
        ㅅ. 어째 매번 꼴찌냐.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14) 박상숙(2021)에서도 ‘어찌하-’는 이유, 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는 이유와 
방법의 의미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어째’는 주로 이유의 의미로만 사용된다고 하였
다. 박상숙(2021)에서는 ‘어찌’와 ‘어째’의 의미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
문을 제시한 바 있다.

     
    ㄱ. 그 차를 어찌/?어째 움직이나?
    ㄴ. 네 차가 어찌/어째 안 움직이나?

  위의 예문을 통해 설명의문문에 쓰일 때 ‘어찌’는 ‘방법’, ‘이유’의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으나 ‘어째’는 ‘이유’의 의미로만 해석됨을 확인할 수 있다. 

15) 수사의문문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
우를 모두 수사의문문으로 보는 견해, 강한 긍정이나 부정의 진술이 나타내는 경우를 
수사의문문으로 보는 견해, 부정의 진술만을 수사의문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박상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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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ㄱ, ㄴ)의 경우, ‘어째 말린데요?’를 발화한 것은 ‘말릴 수 없다’는 명
제와 반대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어째 사냐?’를 발화한 것은 
또한 명제와 반대인 ‘살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19ㄷ, 
ㄹ)의 경우도 수사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명제와 반대인 내용, 즉 ‘생각
을 해야 한다’, ‘그건 알아야 한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단
순 진술의 기능만 하는 (19ㄱ, ㄴ)과는 달리 (19ㄷ, ㄹ)은 책망 등의 화
용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19ㅁ, ㅂ, ㅅ)의 경우에는, ‘반어’의 담화
적 기능을 하지 않고 ‘강조’의 담화적 기능을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수
사의문문은 청자의 대답을 전제해서 발화한 것이 아니라서 청자의 대답
을 요구하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청자는 대답할 수도 있다. 예컨대, (19
ㅅ)에 대한 대답으로 ‘왜긴. 열심히 하는 생각조차 없어서 그러지’와 같
은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답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위
와 같은 예문들은 수사의문문이기는 하지만 설명의문문으로 분석될 가능
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욱 잘 설명하기 위해 본고는 박상숙(2020)
에서 설명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분석 방법을 참고하
기로 한다16). (19ㄴ)과 (19ㅅ)을 예로 하여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6) 박상숙(2020)에서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의미를 전제와 가정으로 본다는 박종
갑(1984)와 류현미(1992)의 견해를 수용하고 다음과 같이 의문표지가 사용된 설명의문
문의 담화 기능을 설명하였다. 

    ① 누가 수비를 좋아해?
       전제: x가 수비를 좋아한다.
       기능: x의 정체에 대한 응답 요구
             x의 존재 부정 (수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②김치가 왜 이렇게 맛이 좋아?
      전제: x 때문에 감치가 맛이 좋다.
      기능: x에 대한 응답 요구

   x의 의미 약화 및 명제 강조 (맛이 아주 좋다)

   박종갑(1984), 류현미(1992)에서는 초점이 있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을 발화할 때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전제+α이고 초점이 있는 판정의문문에서는 α가 가정으로, 
설명의문문에서는 의문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 21 -

   (20) 서러워 어째 사냐?
        전제: 서러워 x 방법으로 산다.
        기능: x의 정체에 대한 질문 [설명의문문]
              x에 대한 부정 (서러워 살 수 없다) [수사의문문]

   (21) 어째 매번 꼴찌냐?
        전제:　x 때문에/방법으로 매번 꼴치다.
　　　　　　　　기능: x의 정체에 대한 질문 [설명의문문]
              전제에 대한 강조 [수사의문문]

이처럼 (19)의 문장들은 모두 수사의문문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설명의
문문으로 분석될 수도 있는데 물론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수사의문문
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특별하게 ‘어째’가 ‘-다니’17)와 공기하여 수사의
문문을 이룰 수도 있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ㄱ.-선희가 난실이보구 재당고모... 라고 혔다구...어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
           -아 몰라, 몰라. 아무튼 먼 일가라는 얘기지?
        ㄴ.-할머니한테 쫓겨 다녔더니 온몸이 다 뻣뻣하네.
           -(놀라고) 어째 벌써 일어났다니?
        ㄷ. 어째 젊은 게 그 모양이라니. 내가 너만 했을 때는 깜깜할  
            때 일어나서 물한 동이 길어다 놓고 보리방아 찧어서 밥 안  
            치구... 아이구, 서러운 세월.

17) 두 가지 ‘-다니’가 있는데 ‘-다니1’은 의문문, 평서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다니2’는 항상 의문문에서만 쓰일 수 있다. 의문문으로 나타날 때 ‘-다니1’은 어떤 기정 
사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사와 결합하지 않는 데 반해 ‘다니2’는 의문사나 직시소와 공기 관계
로 쓰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다니1’과 ‘다니2’는 모두 예상치 못한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의외 등 반응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임학혜 2016) 
‘어째’와 공기 관계를 맺는 ‘-다니’는 ‘다니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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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어째 홍보 전화는커녕 그 흔한 문자도 안 보내시다니.
        ㅁ. 어째 os 공개를 두고 지금 하다니.
        ㅂ. 어째 안 망한다니 ㅎㅎ

(22)에 쓰인 ‘-다니’는 항상 ‘왜’, ‘어찌’, ‘어떻게’ 등과 공기 관계를 이
루고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놀라
거나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뜻이 섞여 있다. (임학혜 2016 참고) 박나리
(2013)에 의하면 이때의 ‘-다니’는 청자에게 진정한 대답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수사적이거나 화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자문의 인상
을 준다고 하였다. (22)는 바로 ‘-다니’가 ‘어째’와 공기하여 수사의문문
을 이루는 경우이다. (22)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또한 ‘강조’의 담화적 기
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컨대 (22ㄱ)의 경우, ‘어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를 발화한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강조해
서 말하는 것이고 (22ㄴ)의 경우, ‘어째 벌써 일어났다니’라고 한 것은 
‘벌써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발화한 것이다. (22ㄷ~ㅂ)도 마찬가지
다. 그리고 이때 문장은 ‘-다니’의 영향으로 화자의 놀라움과 같은 감정
을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어째’는 의문문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 의문절에 쓰
이는 경우도 관찰될 수 있다.

   (23) ㄱ. 너들은 어째 처리하는지 한번 보자.
        ㄴ. 잘 아시지도 못하는 전시작전권 환수 이야기는 하시면서 어  
            째 요즈음 세상을 온통 시끌벅적하게 하는 도박 이야기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ㄷ. 배웠다는(뭘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어째 그 수준인  
            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류입니다.
        ㄹ. 얘는 어째 입만 열면 맨 사기질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ㅁ. 어째 길가에 아직 치워지지 않은 눈길을 비추며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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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치워야 한다는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가 싶네요.
        ㅂ. 9개월간 계속 깽판 치다 어째 되는가 두고 보리라...
        ㅅ. 안철수 지금껏 그래왔듯 이번 총선에 사람 뒤통수 안 치고  
            어째 잘 치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통수가 숨  
            어 있었네요.

(23)은 ‘어째’가 간접 의문절에 쓰인 예를 보여주었다. 설명의문문에서 
‘이유’의 의미로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어째’는 간접 의문절에서는 ‘이
유’나 ‘방법’의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함을 (23)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3ㄱ, ㅂ, ㅅ)에서는 ‘어째’는 ‘방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반해 (23ㄴ, 
ㄷ, ㅁ)에서는 ‘어째’는 ‘이유’의 의미로 나타난다. 그리고 (23ㄹ)의 경우
에는 ‘어째’는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방법’의 의
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3.1.2. 부사 ‘어째’

  부사 ‘어째’는 동사 ‘어찌하-’의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된 것이다. ‘어
째’가 부사로 어휘화되는 과정에서 형태적 자립성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
라 의미 변화를 겪어 자기의 독자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동사 활용
형인 ‘어째’와 다른 속성을 보인다. ‘어째’의 의미에 대해서는《연세현대
한국어사전》에서 그 의미를 ‘왜 그런지, 어쩐지’로 기술하였고 박상숙
(2021)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찌하다/어떠하
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어째’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의
미에 더하여 암시의미(connotation)를 더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를 의
미 운율(semantic prosody)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겠다. 먼저 ‘어찌하
-’의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된 부사 ‘어째’가 어떠한 표현과 잘 공기하
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말뭉치를 살펴본 결과, ‘어째’는 추측성이나 의외성(mirativity)18)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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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잘 어울린다는 특성을 보인다. ‘어째’가 ‘-은/는 것 같-’, ‘-은/는 
듯-’, ‘-겠-’ 등 추측성 표현과 공기하는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24) ㄱ.-그리고 나 언제 고릴라 만지게 해줄 거야?
           -조만간!! 그리고 자기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하하하 어째 공수표 날리는 거 같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   
             다!!
        ㄴ.-너 졸혼했다더니 남편하고 더 돈독해지는 거 같다 어째?
           -그게 졸혼의 매력이지!! 서로 참견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연대하는 끈끈한 동지애!!
        ㄷ. 브랜든, 정말 미국사람 맞아? 아무리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다지만 어째 한국 사람보다 어휘력이 더 풍부한 것 같다. 
        ㄹ. 토익 문제집은 계속 풀고 있지만 어째 실력은 제자리인 거  
            같다. 
        ㅁ. 네에 그러세요? 에혀 어째 이 가게가 맘에 든다고 할 때부  
            터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어.
        ㅂ. 300명의 엑스트라를 불렀지만, 어째 티도 안 나는 것만 같  
            다. 촬영 허가받은 것은 금요일까지인데.
        ㅅ. 아까 두 번째 정비 후에 미션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다 없다고 글 올렸습니다만 글 올리고 2시간 후쯤 차가 또  
            섰습니다. 어째 정자왕인 저보다도 더 잘 서는 것 같아 질  
            투도 나긴 합니다. 

18) 박진호 (2011)에 따르면 의외성(mirativity)이란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
(unexpectedness), 신정보(new information)임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인데 문장에 표현
된 명제가 화자의 기존의 지식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새로 알게 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외성은 화자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 상태(unprepared mind)를 나
타낸다고도 할 수 있으며 놀라움(surprise)의 감정을 함께 나타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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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ㄱ. 팀장님, 오늘은 어째 좀 오래 가겠는데요...독이 잔뜩 올라  
             서...
        ㄴ. 음....... 토스도 어째 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ㄷ. 어째 조사 뜨겠다 싶었는데...
        ㄹ. 어째 돌아가는 게 사회주의자 버니 센더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싶다.

   (26) ㄱ. 어째 전에 써젖힌 개소리들보다 필이 한층 더 우울해진 듯  
            한데, 이게 다 콜오브 듀티 때문이다.
        ㄴ. 어째 언론에서 외모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듯...
        ㄷ. 그런데 어째 미라클 관광이 주류였던 작년 석가탄신일에 비  
            해 셔틀 뛴 버스들이 뭔가 다운 그레이 된 듯한 느낌이... 
        ㄹ. 길게 써놓고 보니 어째 혹평만 늘어놓은 듯한데.
        ㅁ. 하는 짓도 어째 방학의 주인을 닮아가는 듯하다.
        ㅂ. 어째 계속 현대차만 주류로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느끼실  
            텐데...당연하지만 현대차 외엔 이쪽에 사업 투자를 제대로  
            했던 회사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4~26)은 각각 ‘어째’가 추측을 나타내는 구문인 ‘-ㄴ/은/는 것 같-’, 
추측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어미 ‘-겠-’, 추측성 표현 ‘-은/는 듯-’과 
공기한 경우이다. 위의 예문들에서는 ‘어째’는 더 이상 동사 ‘어찌하-’의 
활용형으로 분석될 수 없고 독자적인 의미·기능을 하는 부사로 분석되어
야 한다. (24~26)에 쓰인 ‘어째’는 대체로 ‘왠지 모르게’ 정도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나마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다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24ㅁ)의 경우, 화자가 ‘어째 이 
가게가 맘에 든다고 할 때부터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어’라고 발화했는
데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화자가 ‘(그 사람이) 이 
가게가 맘에 든다고 하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이미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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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갔다. 이때의 ‘어째’는 ‘어찌 보면’ 정도로 대체해도 문장 의미가 이상
해지지 않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어째’의 의미는 ‘막연하게나마 어느 정도 짐작이 갔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게’ 정도이다. 물론 그 추측이 너무 미약하거나 추측
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아주 부족할 때 대체로 ‘왠지 모르게’로 이해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예컨대 (24ㄹ)의 경우는, ‘토익 문제집은 계속 풀
고 있는데 실력은 제자리인 거 같다’라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쉽게 짐작
할 수 없고 단순히 화자 마음속의 어떤 막연한 느낌인데 이때의 ‘어째’
를 ‘왠지 모르게/이유를 알 수 없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듯하다. 
  또한, (24ㅂ)을 보면 ‘300명의 엑스트라를 불렀지만, 어째 티도 안 나
는 것만 같다.’라는 문장에서는 ‘어째’에는 ‘이상하게도’와 같은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300명의 엑스트라를 불렀지만 (촬영은) 티도 
안 났다’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이상해할 만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째’는 자연스럽게 ‘이상하게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는 것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장에서 제시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이상해할 만한 상황이고 ‘어째’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
지만 모두 ‘의외’, ‘놀라움’과 같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어째’는 ‘놀라움’, ‘의외’라는 의미 운율을 가진 부사이다. 
‘어째’가 이러한 의미 운율을 가지게 된 것은 ‘어째’가 의외성 표현과 잘 
공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는 ‘어째’가 의외성 표현인 ‘-는/은
데’, ‘-네’, ‘-구나’, ‘-더라니’ 등과 공기하는 예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27) ㄱ.-사람이 잡혀있고 범인이 총까지 들고 있으니, 가벼운 사   
             건은 아니지.
            -근데 아빠 목소리가 어째 좀 들뜬 것 같은데?
        ㄴ. -헐! 이게 나라고?
            -내 눈에 그렇게 보였으면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어째 이건 아닌 듯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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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그래, 마포대교 남단 10M 난간 위에 올라가서 소동을 벌   
            여서 정말 일촉즉발이었다니까!!
           -에이~ 어째 MSG를 사정없이 팍팍 친 거 같은데?
           -오~ 노우!! 100% 리얼!! 완전 실화야!!
        ㄹ.-어째 대본 쓰는 게 아니고 차 타고 어디 가는 거 같은데?
           -아 정말 !! 친구가 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갑니다, 됐어요?
        ㅁ. 근데 운호가 물리적인 사고는 안 칠 거 같은데 어째 다른   
            사고는 좀 칠 듯한데...
        ㅂ. 공부라면 지겹다던 자네가 조선말을 공부한다고? 어째 냄새  
            가 좀 나는데...으. 구린내.
        ㅅ. 이거 어째 섭한데~ 그래도 내 말이 약간은 작용했죠?

(27)은 ‘어째’가 ‘-은/는데’와 공기하는 문장을 보여주었다. ‘-은/는데’는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하는’ 종결어미인데 위의 예문을 통
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은/는데’로 표현되는 문장의 명제는 화자
에게 새로 알게 된 것, 즉 신정보다. 다시 말하면 ‘-은/는데’는 의외성을 
지닌 종결어미인데 이때 ‘놀라움’의 감정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27ㄱ)
을 예로 들자면, 화자는 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 목소리가 조금 들뜬 
것 같다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는데 ‘-은/는데’의 사용으로 화자의 ‘놀
라움’, ‘의외’와 같은 감정도 더불어 드러내게 되었다. ‘어째’는 ‘-은/는
데’와 같은 의외성 표현과 공기하여 ‘놀라움’, ‘의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맥에 많이 나타남에 따라 ‘놀라움’, ‘의외’라는 의미 운율을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28) ㄱ. 글쎄요...고릴라로 취직한 걸 알면 한턱이 아니라 한 방을   
            날릴 수도 있지...지금쯤 사달이 나도 났을 텐데 어째 조용  
            하네...
        ㄴ. 이것도 시험이라고 어째 좀 떨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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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근데 지금은 술퍼맨이 아니라 어째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서  
            슬퍼 보이는 게 슬퍼맨 같네...
        ㄹ. 이 서민 동네에선 나도 팔자에 없는 신데렐라가 다 되고...  
            그나저나 우리 백마 탄 왕자님은 어째 오늘 잠잠하네... 많  
            이 바쁜가?
        ㅁ. 울 집선 설탕이랑 철수랑 붙으면 설탕이가 이기는데 어째   
            갤에선 철수가 더 우세하네요. 
        ㅂ. 시공휴일 만한 게 없을 텐데 어째 이번엔 반응이 영 미지근  
            하네요?
        ㅅ.-당신도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있나?
           -말에 뼈가 있네요. 어째.

   (29) ㄱ. 어째 아까보다 맥이 없는 것 같구나.
        ㄴ. 그런데 나는 '동지'라는 단어는 어째 어색하고 북한 말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ㄷ. 어째 관중들의 반응이 냉소적인 듯하구나.
        ㄹ. 누구 짓지 합 네 마네 본업이 뒤바뀐 자들 길어야 5년인데  
            인기 먹고사는 광대들이 날뛰는 처사는 어째 입맛이 씁쓸하  
            구나.....
        ㅁ. 어째 쥐 바기는 한 달 앞을 못 보는구나.

(28)은 ‘어째’가 ‘-네’와 결합한 경우이고 (29)는 ‘어째’가 ‘-구나’와 결
합한 경우이다. ‘-네’와 ‘-구나’는 의외성을 그 핵심 의문 성분으로서 
지닌다는 사실은 이미 박진호(2011ㄴ)에서 지적하였다. ‘-네’와 ‘-구나’
는 대표적인 의외성 표지로서 어떤 사실을 새로 알게 됨을 나타내며 ‘놀
라움’ 등 감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어째’가 이러한 문맥에 많이 쓰이면
서 ‘놀라움’, ‘의외’의 의미 운율을 가지게 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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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ㄱ. 그렇게 브라질 어쩌고 하면서 결승 다 올라간 것처럼 설레  
            발칠 때부터 어째 영국 콜 날 것 같더라니...
        ㄴ. 어째 그럴 것 같더라니. 쩝.. 총선 앞두고 좀 흠집이 나긴   
            했지만 갈 길이 머니 먼지는 털어버리고 가는 게 정답. 
        ㄷ. 그저 자존심도 없이 대통령부터 미국놈한테 빌붙어 천암한  
            사건 크게 벌릴 때부터 어째 불안 불안 하더라니....ㅉㅉㅉ...  
            나라 개망신 시킨 놈들은 모조리 잡아들여라..
        ㄹ. 어째 받고 싶더라니. 운명이었나 봄.
        ㅁ. 어째 경기가 재미없다 싶더라니. 2안타 쳤었구나. 
        ㅂ. 어째 선거기간인데도 투표 권유하는 글이 홈피에 하나도 없  
            더라니.
        ㅅ. 어째 처음 온 사용자치고는 위키백과의 판도에 대해 잘 알  
            고 있더라니.

(30)에서는 ‘어째’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
을 나타내며 화자가 어떤 일을 보거나 들으면서 어떠어떠한 결과가 따르
리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대로 되었음을 나타내는(《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참고)’ 종결어미 ‘-더라니’와 공기하였다. ‘-더라니’는 ‘-더
-’와 ‘-다니’19)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더라니’가 지닌 
의외성은 ‘-더-’20)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더-’가 지
19) 여기서의 ‘-다니’는 임박혜(2016)에서 제시한 ‘다니1’에 해당하고 ‘다니1’의 두 가지 의

미 중 두 번째 의미를 드러낸다. 임박혜(2016)에서 제시한 ‘-다니1’의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다니1: 주어진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을 나타냄. 뒤에  

        그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후행문이 올 때가 많음.
            예)서울이 이렇게 번화하다니. (참 대단하구나.)

20) 박진호(2011)에서는 ‘-더-’가 쓰인 문장에 표현된 사실은 화자가 과거 어느 시점에 새
로이 알게 된 사실이라는 점, 즉 화자의 지식 체계에 새로이 추가된 명제라는 점에서 
‘-더-’는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지닌 것으로 분석한다고 하였다. 또한, ‘-더-’는 그 인식 
시점이 발화시 내지 그 직전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이라는 점이 특이하다고 지적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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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의외성에 ‘-다니’가 나타내는 ‘놀라움’, ‘감탄’의 감정이 더해져서 이
루어진 ‘-더라니’는 ‘놀라움’, ‘의외’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어째’는 ‘-더라니’와 많이 공기함에 따라 ‘놀라움’이라는 의미 운율을 가
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본래 어휘 자체에는 ‘놀라움’과 같은 의
미가 없으나 ‘어째’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의외성 표현과 어울리다 보니 
‘어째’에 ‘놀라움’, ‘의외’라는 의미 운율이 깃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4)처럼 의외성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장에서도 ‘어째’는 여전히 
‘놀라움’, ‘의외’라는 의미 운율을 어느 정도는 지닌다. 다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1) ㄱ. 602호 저 여자...어째 한동안 안 그런다 싶었다. 흥,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ㄴ. 어째 느낌이 안 좋아...우리 드라마 엎어진 거 같다 아무래  
            도...
        ㄷ. 그러게, 어째 기분도 별로고, 뭔가 혼이 빠진 사람 같기도   
            하고...갑자기 왜 저리 까칠하시지?
        ㄹ. 선진국 다 된 것 같은데 어째 내 인생은 갈수록 고달파. 
        ㅁ. 아니, 요 며칠 바쁘게 어딜 혼자 다니고는, 자리 깔고 누우  
            니 어째 수상하잖아요...그렇지 않아요 성님.
        ㅂ.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바가 어째 약간 이상하다..?

(31)에서는 ‘어째’는 아무런 의외성 표현과도 공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에서는 ‘어째’의 사용으로 청자는 이 상황이 약간 놀라울 
만한 상황이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31ㄱ~ㄹ)에서의 
‘어째’를 ‘이상하게’로 바꿔도 문장 의미는 전혀 이상해지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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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담화표지 ‘어째’

  동사 ‘어찌하-’의 활용형으로 분석될 수도 없고 부사로 분석되기가 또
한 어려운 ‘어째’가 있는데 《연세현대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어째’는 바로 그것이다. 

   (32) [부사][확인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어때. 어떻게.
        어째, 내 짐작이 틀렸나?
        어째 재미 좀 봤수? (《연세현대한국어사전》)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어째’는 ‘어때’라는 의미로 판
정의문문에 쓰여 청자에게 뒤이은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는 기능
을 한다는 것이다. 사전에서는 ‘어째’가 들어간 문장만 제시하였는데 ‘어
째’의 이러한 용법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앞뒤 문맥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말뭉치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가져왔다.

   (33) ㄱ. 님: 그냥 갔어?
            영필: 여산이가 전립선 공격, 을 했지요.
            스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영필: 어째, 목탁 염주도 없이 야구 방망이로 염불을 하십  
                  니까?
           (스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호흡)
        ㄴ. 병주: (울먹이고)....아버지...
           정주사: 그 울음... 썩 그치지 못하느냐? (유씨에게) 어째, 그  
                   조용조용 타이르지는 못하구서 노상 큰 소리가 나게  
                   한단 말이오?
           유씨: (혼잣말) 아이구 조용조용은...
        ㄷ. 유씨: 제호, 그 양반이 서울루 간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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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씨는 초봉이한테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정주사: 제호가, 서울루? ....(속으로) 잘 됐군, 어차피 초봉  
                   이야 혼인을 해야 할 테니. (유씨에게, 심드렁) 어  
                   째, 무슨 일루?
           유씨: 서울 가서 크게 장사를 시작한다구. 가게두 벌써 팔았  
                 답디다....(좋아서) 그리구 우리 초봉이더러두 서울루  
                 같이 가잔다구.
        ㄹ. (순댓국 집 열고 들어가는 두 사람)
           우포댁: 어서오세요... (하다 보고, 반갑게) 어째, 두 분이 같  
                   이 와요?
           팽할머니: (쌜쭉) 왜, 내가 못 올 데라도 온 거야?
           우포댁: (당황)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서 앉으세요. 
 
(33)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째’는 판정의문문과만 공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문문과도 잘 공기하며 ‘어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청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33)에서의 ‘어째’를 ‘어때’로 바꾸면 문장이 어색해질 것이며 ‘어떻게’로 
바꾸면 문장이 덜 어색해지고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의 ‘어
떻게’는 더 이상 개념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담화표지로서의 기능21)
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째’가 ‘어떻게’로 대치 가능하다는 것은 ‘어째’가 ‘어떻게’와 똑같은 
의미·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가 담화표지 ‘어떻
게’처럼 문장에서 더 이상 개념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1) 박상숙(2020)에 따르면 ‘어떻게’가 담화표지로서 기능할 때 본래의 어휘적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탐색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
였다. ‘어떻게’가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어떻게, 내가 다리를 좀 놓아 볼까?
    나. 이 집 어떻게, 계약하실래요?
    다. 어떻게, 괜찮은 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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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33)에서의 ‘어째’는 담화표지 ‘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유사
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22) ‘왜’의 기능을 참고하면 이때의 ‘어째’
는 대체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의문 제기의 기능을 하고 ‘놀라움’과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을 보인 
‘어째’의 예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드물다. 이는 ‘왜’의 기능과 겹쳐서 ‘왜’
의 용법에 밀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23)24)

22) ‘왜’는 담화표지로 기능할 때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기
능으로는 ‘상대방 의도에 대한 의문 제기/확인’, ‘시간 벌기/머뭇거림’, ‘상대방에 대한 
반박’, ‘화자의 부정적 태도 표출(놀라움, 이해 불가, 불쾌감 등)’ 등이 있다. ‘어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왜’의 예는 다음과 같다.

   
    ㄱ.-여기서 광화문까지가 먼가요?
       -왜, 가려구?
       -네, 가야겠어요.
    ㄴ.-(바깥을 열심히 살피고 있는 아이에게) 왜 뭐 있어?
       -아니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잘못 봤나 봐요. (박상숙 2020)
    
23) 말뭉치를 살펴보면 ‘어째’는 ‘어째 보면’이라는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ㄱ. 공부도 어째 보면 노력도 노력이지만 머리가 상당히 좌우합니다.
    ㄴ. 파이팅!! 안희정 측근이 어째 보면 더 문재인한테 도움 주네요~
    ㄷ. 어째 보면 조선 최고의 현모양처는 소헌왕후인 것 같기도 하네요..
    ㄹ. 어째 보면 좀 더 약아빠진 전투를 하는 인간의 승률이 더 높을 듯합니다.

   ‘어째 보면’은 ‘어찌 보면’과 같은 의미·기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기서의 ‘어째’
는 부사‘어찌’의 오용이 아닌가 싶다. 

24) 특별하게 ‘어째’는 ‘어째어째’라는 중첩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어째어째’는 동
사구와 결합해서 동사구가 이루어진 방식을 명확하지 않지만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사구가 이루어진 방식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나 동사구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어째어째 다 불태우고 나서 편의점으로 가는데 여기 경치 참 좋은 듯. 
    ㄴ. 힘들게 어째어째 작업 중이네요.
    ㄷ. 어째어째 뛰긴 했는데 후유증이 장난 아니네요.
    ㄹ. 이분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어째어째 취소하고 환불받았다던데..

   그런데 ‘어째어째’는 부사 ‘어째’와 전혀 다른 의미 기능을 하므로 부사 ‘어째’의 중첩형
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동사 활용형 ‘어째’의 중첩형으로 보면 조어법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색하다. ‘어째어째’가 ‘어찌어찌’와 같은 의미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
중들이 ‘어째어째’를 사용하는 것은 형태가 비슷한 ‘어찌어찌’와 혼동해서 쓰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박진호(2007)에서는 ‘누구’, ‘무엇’, ‘어디’ 등의 중첩 현상을 살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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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쨌든/어쨌건’

  ‘어쨌든’과 ‘어쨌건’은 비슷한 의미·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둘을 묶어서 다룰 것이다.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할 때 ‘어쨌든’과 ‘어쨌
건’은 모두 ‘어찌하-’가 ‘-았-/-었-’과 결합한 후 자유 선택을 뜻하는 
어미 ‘-든’, ‘-건’과 결합한 것이다. 부사로 기능할 때에는 독자적인 의
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의
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본고는 이것이 동사 활용형의 의미이지 부사로서의 의미가 아니
라고 본다. 또한, ‘어쨌든/어쨌건’은 담화를 연결하는 텍스트적 기능도 보
인다. 이 절에서는 ‘어쨌든/어쨌건’이 말뭉치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
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의미·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3.2.1. 동사 활용형 ‘어쨌든/어쨌건’

  ‘어쨌든/어쨌건’이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할 때에는 ‘어찌하-’가 의문사
적 용법을 보이지 않고 비한정사적 용법만 보이는 것이 특별하다. ‘어쨌
든/어쨌건’이 동사 활용형으로 쓰인 예를 먼저 보면 다음과 같다. 

   (34) ㄱ. 지난 시간들이야 어쨌든 더 이상 그와는 엮이고 싶지 않았  
            다.
        ㄴ. 병명이야 어쨌든 제가 더욱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날로   
            심해지는 이 병이 아직 그 원인과 치료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ㄷ. 그야 어쨌든 나는 이미 초청에 응해서 서울을 떠나온 것이  

서 비한정사로서의 ‘누구’, ‘무엇’, ‘어디’ 등을 중첩하면 ‘자리 채우기’ 용법이 되는 데 
비해 의문사로서의 ‘누구’, ‘무엇’, ‘어디’ 등을 중첩하면 복수의 용법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찌’를 중첩해서 만들어진 ‘어찌어찌’도 ‘자리 채우기’의 용법을 보인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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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ㄹ. 그래도, 그 사람이 어디 안 가버리고 제 방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유야 어쨌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  
            다는 것.
        ㅁ. 소연은 갑자기 어색해져서 얼굴을 붉혔는데 그 이유야 어쨌  
            든 자신이 김영재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고 속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ㅂ.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유야 어쨌건 죄  
            송합니다....
        ㅅ. 이유야 어쨌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고백하면 그 여자  
            에게 덜 매달린다고나 할까요?
        ㅇ. 근데 이 사장님들은 그냥 맛이야 어쨌건 먹고 돈 내고 나가  
            면 끝이니 개선을 안 하죠.

(34)에서 보여주었듯이 ‘어쨌든’은 항상 강조를 나타내는 조사 ‘-(이)
야’와 공기하여 [N(이)야 어쨌든/어쨌건]이라는 구성을 이루며 ‘선행하
는 명사가 뜻하는 사물이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다’와 같은 의미를 나
타내게 된다. 예컨대 (34ㄱ)은 ‘지난 시간들이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
이 더 이상 그와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34ㅂ)은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죄송합니다’와 같은 의미를 드러낸다. 또
한, ‘어쨌든/어쨌건’은 [-VP든/건 어쨌든/어쨌건]25)이라는 구성으로 나

25) 그런데 이러한 구성을 이루는 ‘어쨌든/어쨌건’이 무조건 ‘어찌하-’의 활용형으로 분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보겠다. 

    ㄱ. 고백이든 자백이든 어쨌든 독고진 씨는 내가 좋다는 거네요.
    ㄴ. 일괄 보상이든 아니든 어쨌든 서류는 본인이 냈어야지 지급 받는 거 아닌가요?
    ㄷ. 그런데 생각해보니 토익이건 말하기건 어쨌건 단어는 알아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  

     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장들에서는 ‘어쨌든’은 동사 활용형보다 부사로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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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기도 한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5) ㄱ. 원래 실제적으로 강사이든 어쨌든 저희한텐 교수님이에요.  
        ㄴ. 대학에서 합격 학생부 종합이든 어쨌든 교과 전형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학업적 능력입니다. 
        ㄷ. 그것이 비록 날조된 신화화였건 어쨌건 그런 존재가 필요하  
            죠.
        ㄹ. 근데 누가 봐도 뻔히 순서가 보이는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텅텅 비어있건 어쨌건 정류장에 온 순서대로 타야 하지 않  
            나요?
 
(35)에서는 ‘어찌하-’는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이고 불특정한 사태를 지
시한다는 기능을 한다. (35ㄱ)은 ‘원래 실제적으로 강사이든 다른 경우
가 되어 있든 저한테는 교수님이에요’로 이해될 수 있고 (35ㄷ)은 ‘그것
이 비록 날조된 신화화였건 다른 것이었건 그런 존재가 필요하죠’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34, 35)에 나타난 ‘어찌하-’는 앞에 주어가 문
장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실제로는 구체적인 주어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어쨌든’에서의 ‘어찌하-’는 일반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주어를 가질 수도 있다. 이때 주어가 항상 생략된다. 다음 
(36)을 보도록 하겠다.

   (36) ㄱ.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앱을 이용할려면 가입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ㄴ.  그래서 이 지금 와서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급등은 막은 것 아니냐 아~ 요런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ㄷ.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 이게 그 뭐냐 법적 기한을 넘  
            어간 적이 전례가 있다 뭐 이런 주장하면서 구월 어쨌든 간  
            에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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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자신이 생각해도 과할 정도의 모욕을 주었건만 저렇게 태연  
            한 모습이라니. 인내심인지 아니면 천성적으로 착한 것인   
            지. 어쨌든 간에 보통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ㅁ. 어쨌건 간에 천명관 작가는 독자와 평론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작품을 지배하는 작가라고 생각한다.
        ㅂ. 어쨌건 간에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굶주림의 비율을  
            상당히 낮추는 데 성공한 건 사실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  
            으로 다루고 있더군요. 

(36)에서 ‘어쨌든/어쨌건’은 ‘(상황/일 등)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라
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6)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러한 의
미를 보인 ‘어쨌든/어쨌건’은 뒤에 항상 ‘-간에’가 따른다. ‘간에’는 항상 
‘-고 –고 간에’, ‘-든지 –든지 간에’와 같은 구성을 이루며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다.26) 그러면 ‘어
쨌든/어쨌건 간에’라는 구성에서 ‘어쨌든/어쨌건’은 동사 활용형으로 분석
되어야 함은 틀림없다.

3.2.2. 부사 ‘어쨌든/어쨌건’

  부사 ‘어쨌든/어쨌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7)《표준국어대사전》
         ㄱ. 어쨌든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 
             예) 자기 대신 밤을 새워 주는 것을 생각하면 어쨌든 고마  
                 운 일이다.
26)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 38 -

         ㄴ. 어쨌건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계없이. 
             예) 말은 약간 듣기 거북해도 이 사람은 어쨌건 우리들의  
                 손님이오.

   (38)《연세현대한국어사전》
         ㄱ. 어쨌든
           ①(앞에서 언급한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예)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가 있는 것  
                  만은 틀림없다.
           ②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에 상관없이. 뭐니 뭐니 해도.
              예) 대학생이란 어쨌든 선택 받은 환경의 사람들이다.
           ③결론적으로 말하여.
              예) 벽에 붙은 도면을 잡아 뜯지를 않나 어쨌든 장난이   
                  보통이 아닌 개구쟁이들이었다.  
         ㄴ. 어쨌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예)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어쨌건 다행이야.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어찌 되
었든 (상관없이)’와 같은 의미는 동사 ‘어찌하-’의 활용형인 ‘어쨌든/어
쨌건’의 의미이지 부사로서 가지는 독자적인 의미는 아니다. 또한, 《연
세현대한국어사전》에서는 ‘어쨌든’의 의미를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
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에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말하여’와 같
은 세 가지 의미로 세분하였는데 본고는 부사 ‘어쨌든’의 의미를 이렇게 
세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연세현대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한 예만 보면 이 세 의미는 근본적인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



- 39 -

이다. 그러면 부사로서 쓰일 때 ‘어쨌든/어쨌건’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보이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본고는 중국어 ‘反正(반정)’27)의 경우를 
참고해서 부사 ‘어쨌든/어쨌건’의 의미를 ‘후행 발화를 마치 그것이 결론
인 것처럼 강조함’으로 기술하겠다. 즉, 앞에서 언급한 주제에 대해서 화
자 스스로가 발화의 초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꼬집어서 그것이 마치 결
론인 것처럼 발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사전에서 제시한 예문을 모
아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39) ㄱ. 자기 대신 밤을 새워 주는 것을 생각하면 어쨌든 고마운 일  
            이다.
        ㄴ. 말은 약간 듣기 거북해도 이 사람은 어쨌건 우리들의 손님  
            이오.
        ㄷ.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ㄹ. 대학생이란 어쨌든 선택 받은 환경의 사람들이다.
        ㅁ. 벽에 붙은 도면을 잡아 뜯지를 않나 어쨌든 장난이 보통이  
            아닌 개구쟁이들이었다.
        ㅂ.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어쨌건 다행이야.

(39ㄱ)은 ‘자기 대신 밤을 새워 주는 것을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라고 
해도 문장의 의미에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나 ‘어쨌든’을 사용함으
로써 후행 발화, 즉 ‘고마운 일이다’가 화자가 생각하기에 그 일에 대해
서 가장 돋보이고 싶은 내용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을 사용
함으로써 후행 발화가 강조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결론이 가장 많이 

27) 柏阳(2012)에서는 부사 ‘反正(반정)’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의미이
자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든 결과는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기정된) 사실을 내세움’을 나타내는 것이며 세 번째 의미는 
‘앞에 서술한 말을 정리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 ‘总之(총괄적으로 말해서)’와 바꿔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 40 -

강조 받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쨌든’에는 후행 발화가 마
치 결론처럼 느껴진다는 뉘앙스도 들어가 있다. (39ㄴ~ㅂ)도 마찬가지
이다. 또한, (39)를 통해서 엿볼 수 있듯이 ‘어쨌든/어쨌건’은 복문에 많
이 쓰이는데 특히 후행절에만 나타난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어쨌
든/어쨌건’이 복문에서 후행절의 내용만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말
뭉치에서도 그렇다. 이것은 ‘어쨌든/어쨌건’의 사용이 어떠한 특정 주제
를 배경으로 해야 하는데 복문에서는 연결어미로 어이진 두 절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그 주제를 앞 절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어쨌건’이 복문에서 쓰이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40) ㄱ. 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와야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ㄴ. 몇 개월만 면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듯하네요...
        ㄷ. 지금 우체국 사이트가 안 돼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보내긴 보냈다니 안심입니다. 
        ㄹ. 이렇게 쓰면 50만 원 정도는 쓰게 되는 건데, 둘이 가서 50  
            만 원에 해외여행 다녀오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네요.
        ㅁ. 방금 열 시에 집 전화로 벨이 울리더군요. 많이들 그렇듯이  
            별로 쓰지도 않는 데다가, 별로 이런 일이 없는데, 전화기  
            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쨌든 가서 받았습니다.
        ㅂ.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  
            건 제가 느끼기에는 타 후보들과 비교 불가라고 저는 확신  
            합니다.
        ㅅ. 우메쉬 비나약 쿨카르니 감독 스스로가 밝혔듯이 자신의 어  
            린 시절의 모습을 닮은 사미르는 비록 나약하지만 어쨌건   
            삶의 의미를 조금씩 터득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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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유교 영향도 컸겠지만 어쨌건 지식인층이 혁명에 없으면 결  
            국 혁명은 동력을 잃게 된다는 걸 보여줬음.

   (41) ㄱ. 중학교 때는 친하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그리 많이 친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잘 알던 친구더라고요....
        ㄴ. 사고 당시 음주였는데 어쨌든 자기는 어차피 음주로 형사처  
            분 받으니까 배째라는 식입니다.
        ㄷ. 저도 속는 셈 치고 여자친구 하나 사 줬는데 어쨌든 정품이  
            라 다행입니다.
        ㄹ.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SATA 케이블로도 소리는 분  
            명 변하는 걸 오늘 직접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ㅁ. 뭐 자기 입으로 훈련소만 두 번이라며 강조하는데 어쨌든   
            군번줄 두 줄 있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ㅂ. 20년 정도 전인가 친구 놈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만화책을 샀음.
        ㅅ. 어플 연결하는 건 좀 헤매긴 했는데 어쨌건 연결했네요.
        ㅇ. 2차 대전 이후 최대 불황이라는데 어쨌건 우리나라는 다행  
            히 신용등급이 올라서 일본이나 중국과 같아졌단다. 

말뭉치를 살펴본 결과, ‘어쨌든/어쨌건’이 ‘-지만’, ‘-는데’로 이끄는 복
문에 나타나는 일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40)은 ‘어쨌든/어쨌건’이 
‘-지만’과 공기한 예를 보여주었고 (41)은 ‘어쨌든/어쨌건’이 ‘-은/는데’
와 공기한 예들이다. 이들 문장에서는 ‘어쨌든’을 사용함으로써 후행절이 
뜻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그것이 마치 결론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만’, 
‘-은/는데’ 말고 ‘어쨌든/어쨌건’이 다른 연결어미로 이끄는 복문에 나타
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2) ㄱ. 실질적으로 저희 네 식구가 살아가려면 어쨌든 입에 풀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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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잖아요. 
        ㄴ. 그걸 쓰려면 어쨌든 그걸 변형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데 나  
            는 그 세월호 참사 다음날 자살한 교감선생님을 생각했어   
            요.
        ㄷ. 미국 일본이 제도권 내에 자리잡아 있고, 가상화폐가 미래  
            의 부정할 수 없는 대세라면 어쨌든 미쳐 날뛰는 거래상황  
            을 진정시켜야 되며 음성적인(테러지금이나 비자금관리) 악  
            용이 있지 않게 하는 게 옳습니다.
        ㄹ.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 그다음에 또 내년도 성과를 내려   
            그러면 어쨌든 협치에 좀 더 많은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어  
            요.
        ㅁ. 그 돈을 보내주면 어쨌든 최소한 아이의 생존권이 보장되잖  
            아요.
        ㅂ. 외모로 하자면 어쨌건 기인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ㅅ. 경기 초반 경기 흐름이 갈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쨌건 포  
            스트시즌의 특징상 한두 점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ㅇ. 트위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어쨌건 관심의  
            불균형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43) ㄱ.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됐으니 어쨌든 임대인이 나가는 게 합  
            법적이라는 것이다. 
        ㄴ. 제가 한 거라곤 클린 설치 밖에 없으니 어쨌든 결과적으론  
            하긴 잘했단 생각이 드는군요!!
        ㄷ. 뭐 생겼으니 어쨌든 집에 설치하려고 보니 좀 골 때리네요.
        ㄹ.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창당 합당 등등 이러저러한 과  
            정을 어지러이 거쳤으니 어쨌든 다른 새로운 정당이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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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떡값 대표 검사가 검찰총장 되었으니 어쨌든 삼성 사태를   
            막으려면 명박이 대통령 시켜야겠죠.
        ㅂ. 인터넷 사회는 '대중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그것이 아니라  
            고 부정할지라도, 최소한 국정교과서 사회 도덕관에서 그렇  
            게 규정되어 있으니 어쨌건 그 사실을 부정할 길이 없다.
        ㅅ. 결과적으로 국어사전에 없으니 어쨌건 현재 불사의라는 단  
            어는 일본식 한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ㅇ. 개에 대해서는 본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으니 어  
            쨌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42)는 ‘어쨌든/어쨌건’이 ‘-(으)면’과 공기하는 경우이고 (43)은 ‘어쨌
든/어쨌건’이 ‘-(으)니’와 공기한 경우이다. (42, 43)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어쨌건’의 사용과 더불어 뒤이은 내용이 강조되고 그것이 마치 
결론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한편, ‘어쨌든/어쨌건’이 꼭 복문의 후행절
에 나타나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 다음 (44)를 보도록 하겠다.

   (44) ㄱ. “어쨌든 사회는 성적 순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성적과  
            진로 고민에 시달려 건강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 “나…나도 알아 인마! 어쨌든 거짓말 안 했잖아! 넌 마 양놈  
             워싱턴 보다 못한 놈이야!”
        ㄷ. 내가 내부에 대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조용히 있는  
            게 어쨌든 도와주는 거잖아요. 
        ㄹ.-지란 이런 일로 학교에 오게 하고 싶진 않았어.
          -어쨌든 기꺼이 와 주셨잖아. 근데... 왜 이러고 있어?
        ㅁ. 또 그는 계속 신세 한탄하는 최강치를 보며 “사내놈이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어쨌든 살아 있으니 됐잖아”라고 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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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왜 줄리아 로버츠 대신 나를 캐스팅했지? 솔직히 말해봐”라  
            고 하자, “사실 로버츠한테 물어보긴 했지. 근데 안 한대.   
            어쨌건 당신은 쓸 만하잖아. 싸고 또 내 아내이기도 하고…
        ㅅ. 사실 4대 보험 가입은 어쨌건 의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  
            대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ㅇ. 그리고 오늘 어쨌건 3무 기자회견이었잖아요. 시나리오도   
            없었고 질문지도 없었고 그리고 편집도 전혀 없는 그런 내  
            용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44)는 ‘어쨌든/어쨌건’이 단문이나 복문의 선행절에 쓰인 예들이다. 이
때의 ‘어쨌든/어쨌건’은 여전히 후행 발화 내용을 강조한다는 기능을 하
는데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인지는 더 이상 문장에서 찾아낼 수 없고 앞
뒤 문맥이나 담화 내용에서 찾아야 하게 될 뿐이다. 이때 (44)에서 보여
준 것처럼 ‘-잖아’와 잘 공기한다. ‘-잖아’는 화자가 이미 정보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을 청자에게 확인하려고 할 때 쓰이는데28) ‘-잖아’의 사
용으로 ‘어쨌든/어쨌건’이 가진 ‘강조’의 의미가 더욱 돋보이게 된다. 물
론, ‘어쨌든/어쨌건’은 ‘-잖아’ 없이도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8) 원해영(2011)에서는 화자가 정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잖
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① 상대방에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리는 것.
    ②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정정하여 주는 것.
    ③ 상대방에게 정보를 환기시킴으로써 재촉이나 원망, 핀잔 등을 하는 것.
    ④ 발화 내용을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정보의 내용을 기  

    정화하는 것.
    ⑤ 화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동조를 요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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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ㄱ. 하루에 만 5천 원이면... 혹할 사람들 좀 있겠네요. 뭐 어쨌  
            든 기소유예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ㄴ. 박성현 주필이 정리해놓은 거 양 박사가 링크해놓은 거 있  
            습니다. 어쨌든 엠아르아이 아니라도 치과 진료기록 건강보  
            험증 번호 엑스레이 오류투성이니까 걱정 마세요.
        ㄷ. 실망스럽다가도 이런 글 보면 또 마음이 바뀌고...어쨌건 이  
            번에는 한 표 찍어 드리겠습니다.
        ㄹ. 경기권이면 경기대인가요? 어쨌건 축하합니다.

(45)에 쓰인 ‘어쨌든/어쨌건’은 여전히 후행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기
능을 하고 있다. 근데 그보다 ‘마치 결론인 듯이’라는 의미는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이때 ‘어쨌든/어쨌건’의 담화 연결 기능이 더 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45)에 쓰인 ‘어쨌든/어쨌
건’을 ‘화제 정리’라는 텍스트적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런데 (45)에 사용된 ‘어쨌든/어쨌건’은 여전히 부사 ‘어쨌든/어
쨌건’의 의미, 즉 ‘후행 발화를 마치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강조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45)에 쓰인 ‘어쨌든/어쨌건’은 담화표
지로 변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3. 담화표지 ‘어쨌든/어쨌건’

  ‘어쨌든/어쨌건’은 동사 활용형도 아니고 부사도 아닌 다른 기능도 보
이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6) ㄱ. (투수가 병이 들어 공을 제다로 못 던진다는 얘기를 하다   
             가)
            김청장: 병이 들어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  
                    하는 건 아무도 원지 않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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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경제력이나 권력도 그렇잖습니까.
            김청장: 맞아. 제아무리 욕심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 정도  
                    의 돈은 갖길 원하고...
            보좌관: 심지어 청장님처럼 대단한 야심가가 아닌 사람도...  
                    삶의 주인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잖  
                    습니까.
            김청장: 기억해 줘서 고맙군.
            보좌관: 뭐, 한두 번 들었어야 잊어버리지 말입니다. 하하...
            김청장: 또 말리는 기분이야... 어쨌든 그건 투수들도 마찬  
                    가질세. 그들이 던지는 건 그저 공이 아니거든.
        ㄴ. 만 식: 제가 밤마다 으슥한 데란 으슥한 데는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이 잘 모르는 우범지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고 문: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동현 아버님, 밤마다 으슥  
                   한데는 왜...
            만 식: 네? 아.. 그.. 그건.
            동 현: (속엣말, 에코) 에혀. 엄마가 허구헌날 왜 이렇게 말  
                   했는지 알겠다.
            순 영: (에코) 하여튼 허술한 인간~ 어설픈 인간~ 답 없는  
                   인간~!
            고 문: 어쨌든 우범지대까지 생각하고 오셨다니.. 맘 먹고   
                   열심히 하시려나 보네.
            만 식: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부터 당장 나오겠  
                   습니다.
        ㄷ. 후 라: 여러분...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반갑  
            고 기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무대에 서 봤지만, 동네  
            마당엔 처음 서봅니다. 그런데 참 좋네요.
            동 현: 삼촌, 어쩌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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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식: 그러게 말야. 일이 점점 커진다. 어떻게들 알고 오는  
                   거냐?
            백 부: 산책하다... 마이크 소리도 나고 하니 신기해서 들어  
                   와 보는 게지.
            만 식: 저쪽에.. 재개발 동네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백 부: 이거 점점 판이 커지는구만. 어쨌든 그동안 속시끄  
                   러운 일도 많았는데. 잠깐이라도 한시름 놓고 즐기  
                   면 좋겠네.
            만 식: 그러게요.
            후 라: (마이크 에코) 그럼, 부족한 실력이지만 노래 시작  
                   하겠습니다.

(46)에서 ‘어쨌든’은 ‘화제 복귀’의 텍스트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예컨대, (46ㄱ)의 경우에는 투수가 병이 들어 공을 제다로 못 던진
다는 얘기를 하다가 경제력이나 권력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돌렸는데 화
자가 ‘어쨌든’을 사용함으로써 화제를 다시 ‘투수’에 대한 얘기로 복귀시
켰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쨌든’을 ‘어떻게 되어 있든’이라는 의미를 나타
내는 동사 활용형으로 볼 수도 없고 ‘후행 발화를 마치 결론처럼 강조
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보기에는 또한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
때의 ‘어쨌든/어쨌건’은 ‘화제 복귀’라는 텍스트적 기능을 그 주된 기능으
로 하는 담화표지로 보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한편, 김상훈(2013)에서도 ‘어쨌든’을 담화표지로 본 바 있는데 김상훈
(2013)에서는 담화표지 ‘어쨌든’의 발화 기능으로 ‘화제 복귀’, ‘자기 발
화 강조’, ‘자기 발화 정리’로 제시하였다. 김상훈(2013)에서 제시한 ‘자
기 발화 강조’ 및 ‘자기 발화 정리’의 기능을 보인 ‘어쨌든’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48 -

   (47) ㄱ. 메아리: 지금 다했어요?
            세 라: 어쨌든, 태산씨는 아니야.
        ㄴ. 도 진: 지금도 자신 없지만 노력하고 싶어졌으니까.
            이 수: 어쨌든, 제 대답은 ‘노’예요.

   (48) 병희는 뭔가 이상해. 뭐랄까. 알듯 모를 듯. 묘한 느낌이 있어.  
         웃고 있는데도 슬퍼 보이기도 하고...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인  
         지. 어쨌든 그런 아이는 처음 봐.

김상훈(2013)에서는 (47)에 쓰인 ‘어쨌든’이 ‘자기 발화 강조’의 기능을, 
(48)에 쓰인 ‘어쨌든’은 ‘자기 발화 정리’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
데 본고는 (47, 48)에서 보인 ‘어쨌든’은 완전히 담화표지로 변해 버렸
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즉, 여전히 부사 ‘어쨌든’의 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지 (47)에서 ‘강조’의 의미가 
돋보이게 되고 (48)에서 ‘마치 결론인 듯’이라는 의미가 돋보이게 될 뿐
이다. 

3.3. ‘어쩌다(가)’
 
  ‘어째’, ‘어쨌든/어쨌건’과 마찬가지로 ‘어쩌다(가)’도 동사 활용형으로 
분석될 수 있기도 하고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부사로 분석될 수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어쩌다(가)’의 다양한 용법을 살펴볼 것이다. 

3.3.1. 동사 활용형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리고 그 준말인 ‘어쩌다’29)는 의미·기능이나 분포 양상 
29) ‘어쩌다’는 일반적으로 ‘어쩌다가’의 준말로 분석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

과 같은 예들에서는 ‘어쩌다’는 ‘어쩌다가’의 준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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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어쩌다’와 ‘어쩌다가’를 구별하
지 않고 ‘어쩌다(가)’로 기술하기로 하였다. ‘어쩌다(가)’가 동사 활용형
으로 분석될 때 설명의문문에 쓰여 후행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한 원
인에 대해 질문한다는 기능30)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49)를 보
겠다. 

   (49) ㄱ. 전 어쩌다 스티브의 인질이 되었을까요? 그 얘길 듣고 싶으  
            시다면 절 해외영업부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ㄴ. 저 귀한 분이 어쩌다가 우리 집엘 다 오시게 된 거유? 내   
            자식놈한테 아무리 물어도 당최 말을 안 해줘.
        ㄷ. 나가서 네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해. 루다내 적성에 맞는 공  
            부, 그게 뭐지? 자아(에코)어디보자.... 바이올린에도 졌고,  
            사관학교에서도 버려졌고, 넌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ㄹ.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미리 알지 않았으면 보고도 넌 줄  
            못 알아봤겠다. 
        ㅁ.-나는 잘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도 잘 만났고 공부도 많  
             이 했죠. 결혼도 잘했고 대체로 다 좋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ㄱ. 이유는 너희는 아직 나를 조사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 어쩌다는 걸 돌려서  말할  

     듯...
    ㄴ. 한 세대와 누구의 시대가 끝났다 어쩌다 말하는 것은 어색한 것이다.
    ㄷ. 실추되는데 이번에 bbk 이 사건이다 어쩌다 아무리 뉴스에서 지껄여도 내 귀는 닫혔    
        다.
    ㄹ. 북한이 EMP탄 공격을 하겠다 어쩌다 위협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EMP    
        탄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무기를 갖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예문들에서는 ‘어쩌다’는 [S다 어쩌다 하-] 구문을 이루는데 이때 ‘어쩌다’는 ‘어쩌
다가’의 준말로 분석될 수 없고 ‘어쩌-’와 종결어미 ‘-다’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 ‘어쩌
-’는 앞에 나온 S에 대응되는 말로 확실하지 않은 어떤 사태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어쩌-’는 비한정사로서의 용법을 보임은 분명하다. 또한, 그 활용 양상을 보면 여기서의 ‘어쩌-’
는 형용사로 보아야 할 듯하다.
30) ‘어쩌다(가)’가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연결 어미 ‘-다(가)’가 ‘인과’라는 확장 

의미를 가진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세진(2019)에서는 연결 어미 ‘-다가’의 원형 의미를 
‘계기’로 보고 그 확장 의미를 ‘전환’, ‘인과’, ‘조건’으로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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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였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제일   
             많이 다쳤어요.
        ㅂ.-아이구, 하마터면 내가 다른 차하고 정면으로 빡치기 할 뻔  
             했다니까, 엄마?
           -아니, 왜. 늘 조심운전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한눈 팔다가 그랬단   
             말야.
        ㅅ.-나 오늘 오디션 떨어졌어.
           -뭐? 왜? 아니 어쩌다가?
           -오디션 보러 갔다가 좀 늦었거든...

(49)는 ‘어쩌다(가)’가 설명의문문에서 쓰인 예를 보여주었다. ‘어쩌다
(가)’를 사용함으로써 (49ㄱ)은 ‘스테브의 인질이 되었다’는 원인, (49
ㄴ)은 ‘저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는 원인, (49ㄷ)은 ‘네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원인, (49ㄹ)은 ‘이렇게 되었다’는 원인에 대한 화자의 
의문을 나타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장들에서는 ‘어쩌다(가)’는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능을 하기는 하나 ‘왜’와는 조금 다르다. (49ㄱ)을 
예로 해서 보자면 ‘어쩌다(가)’를 ‘왜’로 대치하면 문장이 ‘전 왜 스티브
의 인질이 되었을까요’로 되는데 원래 문장인 ‘전 어쩌다 스티브의 인질
이 되었을까요’와 의미적인 차이를 보인다. ‘왜’는 단순히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어쩌다(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후행절이 뜻하는 
상태로 변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다. 단지 
‘그러한 과정’과 ‘후행절이 뜻하는 상태’ 사이에 [원인-결과]의 의미 관
계가 성립하므로 ‘어쩌다(가)’가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일 뿐이다. 
  또한, (49ㅁ~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쩌다(가)’는 항상 후행절
이 생략된 채 나타나기도 한다. (49ㅁ~ㅅ)에서는 문장이 각각 대체로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늘 조심운전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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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뻔했어?’, ‘어쩌다가 떨어졌어?’ 정도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49ㅂ, ㅅ)을 통해서 엿볼 수 있듯 ‘어쩌다(가)’가 ‘아니’와 같은 ‘놀
라움’을 나타내는 담화표지와 잘 어울린다.31) 이 외에 ‘어쩌다(가)’는 다
른 감탄사와도 어울릴 수 있는데 그 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50) ㄱ.-지금 완전 비상사태에요...까딱하면 동물원이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세상에 어쩌다가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서서히 곪았던 부위가 터진 거죠...
        ㄴ.-그런데 왜?
           -잃었습니다. 아이도 엄마도, 모두.
           -저런...어쩌다...
           -그때 아내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가지만 않았어도.

(50ㄱ)은 ‘어쩌다(가)’가 ‘세상에’와 공기하는 예이고 (50ㄴ)은 ‘어쩌다
(가)’가 ‘저런’과 공기하는 예이다. ‘세상에’, ‘저런’, ‘아니’는 모두 놀라움
을 나타낸다는 담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다(가)’
는 특히 ‘뜻밖에’의 의미를 드러낸 문맥과 잘 어울린다는 특성을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어쩌다(가)’는 또한 수사의문문에 쓰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그
렇게’, ‘이렇게’, ‘저런’, ‘이런’ 등 직시소와 공기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
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51) ㄱ.-많이 추우세요? 화로에 불이 잘 꺼지네요. 잠깐만요. (일어  
             나 난로 열다가 뚜껑을 떨어뜨린다.) 아!
           -아이고 어디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어쩌다가 손을   
             그렇게 떠시고.
31)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에 대해서는 김은정(1998), 신아영(201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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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흥, 뭐 이쁘다고 밥을 챙겨줘요. 그리고 이 시간에 들어오  
            면서 밥 안 먹었을까 봐.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아들밖에   
            몰라.
           -(속으로)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죽었음  
            좋겠다. 딱 사라지고 없음 좋겠는데...
        ㄷ. (혼잣말) 허 기가 차서... 남자들 술자리에서나 할 얘길 왜  
            나한테 하고 그래? 미친 새끼. 어쩌다 동생은 그런 놈을    
            만나서... 학벌? 다 소용없다. 남자가 가장 노릇을 해야지,   
            가장하기 싫으면 밥값이라도 하든가. 미친 놈.
        ㄹ.-응,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전 남친한테 폭행 당하고 있던   
            여자를 구해줬는데 그때 그 남자하고 격투를 벌이다가 손가  
            락이 그렇게 됐대.
           -그런데 용감한 시민상까지 탄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51)에서는 ‘어쩌다(가)’는 의문문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문장은 어떠한 
대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화자의 ‘놀라움’, ‘안타까움’, ‘못마땅함’ 등 감
정을 나타내는 담화적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편, 의
문사로 기능할 때 ‘어쩌다(가)’는 간접 의문절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52) ㄱ. 평생 멋져 보이는 것만 좇아 나름 성실히 살았는데 어쩌다  
            자신이 무능력한 가장이 되어버렸는지 기동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었다.
        ㄴ. 내가 어쩌다 동물원에서 일하게 됐는지 이야기 했나? 
        ㄷ. 의로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쩌다가 거리로 내몰리게 됐는지 그 사연을 듣고 싶  
            었습니다.
        ㄹ. 내가 격리실 있으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 내가 살아 돌  



- 53 -

            아 가거든 미쓰리한테는 그 얘기를 꼭 들려줘야지 그랬었   
            다. 적어도 어쩌다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는..친구라면  
            알아야 할 것 같았어.
        ㅁ. 웃지마...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 내 발등찍고 싶다.
        ㅂ. 그분들이 어쩌다가 보조금으로 연명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  
            면, 그분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위에서 제시한 예문들에서 ‘어쩌다(가)’는 모두 의문사적 용법을 보이는
데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는 의문사적 용법이 아니라 비한정사적 용법
을 보인다. 다음 (53)을 보겠다.

   (53) ㄱ.-그러게요. 홍콩 영화를 보면서 빛나는 꿈을 키웠지만 지금  
             은 그 꿈이란 게 먹고 사는 일에 지고 말았네요.
           -그래요. 어쩌다 보니 꿈은 생존을 이길 수가 없더라구요.
        ㄴ. 어쩌다 보니 일본 오사카로 2박 3일 다녀오게 되었네요.
        ㄷ. 리뉴얼 끝나고 이런저런 일에 더해, 어그로가 출몰하고 어  
            쩌다 보니까 사이트 자체가 휘청휘청하는 느낌이네요.
        ㄹ. 어쩌다 보니 맥프레 2015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 되어버  
            렸습니다.
        ㅁ. 해보세요. 어쩌다 보면 인생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죠.
        ㅂ. TV홈쇼핑이 사실은 되게 다양한 구성으로 많이 공개를 하  
            지만 사실 어쩌다 보면 이제 나한테 필요 없는 구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ㅅ.-나후라 아저씨 맞지?
           -어. 어떻게 알았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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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에서 보여주었듯이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일 때 ‘어쩌다(가)’는 항상 
[어쩌다(가) 보니/보면] 구성으로 나타난다. [VP다(가) 보니/보면 VP]
라는 구성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어쩌다(가) 보니/보면]이라는 구성이 역
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단지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인 ‘어쩌-’ 때문
에 그 행동을 명시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다(가)’는 선행
절의 사태가 후행절에서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 즉 ‘전환’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불확실한 사태로 가다가 
어떠어떠한 사태로 변화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53ㄱ)의 경우에는, ‘어
쩌다 보니 꿈은 생존을 이길 수가 없더라구요’라는 문장은 ‘꿈은 어떤 
불확실한 과정을 거치다가 생존을 이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해될 수 있다. 중국어로 번역할 때 ‘어쩌다(가) 보니/보면’이 ‘어느새, 모
르는 사이에’라는 의미를 뜻하는 ‘不知不觉间’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바
로 ‘어쩌다(가)’가 가지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53ㅅ)
에서는 ‘어쩌다(가)’는 ‘어쩌다(가) 보니/보면’ 구성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어쩌다(가) 보니/보면’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해서 (53
ㅅ)의 ‘어쩌다(가)’도 역시 비한정적 용법을 보이는 동사 ‘어찌하-’의 활
용형이라고 생각된다.

3.3.2. 부사 ‘어쩌다(가)’

  부사 ‘어쩌다(가)’는 동사 활용형인 ‘어쩌다(가)’로부터 어휘화된 것이
다. 부사 ‘어쩌다(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뜻밖
에 우연히’, ‘이따금 또는 가끔가다가’와 같은 두 가지 의미로 기술하였
고 《연세현대한국어사전》에서는 ‘뜻밖에 우연히’로 기술하였다. 본고는 
‘이따금’과 같은 의미를 가진 ‘어쩌다(가)’를 ‘어쩌다(가)1’로, ‘우연히’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어쩌다(가)’를 ‘어쩌다(가)2’로 기술해서 논의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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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쩌다(가)1’

  말뭉치를 살펴본 결과, ‘어쩌다(가)1’는 ‘한번씩’, ‘한번’, ‘가끔’, ‘간혹’ 
등 빈도를 나타내는 말과 잘 공기한다. 예를 들면 다음 (54)와 같다. 

   (54) ㄱ. 숨 막혀, 어쩌다 한번씩이지만, 아버지하고 부딪치는 게 정  
            말 싫어. 
        ㄴ. 어쩌다 한 번은 먹을지 몰라도, 김치처럼 그렇게 매일 먹을  
            건 아니잖아.
        ㄷ. 저런 자는 어쩌다 한둘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자가 대선  
            후보감으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ㄹ. 구조조정도 어쩌다 한번이지 너무 자주 하면 회사가 안 돌  
            아가.
        ㅁ.-무슨 소설 쓰세요?
           -로맨스 소설이요. 독자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이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반응은 괜찮은 편이예요. 소설 읽으세요?
           -뭐 가끔...어쩌다가.
        ㅂ. 야 니 동생이 어쩌다 가끔 해주는 청소인데...
        ㅅ. 예전에는 어쩌다 열라 흐름 탔을 때 간혹 1, 2개 점령하는  
            정도였고, 더민주, 정의당 지지자들이 거의 돌려치기 하는  
            게 맨날 다음 장행이었는데...

(54)에서 보여줬듯이 ‘어쩌다(가)1’는 ‘한번씩’, ‘한번’, ‘가끔’, ‘간혹’ 등 
빈도를 나타내는 말과 공기하여 ‘가끔, 이따금’의 의미를 드러낸다. 즉, 
‘어쩌다(가)1’는 후행하는 말이 뜻하는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님
을 의미한다. 예컨대 (54ㄱ)은 ‘아버지와 부딪친다는 일’, (54ㄴ)은 ‘먹
는다는 일’, (54ㄷ)은 ‘저런 자가 있다는 일’, (54ㄹ)은 ‘구조조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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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54ㅁ~ㅅ)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가끔, 간혹’과 공기함으로써 ‘어쩌다(가)1’가 지닌 ‘가끔, 이
따금’의 의미가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1’가 꼭 ‘한
번, 가끔’ 등 저빈도를 나타내는 말과 공기해야 ‘가끔, 이따금’과 같은 의
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살펴보겠다.

   (55) ㄱ. 비할 순 없지만 카프도 만년 최하위였습니다. 어쩌다 5위만  
            해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지요.
        ㄴ. 그렇다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정신병자들이 있으니 조심하  
            자는 거지...
        ㄷ. 잘생겼잖아요. 어쩌다 활짝 웃을 땐 자애원 여자애들이, 아  
            니 수녀님까지도 설렌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ㄹ. 동운의 공중보건의 생활은 시골 사람들 특유의 따듯하다 못  
            해 따갑기까지 한 지나친 관심과 심심함의 연속이었다. 어  
            쩌다 찾아오는 친구는 구세주처럼 반가웠다.
        ㅁ.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말은 어느덧 청옥 빛 동해  
            바다에 닿았다. 어쩌다 먼 곳에서 동해 바다의 한 자락을   
            훔쳐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바다에서 보기는 처음이다.
        ㅂ.-그래서 주인에게 사정을 했더니 안 되면 월세로 돌리라고  
            하더래...그래서 부동산을 전전하며 전세를 알아보러 다녔지  
            만 물건 자체가 없다네.
           -그럼요, 대부분 월세 아니면 반전세들만 있죠....
           -어쩌다 물건이 있어도 또 너무 비싸고..

(55)의 경우에는, ‘어쩌다(가)1’가 쓰인 문장에서 ‘가끔, 간혹, 한번’ 등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 나타나지 않으나 ‘어쩌다(가)1’는 여전히 ‘가끔, 이
따금’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뒷말이 뜻하는 행동이 반복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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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시 말하면 빈도를 가질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5ㄱ)
에서는 ‘5위를 하는 일’, (55ㄴ)에서는 ‘정신병자들이 있다는 일’, (55
ㄷ)에서는 ‘활짝 웃는 일’이 모두 빈도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계산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한다. 이럴 때는 ‘어쩌다(가)1’는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
하는 것이 아님, 즉 ‘가끔, 이따금’ 일어나는 일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55)에서 쓰인 ‘어쩌다(가)’는 적합한 상황이 주어지면 ‘가끔, 
이따금’ 말고 ‘우연히, 뜻밖에’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들 문장에서 ‘어쩌다(가)’가 ‘가끔, 이따금’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우연
히, 뜻밖에’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은 ‘가끔’과 ‘우연히’는 모두 ‘흔하지 
않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
끔’은 ‘빈도수가 낮다’는 의미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우연히’는 ‘의외, 뜻
밖에’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어
쩌다(가)2’의 경우를 보겠다.

② ‘어쩌다(가)2’

  다음 (56)과 같은 문장에서는 ‘어쩌다(가)’는 ‘가끔, 이따금’으로 해석
되기가 어색하고 ‘우연히, 뜻밖에’로 해석되어야 한다.

   (56) ㄱ. 오미아의 사체를 수장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물고기 밥이 되  
            었을 시간이며 어쩌다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오래된 익사체  
            는 임자 없는 주검으로 방치되었을 것이다.
        ㄴ. 어쩌다 낮잠이 들어버렸네.
        ㄷ. 어쩌다 권력을 잡은 박근혜, 우병우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ㄹ.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어쩌다 얻어걸린 것은 아닌 것  
            이 입증되고 있지만, 결과가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기대치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  
            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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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왜 그렇게 비행에 집착하니?
           -날고 있는 동안 나는 온전히 나야. 어쩌다 태어난 누구누  
             구의 혼외자도 아니고 불의 충동에 시달리는 미치광이도   
             아닌 그냥 나.
        ㅂ. 난 니가 승민이를 도와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미리 계획  
            을 알고 있었을 리도 없고. 어쩌다 그 장면을 봤던 거지.   
            엉겁결에 시계를 주웠고, 겁나니까 숨긴 거야...시계 가져와.  
            그럼 없던 일로 하지.

(56)에서는 ‘어쩌다(가)’가 ‘우연히’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
다. (56ㄱ)의 경우에는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일이’ 반복될 만한 일이 아
니므로 ‘어쩌다(가)’는 ‘가끔, 이따금’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56
ㄴ~ㅁ)도 마찬가지이다. (56ㅂ)의 경우에는 ‘그 장면을 봤다’는 일이 반
복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앞뒤 문맥을 봤을 때 (56ㅂ)의 ‘어쩌다(가)’를 
‘우연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현히, 뜻밖에’라는 의미에 [의도치 않음]이라는 의미 자질도 포
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의도치 않음]도 ‘어쩌다(가)2’의 의미를 이해하
는 데 매우 중요하다. 

3.4. ‘어쩌면’
 
  ‘어쩌면’은 동사 활용형으로 쓰이는 용법과 부사로 기능하는 용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어쩌면’은 동사 활용형으로 분석되기도 어렵
고 부사로 분석되기도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용법을 보인 
‘어쩌면’, 그리고 그 축약형인 ‘어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 59 -

3.4.1. 동사 활용형 ‘어쩌면’

  ‘어쩌면’은 동사 활용형으로 분석될 때 설명의문문에 쓰이는 것이 일
반적이다. 다음 (57)을 보겠다.

   (57) ㄱ. 부장님, 제 아내가 새로운 부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쩌면 좋죠?
        ㄴ. 나...어떡하면 좋아. 어쩌면 좋니 얘들아. 성적 떨어졌어. 하  
            아~
        ㄷ. 난 이미 마린에게 설득당하고 있었다...도대체 이 아이를 어  
            쩌면 좋지...이 사랑을 어쩌면 좋지...
        ㄹ. 그와 반대로 상이 넷은 아오 이 새끼를 어쩌면 좋냐 하는   
            듯 실시간으로 절망하는 표정이 드러나고...
        ㅁ. 내 심장을 가격한 마린은 그저 해맑게 웃고 있다...어쩌면   
            좋을까...아 어쩌란 말인가...이 운명 같은 사랑 앞에서..
        ㅂ.-근데 지금 같아선 우리 가게에서 니가 할 일이 없을 것 같  
             으니 어쩌면 좋냐.
           -경영 개선을 해. 대박을 내야죠.
        ㅅ. 내가 어쩌면 돼?
        ㅇ. 내가 어쩌면 나를 용서해줄래?

(57)에서는 ‘어쩌면’은 ‘어떻게 하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방법에 대
해 질문하는 기능을 한다. 말뭉치 자료를 보면 ‘어쩌면’은 동사 활용형으
로 기능할 때 특히 ‘어쩌면 좋니/좋아/좋냐’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어를 
가질 수도 있고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으며 주어든 목적어든 모두 나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57ㄱ~ㅂ)은 바로 ‘어쩌면 좋-’과 각종 의문형 
종결어미, 예컨대 ‘-지’, ‘-니’, ‘-냐’, ‘-을까’ 등과 결합하는 예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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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어쩌면’은 (57ㅅ, ㅇ)에서처럼 ‘어쩌면 좋-’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
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어쩌면’은 수사의문문에 사용되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에서는 이러한 용법을 보이는 ‘어쩌면’을 부사로 보고 그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수사의문문에 쓰이는 ‘어쩌
면’은 여전히 동사 활용형일 뿐,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부사로 보지 않
겠다. ‘어쩌면’이 수사의문문에 쓰인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
다. 

   (58) ㄱ. 역시~ 우리는 전생에 부부였나 봐. “어쩌면 이렇게 제 마음  
            을 쏙쏙 맞히세요. 서방님?”
        ㄴ. 어쩌면 저렇게 멋진 플레이가 나올까.
        ㄷ.-그 아이 진짜 소원은 그게 아니었어....실은 그 아인 평생을  
             진, 너의 곁에서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
           -네에? 당신이란 사람...정말 어쩌면...어쩜 그런 짓을..
        ㄹ.-여기 베니스에서 이렇게 조선 분을 만날 줄이야. 반갑습니  
             다.
           -어쩌면 이리도 아름다울 수가 있죠?
        ㅁ. 영자씨, 영자씨 해가며 자신의 어머니를 닮았네. 어머니가   
            보면 며느리 삼고 싶어하겠네 했던 그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ㅂ. 어쩌면 이렇게 곱냐. 꼭 우리 해일이 애기 때 같애.
        ㅅ.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쳐버린 어깨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  
            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ㅇ. 히야.. ‘메시지를 깔 수 없으면 메신저를 까라’ 이 논리에 충  
            실한 분들 많네요. ㄷㄷㄷ 소름.. 어쩌면 이렇게 공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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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갖은 왜곡과 곡해 말 바꾸기는 덤. 알바들이 있긴  
            있군요.

(58)은 ‘어쩌면’이 수사의문문에 쓰인 예들이다. (58)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사의문문에 쓰일 때 ‘어쩌면’은 항상 ‘이렇-’, ‘저렇-’과 같은 
직시소와 공기 관계를 맺는다. ‘어쩌면’이 나타난 수사의문문은 대체로 
명제에 대한 강조의 담화적 기능을 한다. 예컨대, (58ㄱ)에서 ‘어쩌면 이
렇게 제 마음을 쏙쏙 맞히세요?’라고 발화한 것은 ‘제 마음을 쏙쏙 맞힌
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고 ‘제 마음을 아주 쏙쏙 맞힌다’는 의미
를 나타낸다. 단, (58ㄷ)에서는 ‘어쩌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한 것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담화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어쩌면’은 간접 의문절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58ㅇ)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동사 활용형 ‘어쩌면’이 간접 의문절에 
나타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59) ㄱ. 어쩌면 좋을지 알려줘.
        ㄴ. 그런데 최근 남편이 외도를 했다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  
            니다.
        ㄷ. 그의 책을 세 권이나 읽어도 가슴에 탁 와닿지 않는 문장들  
            을 도대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ㄹ. 괜찮은 직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청년들은 어쩌면 좋을지 알  
            수가 없다.
        ㅁ. 나라 망치고 집안 망치고 수험생 망치는 「과외극성」을 어  
            쩌면 좋을지 걱정이다.
        ㅂ. 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은지 막연한 기분이에  
            요.
       
(59)를 통해서 ‘어쩌면’은 간접 의문절에도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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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9)에서 ‘어쩌면’은 의문 동사의 활용형으로서 ‘-을지/ㄴ지’와 공
기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화자의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
다. 

3.4.2. 부사 ‘어쩌면’

  그동안 부사 ‘어쩌면’을 ‘아마, 혹시, 설마, 아무래도’ 등과 함께 추측성 
양태 부사라는 범주 안에 논의한 연구가 많다. 보일평(2017)에서는 ‘어쩌
면’을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여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그 
화용적 정보를 ‘화자가 추측을 할 때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기
술한 바 있으며 강민(2020)에서는 ‘어쩌면’을 ‘상황에 대해 확실하지 않을 
때 추측이나 짐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로 보고 그 의미적 특성을 
‘막연한 추측’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기반으로 부사 ‘어쩌
면’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핌으로써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부사로 기능할 때 각종 추측성 표현과 잘 공기한다는 것은 ‘어쩌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쩌면’이 ‘-을/는/은/ㄴ지 모르-’ 
구성과 공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말뭉치를 살펴보면서 알
게 될 사실이다. ‘어쩌면’이 ‘-을/는/은/ㄴ지 모르-’ 구성과 공기하는 경우
를 보면 다음과 같다. 

   (60) ㄱ. 이 사건, 우태진하고 관계있는 거죠? 인질범이 누굽니까?   
             어쩌면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습니까?
        ㄴ.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호흡과 심장박동을 멈추고, 체  
            온을 떨어뜨린 난시체나 다름없었어요. 대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시험 준비에만 전력할 수 있었죠. 어쩌면 그때   
            전 인간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ㄷ. 맞아, 천장이든, 방바닥이든, 같은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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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난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 자꾸 약한 생각만 들어.
        ㄹ. 그래, 인생의 기회는 세 번 찾아온다고. 어쩌면 지금이 그   
            중 한 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놓칠 수 없었다. 나는  
            그 한 번의 기회를 향해 있는 힘껏 손을 뻗었다.
        ㅁ. 어쩌면 성장이란 고통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인지도 몰  
            라.
        ㅂ. 어쩌면 차라리 이 녀석처럼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정   
            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상처 자체가 아닐 수도 있으니  
            까.
        ㅅ. 나 잡았다. 오.. 뱃구리에서 피가 터졌어. 이 피는 내 피야.  
            어쩌면 스티브 피하고 섞였을지도.
        ㅇ. 그러나 우리는 크면서 부모님이 그저 평범한 사람인 걸 알  
            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을 땐 세상에 배신감과 두려움이   
            느껴졌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웅이 필요했는지 모르  
            겠어요.

(60)은 ‘어쩌면’이 ‘-을/는/은/ㄴ지 모르-’ 구성과 공기한 경우를 보여주
었다. ‘-을/는/은/ㄴ지 모르-’ 구성 전체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쩌면’과 잘 공기하
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 또한, (60)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쩌면’은 
미래 사태에 대한 추측뿐만 아니라 과거 사태, 현재 사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다. 
  보일평(2017)에서는 ‘어쩌면’은 불확실한 추측으로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한 추측을 나타내는 ‘아마’와 이미 일어났거나 알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한 추측을 나타내는 ‘아무래도’보다 확신의 정도가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어쩌면’은 추측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이 추측은 ‘불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다. (60ㄹ)을 예로 해서 설명하자면 ‘지금이 그 중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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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도 모르다’라는 문장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다 ‘어
쩌면’을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그러한 추측을 하게 만든 근거는 불확실하
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어쩌면’이 사용된 문장의 명제가 참일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어쩌면’은 추측을 나타내는 ‘-을까’와도 잘 어울린다. ‘-을까’는 독백
의 특성을 지닌 종결어미이므로 ‘어쩌면...을까’는 혼잣말이나 속으로 하
는 말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음 (61)을 살펴보겠다.

   (61) ㄱ. 나는 그동안 우리 아빠에 대해서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   
             같아. 어쩌면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  
             각도 든다.
        ㄴ. 아빠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아빠의 트라우마는 뭐였을   
            까? 어쩌면 그것들 속에 바바리맨이 된 이유가 숨어 있을   
            까? 점점 아빠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ㄷ. (속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하긴 했지만 어  
            쩌면 이걸 예상하고 불안했던 게 아닐까, 나는?
        ㄹ. 손선영의 말투는 가볍고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백용준은 보  
            았다. 손선영의 두 눈에 맺힌 눈물과 앙다문 입술을. 어쩌  
            면 지금껏 기다려온 사건을 그리고 희생자를 허망하게 보내  
            버린 자책과 회한의 눈물일까?
        ㅁ. (독백) 어쩌면 빽도 선배도 저런 기분일까.
        ㅂ. 부장의 고함소리는 평소의 것과 확실히 달랐다. 어쩌면 연  
            예부에 불고 있는 자신의 탄핵 기운을 감지한 것일까?
        ㅅ. (속마음) 비행복을 입고 있는 너는 나와 단 1미터의 거리로  
            서 있지만 우리 사이엔 건너갈 수 없는 세계가 느껴진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게 꿈이었을까? 우리 서로 만난 적은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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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버님의 이마를 주름지게 하는 건, 어쩌면 세월이 아니라  
            자식새끼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61)에서는 ‘어쩌면’이 ‘-을까’와 공기하여 명제 내용에 대한 추측을 나
타내고 있다. 이 외에 ‘어쩌면’은 추측성 표현인 ‘-ㄹ/을 수 있-’과도 잘 
공기한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62) ㄱ. 벌써 한 달째야. 어쩌면 한 달이 넘었을 수도 있고.
        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부부라는 관곕니다. 아내  
            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특별한 사람이 되  
            었을 수도 있습니다. 
        ㄷ.-세상에 너무 가슴 아프네요...세상을 버린 그녀, 설마...우리  
            엄마가 이 노래 주인공을 모방 자살한 건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ㄹ. 제가 혜석씨의 흔적을 찾고 싶은 건, 어쩌면 이젠 도망가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서예요.
        ㅁ. 어쩌면...어쩌면 말인데요. 당신이 그 당시에 어떤 사건과 얽  
            혀 있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ㅂ. 그러나 그의 분석은 보다 섬세하고 어쩌면 훨씬 더 비극적  
            일 수 있다.

‘어쩌면’은 다른 추측성 표현, 예컨대 ‘-을/는/은/ㄴ 것 같-’, ‘-을 것-’, 
‘-리라’ 등과도 잘 공기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63) ㄱ. 그렇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아이들 데리고 카페에 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엄마들 마음도 짐작해 볼 수도 있잖    
            니. 어쩌면 너도 겪게 될 일이고.
        ㄴ.-어,언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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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좀 오래 거릴 것 같아. 어쩌면... 어쩌면....
        ㄷ. 우리 서에서는 이번 사건이 어쩌면 인신매매나 신종 장기   
            밀매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ㄹ. 206호 병실의 문이 열리고 조심스런 발소리가 다가오자 눈  
            을 감고 있던 양영자는 그대로 눈을 뜨지 않은 채 소리에만  
            집중한다. 어쩌면 외출 나갔던 박성호가 돌아온 것이리라. 
        ㅁ. 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는 남성이므로, 본 사건은 여성 혐  
            오 범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정신병 때문에 그  
            사람이 유달리 여성 혐오주의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ㅂ. 어쩌면...내가 기억을 잃기 전 과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맞으면 반나절은 뻗어있게 만듭니다.
        ㅅ. 어쩌면 항상 전면에 나서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던 본인의   
            색깔과 정치관, 능력 등이 분당을 통해서 전면에 드러나면  
            서 그동안 잘 모르고 이미지 때문에 지지했던 저 같은 사람  
            들에게 극명하게 실체를 보여주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ㅇ. 제 동생이면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릴 판. 어쩌면 님 부  
            모님 속도 속이 아닐 듯요. 

위에서 제시된 예문들은 모두 ‘어쩌면’이 추측성 표현과 공기한 경우이
다. 그러나 ‘어쩌면’은 추측성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에서 쓰여 ‘확
실하지 않지만 짐작하건대’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다음의 예
를 보고자 한다.

   (64) ㄱ. 몰라, 나도 지수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기쁨보다도 걱정이  
            앞섰고,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어쩌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도망치고 싶었으니까...
        ㄴ. 마법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대가가 없이는 소원도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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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아. 어쩌면 현실보다 더 공정한 세계가 이 마법의 세  
            계라고. 
        ㄷ.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장지로 출발하기 전 박성호는 끝  
            내 눈물을 흘린다. 어쩌면 아버지를 위해 흘릴 마지막 눈물  
            이었다.
        ㄹ. 그와의 침묵 속에는 어쩌면 달콤하기까지한 설렘이 들어 있  
            었다.
        ㅁ.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넋 놓고 기다  
            리고 있는 게 어쩌면 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64)에서는 ‘어쩌면’이 어떠한 추측성 표현과 공기하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건대’와 같은 의미를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부사 
‘어쩌면’ 자체가 이미 ‘추측’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을 의미한다.32) 

3.4.3. 담화표지 ‘어쩌면’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현대한국어사전》에서는 ‘어쩌면’을 부사 

3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다.
    
    ㄱ. 당시 경제부에서 금융권을 담당하던 제가 선배를 만난 건 어쩌면 대단한 행운이었  

     습니다.
    ㄴ. 아 그리고 변하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어쩌면 간단합니다. 문재인  

     씨와 안철수 씨가 협조해서..

   위와 같은 예문들에서는 ‘제가 선배를 말한 건 대단한 행운이다’, ‘(방법이) 간단하다’와 
같은 면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화자의 주관적 느낌에 많이 달린다. ‘간단하다’
는 객관 형용사보다는 주관 형용사로 분석되고 ‘대단한 행운이다’도 형용사는 아니지만 
주관 형용사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쩌면’은 명제에 대한 ‘추측’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을 듯하다. 화자가 자기의 마음을 추측한다고 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ㄱ)을 예로 하면, 문장은 ‘제가 선배를 만난 건 대단
한 행운이었다’로 이해될 수 있는 것 같다. 즉, 문장에는 “제가 선배를 만난 것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뉘앙
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에 쓰인 ‘어쩌면’은 추측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한 말이 정확한지는 모른다는 화자의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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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감탄사로도 기술하였는데 사전에서 제시한 ‘어쩌면’의 감탄사적 용법
을 보면 다음과 같다. 

   (65) ㄱ. 《표준국어대사전》
             놀라거나 따지거나 할 때 내는 소리.
             예)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ㄴ. 《연세현대한국어사전》
             감탄하거나 놀랄 때 하는 말.
             예) 어쩌면 이렇게도 책이 많고 책을 찾는 사람이 많은가.

그런데 본고는 위에서 제시한 용법은 동사 활용형으로서의 용법이지 감
탄사적 용법이 아니라고 본다. 앞에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동사 활용형 
‘어쩌면’은 수사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으며 문장이 특별한 담화적 기능
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놀라거나 감탄한다는 의미는 문장이 보인 화용
적 의미이지 ‘어쩌면’이 그러한 용법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어쩌면’을 감탄사로 본다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떻게’, ‘어째’ 등도 감
탄사로 보아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법은 ‘어쩌면’이 지닌 또 하나의 용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말뭉치를 찾아보면 ‘어쩌면’은 앞에서 논의한 동사 활용형의 
용법도 아니고 부사로서의 용법도 아닌 다른 용법을 보이기는 한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66) ㄱ. 생일인데 어쩌면 집에만 있게 생겼네요.   
        ㄴ. 어쩌면 참 불쌍하기도 하네요.
        ㄷ. 지금까지 피파온라인 2가 이어져 오는 것도 어쩌면 신기하  
            네요.
        ㄹ. 아니, 어쩜...어쩌면...진짜, 용하네. 경찰들두 좀 이렇게 찾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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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크를 량 베타 PC 사이트는 어쩌면 총체적 난국이네요.
        ㅂ. 어쩌면 토론은 성공이네요.
        ㅅ. 어쩌면! 感謝해라.
        ㅇ. “어쩌면! 뜨거운 물이 철철 나왔어요. 어제 샤워하면서 너무  
            좋아서 오늘 아침 체크아웃 하기 전에 한 번 더 샤워하고   
            나갈까 하고 오빠한테 물어봤지 뭐예요.”

(66ㄱ~ㅂ)에서는 ‘어쩌면’이 ‘-네’와 공기 관계를 맺고 있는데 동사 활
용형으로 기능할 때 ‘어쩌면’이 의문문 혹은 의문절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의 ‘어쩌면’은 동사 활용형일 수 없다. 또한, ‘-네’는 “지각
이나 내성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는 증거성에 대한 제약을 지닌다(박진
호 2011ㄴ)”는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한 증거를 통한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 ‘어쩌면’과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의 ‘어쩌면’은 부사 ‘어쩌
면’으로 불 수도 없다. (66ㅅ, ㅇ)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동사 활
용형으로 볼 수도 없고 부사로 볼 수도 없을 듯하다. (66)에 나타난 ‘어
쩌면’은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수의적이고 어떠한 명제적 의미를 가진다
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놀라거나 감탄의 감정을 나타내
는 담화표지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용법을 보인 ‘어쩌면’의 예는 실제로 많지는 않다. 
감탄이나 놀라움을 표출할 때 ‘어쩌면’보다는 그 축양형인 ‘어쩜’이 더 
많이 쓰인다. ‘어쩜’이 이러한 용법으로 쓰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67) ㄱ. 어쩜 다 이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좋다고 떠드는 것도 예  
            쁘고,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한숨 푹푹 쉬면서 버스에 타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렇게 또 이뻐.
        ㄴ. 어쩜 맞는 공식이네.
        ㄷ. 어쩜 비유 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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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어쩜 글씨체도 까칠하네.
        ㅁ. 어쩜, 조숙해라.
        ㅂ. 어쩜 귀엽기도 해라.
        ㅅ. 어쩜, 앙증맞기도 해라.
        ㅇ. 어쩜 다정해라.

(67)에서는 ‘어쩜’은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한 것도 아니고 부사로 기능
한 것도 아니다. ‘어쩜’은 (67)에서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하는 감정을 표
현하기 위해서 쓰인 담화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를 보면 ‘어
쩜’은 ‘어쩌면’보다 담화표지적 용법을 보인 예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쩜’이 가장 많이 보인 용법은 수사의문문에 쓰인 
것이다. 다음 (68)을 보겠다. 

   (68) ㄱ. 음주운전 꺼내서 벌레로 몰아가는 행태 보면 종북몰이 하던  
            수구들과 어쩜 그리 똑같은지 극과 극은 참 잘 통해요.
        ㄴ. 역사 교과서를 파시즘의 도구로 쓰려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  
            보니, 북괴와 생각하는 게 어쩜 그리 닮았습니까... 
        ㄷ. 앞뒤가 정말 어쩜 저리 안 맞을 수가.
        ㄹ. 어쩜 글씨체가 다 똑같냐.
        ㅁ. 와 어쩜 저렇게 잘 썼는지 감탄만.
        ㅂ. 어쩜 이렇게 안 느는지 미칩니다.
        ㅅ. 잘생기기도 한 남자가 어쩜 저렇게 멋진 생각을 가지고 살  
            아가는지!!
        ㅇ. 연희야...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또한, ‘어쩜’은 ‘어쩌면’의 축약형으로서 ‘어쩌면’이 보인 다른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음은 당연하다. ‘어쩜’이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건대’라는 의
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인 예와 동사 활용형으로서 일반 의문문에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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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69) ㄱ. 어쩜 좋죠 ㅠㅠㅠㅠㅠㅠㅠ
        ㄴ. 이놈의 팔랑귀 어쩜 좋아요.
        ㄷ. 어쩜 최강 KT님 말씀대로 담 밖에서 분열과 대결이 벌어지  
            는 탈당보다는 그것이 나았을 지도 모르겠네요.
        ㄹ.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쩜 새누  
            리당에 어시스트인지 모르겠네요.
        ㅁ. 어쩜 내가 생각했던 진보와 진실이 다른 것일까 봐 무섭네  
            요.
        ㅂ. 그 사실만으로도 어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일 테니까요.
   
(69ㄱ, ㄴ)은 ‘어쩜’이 동사 활용형으로서 설명의문문에 나타난 경우를 
보여주었으며 (69ㄷ~ㅂ)은 ‘어쩜’이 부사 ‘어쩌면’의 축양형으로서 기능
한 경우를 보여주었다.

3.5. ‘어쩐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나《연세한국어대사전》에서나 모두 ‘어쩐지’
를 ‘어찌 된 까닭인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기술하였고 앞에서 논
의한 ‘어째’, ‘어쨌든/어쨌건’ 등과 달리 용언 활용형의 준말이라고 기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는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어쩐지’도 용언 활
용형으로 분석해야 할 경우가 존재하며 부사로서 쓰일 때 사전에서 제시
한 의미 외에 다른 의미도 나타낸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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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형용사 활용형 ‘어쩐지’

  ‘어쩐지’33)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부사로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말뭉치를 살펴본 결과, ‘어쩐지’도 부사 말고 용언 활용형으
로 분석해야 문장이 문법적인 경우가 있다. 이때의 ‘어쩌-’는 활용 양상
이나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형용사 ‘어떻-’과 거의 같다는 점을 감안하
여 ‘어쩌-’를 형용사로 보고34) ‘어쩐지’를 형용사 활용형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0) ㄱ. 피디인지 엠씨인지가 하여튼 뼈대 있는 가문인지 어쩐지    
             “저는 그런 말 방송에서 못 합니다”라고 튕겼다는군. 
        ㄴ. 술기운인지 어쩐지 가도 가도 집이 나오지 않더라 이 말씀  
            이야.
        ㄷ. 사실 아무리 그 조항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이걸 검사가  
            원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어쩐지.
33) ‘어쩌-’가 연결어미 ‘-은지/ㄴ지/는지’와 결합할 때 ‘어쩐지’라는 형태 말고, ‘어쩌는

지’라는 형태로 나타난 경우도 발견하였다. 이때 ‘어쩌-’는 동사로 분석된다. 예문을 제
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속으로야 어쩌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많이 고요해졌다고나 할까요.
    ㄴ. 다른 사람들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일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들어갔던 서류를  

     다 찾아오기로 했다.
    ㄷ. 지금까지 열어보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니가 방을 잠그고 다니는지 어쩌  

     는지조차 몰랐다.
    ㄹ. 문제풀이 강좌가 도움이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네요.
    ㅁ. 그때 아이 걸 고르려면 적어도 맛은 호불호가 갈리는지 어쩌는지 확인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34) 형용사로서의 ‘어쩌-’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어쩌-’보다 여전히 ‘어떻-’의 사용이 훨씬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용사 ‘어쩌-’와 ‘어떻-’이 활용의 영역에서 경합하는 
관계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2000)에서는 지시용언 ‘어떠하-’
와 ‘어찌하-’의 본래 의미가 활용과 파상의 두 가지 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실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태와 의미 사이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였다. 김종현(2000)에 따르면 공
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떠-’계열 어휘와 ‘어찌-’계열 어휘가 파생 형태론에서 뚜렷하
게 분화되어 있지만 활용 형태론에서는 분포 영향력이 서로 경합하는 관계에 있음을 관
찰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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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시청에서 밤에 측정하러 나온다고 연락오고 나서 어떤 뿌락  
            지가 한진섬유에 연락해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  
            려대던 기계 일부를 꺼놨습니다.
        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에 대한 것을 몰라 이것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ㅂ. 그가 자신과 만났었는지 아는지 어쩐지 그런 것 따위는 중  
            요치 않은 거야.
        ㅅ. 문을 열어 보면 계시는지 어쩐지 알 수 있겠지만 내 성격   
            탓인지 도저히 열어볼 수가 없다.
        ㅇ.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라 해도 공개처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었다. 

(70)에서 보여줬듯이 ‘어쩐지’가 ‘어쩌-’의 활용형으로 분석될 때 항상 
[VP는지/은지/ㄴ지 어쩐지 (알다/모르다)]와 같은 구문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어쩐지’는 [VP은/는/ㄴ지]에 대응되는 구조로 ‘어쩌-’의 활용형
으로 분석해야 마땅하다. 즉, 이때의 ‘어쩌-’는 어떤 사태를 지시하는 형
용사로 기능하고 의문사적 용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70ㅂ)을 예로 
하여 보자면, ‘그가 자신과 만났었는지 아는지 어쩐지 그런 것 따위는 
중요치 않은 거야’라는 문장에서 ‘어쩐지’는 ‘어쩌-’의 활용형으로 분석
되고 ‘어쩌-’는 ‘그가 자신과 만났다’, ‘알다’라는 사태 외에 가능한 어떤 
관련 사태를 지시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 [VP는지/은지/ㄴ지 어쩐지 (알다/모르다)]와 같은 구문을 
이루지 않아도 ‘어쩐지’는 형용사 활용형으로 분석될 수도 있는데 이러
한 경우에는 ‘어쩐지’ 뒤에 반드시 ‘알다, 모르다, 묻다’ 등 동사가 나와
야 한다. 예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71) ㄱ. 성품이야 어쩐지 알 수 없었지만, 꽃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듯한 기분도 든다.



- 74 -

        ㄴ. 속이야 어쩐지 알 수 있나.
        ㄷ. 법적으로야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ㄹ.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드물게 타는나  
            에게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 특별한 광경이었다.
        ㅁ. 네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와 내 퇴직금밖엔 없다.
        ㅂ. 저자가 책을 쓸 당시만 해도 그분은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다.
        ㅅ. 거기다 문재인.청와대 보면서 상황이 어쩐지도 모르면서 북  
            한한테 800민달러 지원하는 걸 보니 송영무가 얼마나 답답  
            했을까.
        ㅇ. 삶이 어쩐지는 모른다.

(71)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어쩐지’는 그 앞에 ‘성품’, ‘법적으로’, ‘지금’ 
등 ‘어쩌-’의 논항으로 볼 만한 성분이 나올 때 ‘어쩌-’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72) ㄱ. 하지만 어쩐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ㄴ.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어쩐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다.

(72)에서는 뒤에 ‘묻다’ 등 동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앞에 ‘어쩌-’의 
논항으로 분석될 만한 성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어쩌-’의 활용형으로 
분석되기가 곤란하다. 한편, (71)에서 보았듯이 형용사 활용형으로 분석
될 때 ‘어쩐지’는 항상 [-이야/은/는 어쩐지 모르다/알다/묻다]과 같은 
구문에 나타난다. 물론 (71ㅅ, ㅇ)에서처럼 앞에 ‘어쩌-’의 주어로 분석
된 명사 성분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와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야/은/는 어쩐지 모르다/알다/묻
다]라는 구문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사로 분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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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비하면 ‘어쩐지’가 형용사 활용형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아주 적
다는 것도 사실이다.35)

3.5.2. 부사 ‘어쩐지’

  ‘어쩌-’의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된 부사 ‘어쩐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현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73) 《표준국어대사전》
          어찌 된 까닭인지.
          예) 그의 충혈된 눈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74) 《연세현대한국어대사전》
          어찌 된 까닭인지,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나.
          예)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에 어쩐지 오늘은 소주나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전에서 기술된 위와 같은 의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쩐지’
의 경우도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겠다.

  

35) 박상숙(2021)에서는 의문사에 ‘-ㄴ지’가 결합한 양상을 살펴보면서 ‘어찌하-’에 ‘-ㄴ지’
가 결합되어 그 의미를 유지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찌하는지’, ‘어찌하였는지’의 
형태가 더 자연스러우며 ‘어쩐지’는 다른 의문사에 비해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
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상숙(2021)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ㄱ. 언제/누구/어디/왜/몇/얼마인지/어떤지/?어쩐지 궁금하다.
    ㄴ. 어쩐 일인지/어찌 된 일인지/어찌하였는지/어찌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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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내일 비 온대.
        -어쩐지 아침부터 무릎이 아프더라.

(75)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쩐지’를 ‘어찌 된 까닭인지 모르나’라는 의미
로 이해하면 어색하다. 화자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서 ‘내일 비 온다’라는 
‘무릎이 아픔’의 이유가 될 만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75)에
서 나타난 ‘어쩐지’는 분명히 (73, 74)에 나타난 ‘어쩐지’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데 기술의 편의상 본고는 ‘어찌 된 까닭인지 모르나’와 같은 의
미를 나타내는 ‘어쩐지’를 ‘어쩐지1’로 기술하고 (75)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쩐지’를 ‘어쩐지2’로 기술하기로 하였다.

① ‘어쩐지1’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현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어쩐지1’의 
의미를 ‘어찌 된 까닭인지’로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못한 기술
이라고 생각된다. ‘어찌 된 까닭인지’를 ‘어떠한 것이 이유나 원인이 되
는지’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찌 된 까닭인지’라는 의
미는 ‘어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 채 ‘-ㄴ지’와 결합해서 얻어진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 ‘어쩐지1’는 자기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
니며 ‘어찌 된 까닭인지’가 아니라 ‘어찌 된 까닭인지 모르게, 뚜렷한 이
유 없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76) ㄱ. 엄마. 나 어제, 진상 많이 부렸어? 기억이 토막토막, 가물가  
            물 한데, 어쩐지 그랬던 거 같아.
        ㄴ. 전장이 시시하네요. 한쪽은 저렇게 생존을 거는데 전경들은  
            표정이 없으니...어쩐지 맥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ㄷ. 그래? 흠...이거 어쩐지 냄새가 나는데..? 조직의 이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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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같은 건 관심도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ㄹ. 다들 성탄이니 뭐니 들뜬 분위기. 하지만 가볍게 술이나 하  
            잔 하려고 혼자 거리로 나온 사토의 눈에는 어쩐지 모든 게  
            다 못마땅할 뿐이다.
        ㅁ. 2003년으로 모델링된 이 도시가 갑갑하게 느껴졌다. 넓다고  
            느꼈던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과 호수도 어쩐지 답답해졌  
            다.
        ㅂ.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ㅅ. 이번 컴백은 어쩐지 초대박 터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계속 쌓여 있다가 터질 느낌...

위에 제시된 문장에서는 ‘어쩐지1’는 ‘왠지/왜인지 모르게’의 의미를 나타
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76ㄱ)은 ‘기억이 토막토막, 가물
가물 한데 왠지 진상 많이 부렸던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76ㄴ)
은 ‘전경들은 표정이 없으니 왠지 모르게 맥이 풀리는 느낌이네요’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나머지 (76ㄷ~ㅅ)에도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76)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쩐지1’의 사용은 시제에 
제약을 받지도 않고 용언의 유형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어떠한 
문맥에 나타나야 한다든지 반드시 어떠한 표현과 공기해야 한다든지 하
는 등 제약도 없다. 그런데 말뭉치를 살펴보면 ‘어쩐지1’는 특히 추측성 
표현 ‘-ㄴ/은/는/을 것 같-’과 잘 공기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
쩐지1’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인 ‘-ㄴ/은/는/을 것 같-’ 구문과 공기하
는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겠다.

   (77) ㄱ. 마윤수는 어쩐지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 쓴 미소만 지었  
            다.
        ㄴ. 속내가 뭐지? 왜 묻지 않느냐고 묻고 싶을 정도야. …미안하  
            긴 해. 어쩐지 한 편이 되어 줄 것 같은 친군데. …털어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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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어머니한테도, 마누라한테도 하지 못했던 그 얘기.
        ㄷ. 건너편 용휘네 삼층 창가에서 용휘가 어둠 속 어딘가를 응  
            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현수는 용휘를 감싸고 있는 하  
            얀 사각형 창틀이 어쩐지 그를 가둬두고 있는 것만 같았다.
        ㄹ. 나선형 계단을 몇 바퀴씩 돌 때마다 동그란 창문이 하나씩  
            나타났는데, 그 창문이 아니었다면 어쩐지 질식할 것만 같  
            은 구조였다.
        ㅁ. 임대 아파트라면 어쩐지 가난한 사람이나 살 것 같다는 느  
            낌이 드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임대 아  
            파트 주민들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ㅂ. 선거가 끝 난지 이제 한 달여, 아직 무엇 하나 뚜렷하게 달  
            라지거나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어쩐지 잘 될 것 같은 푸  
            근함이 새록새록 생겨난다.

(77)은 ‘어쩐지1’가 추측성 표현 ‘-ㄴ/은/는/을 것 같-’과 공기한 경우를 
보여주었다. 사실 ‘-ㄴ/은/는/을 것 같-’ 외에 ‘어쩐지1’가 다른 추측성 
표현, 예를 들어 ‘-ㄴ/은/는/을 듯-’, ‘-을까 보-’ 등과 공기하는 예도 
말뭉치에서 찾아낼 수 있다. 
 
② ‘어쩐지2’

  ‘어쩐지2’에 대해서는 박상숙(2021)에서는 그 의미를 ‘이유를 짐작하게 
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냄’으로 기술하였고 ‘어쩐지2’가 다른 의문사 기원 
담화표지와 같은 운율 특징36)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어쩐지2’를 담화표지
로 보고 있다. 최종원(2016)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였는데 최종원
36) 박상숙(2020)에 따르면 보통 의문사가 의문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뒤이은 서술어를 연

이어 발음하게 되지만 부정표지로 사용되게 되면 대체로 끊김이 존재하며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정표지로 사용된 경우보다 끊김이 더 현저하여 휴지가 실현되고 
대체로 내림조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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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에 따르면 ‘어쩐지2’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쩐지2’를 ‘어쩐지1’와 다의적 차원에서 구분되지 않고 ‘어쩐
지2’가 ‘어쩐지1’의 특별한 용법에 해당하며 그 의미를 ‘어떤 사태를 겪고 
과거에 그 사태의 동기, 원인이 될 만한 경험적 사실에서 추리·추론하여, 
과거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표현함’이라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어쩐지2’는 분명히 ‘어쩐지1’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며 사용이 수의적이거
나 개념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거나 하는 등 담화표지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본고는 ‘어쩐지2’를 독립된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기술하기로 하였다. ‘어쩐지2’가 사용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
다. 

   (78) ㄱ.-만딩고라 불리는 대장 고릴라는 공기업 이사까지 지낸 사  
             람이야...기러기 아빠로 15년 살면서 처자식에게 모든 것   
             다 빨리고 나중엔 아내와 자식들에게 팽을 당했지만...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어쩐지 노래방에서 아빠의 청춘을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구요...그럼 조풍년 과장님은?
        ㄴ.-편집은 아예 라희 니가 JS의 손녀라고 믿고 있던데?
           -어쩐지 며칠 전에 편집을 만났는데 나한테 존댓말을 쓰더  
            라.
        ㄷ.-나는 오현리라고 해요. 작가라긴 그렇고 저술가라고 해두   
            죠.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친구는 추리소설가.
           -(마음의 소리)추리 소설가? 쳇,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이 있었나? 어쩐지 책장에 꽂힌 책들이 거의 다 추리 소설  
            이다 싶더니..
        ㄹ. 뭐야, 이건 비타민 약상자잖아. 어쩐지 아까 쇠붙이 소리가  
            나더니. 여기에 고려 청자를 넣을 순 없을 것 같은데... 
        ㅁ. 몰랐는데 오늘이 빼빼로데이구나. 어쩐지 슈퍼에 빼빼로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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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은 ‘어쩐지2’가 쓰인 예들인데 (78)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쩐지
2’는 증거성 표지인 ‘-더-’와 잘 공기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어쩐지2’가 
왜 ‘-더-’와 잘 공기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쩐지2’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78ㄱ)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의 말
을 듣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는데 그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화자는 
과거에 지각한 ‘노래방에서 아빠의 청춘을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라는 사태의 이유를 추론하였으며 그 이유는 바로 새로이 입수된 정보가 
될 만하다. (78ㄴ~ㅁ)도 마찬가진데 분석을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하겠다. 

[표2] (78)에 대한 분석

 
위와 같은 분석을 보면 ‘어쩐지2’는 ‘입수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어쩐지2’가 증거성 표지 ‘-더-’와 잘 공기하는 것은 ‘-더-’가 
과거 지각이나 내성37)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주
37) 박진호(2011)에서는 증거성의 개념 공간을 구성하는 항들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① 시지각 (visual perception)

입수된 신정보 과거에 지각한 사태 추론된 의미 관계 
ㄴ. 편집은 아예 화자가 JS의 손녀라고 믿고 있음.

며칠 전에 편집을 만났는데 화자한테 존댓말을 씀. 원인-결과

ㄷ. 그 작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친구는 추리 소설가임.
책장에 꽂힌 책들이 거의 다 추리 소설임. 원인-결과

ㄹ. 이것이 약상자임. 아까 쇠붙이 소리가 남. 원인-결과
ㅁ. 오늘이 빼빼로데이임. 슈퍼에 빼빼로가 없음. 원인-결과
(언어적 실현) ‘-더-’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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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입수된 신정보’와 ‘과거에 지각한 사태’ 사이에 
있는 ‘원인-결과’의 의미 관계는 그리 긴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예컨대, (78ㄹ)의 경우, ‘이것이 약상자임’과 ‘아까 쇠붙이 소리 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기가 어렵고 그것보다 ‘이것
이 약상자임-누군가가 그 약상자를 건드렸음-아까 쇠붙이 소리 남’ 정
도의 의미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추론이 화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만큼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꼭 논리적으로 완벽한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쩐지2’가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79) ㄱ. 어쩐지 네가 와서 영희도 왔겠구나 했다.
        ㄴ. 아이고 이게 뭐야? 어쩐지 냄새가 난다 했더니 그새 또 사  
            고쳤네. 또! 
        ㄷ. 양심도 없는 새끼야. 차라리 여기 5층에서 확 떨어지라 그  
            래. 어쩐지 웬일로 니가 날 다정히 부른다 했다.
        ㄹ.-은행 일은 잘 봤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 담당 직원이 하필 오늘 휴가라네, 그래서 상담은 못하  
             고 왔어요.
           -약국에는 들렀고? 
           -그 아. 그걸 깜빡했네. 라이언 귀에 넣는 약 사오라고 했었  
            죠?

    ② 시각 이외의 지각 (non-visual perception)
    ③ 내적 사유, 內省 (introspection, endophoric reflection)
    ④ 지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리 (inference based on perceptual eviꠓdence)
    ⑤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 (reasoning based on general assumption,    

     presumptive, assumptive)
    ⑥ 傳聞 (hearsay, quotative)
 
박진호(2011)에 의하면 ‘-더-’는 그 중에서 ①-③의 증거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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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좀 일찍 왔다 했어. 이리 와. 맥주 한 잔 하자.
        ㅁ.-저, 아줌마 아닌데요. 스무 살이에요.
           -아이고 이런. 어쩐지 아줌마가 웬 여드름인가 싶었지.
        ㅂ. 남편은 내가 편히 잘 수 있도록 일부러 침대 한쪽에서 잤던  
            것이다. 어쩐지요 며칠 잠자리가 무척 편하다 싶었다.

(79)와 같은 경우에는, ‘어쩐지2’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다/구나/ㄴ가 싶다/하다’와 같은 구문에 나타나는데 
이때 생각하는 내용을 직접 지각한다기보다는 화자가 과거에 어떤 것을 
지각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얻은 신정보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추론한 후 화자가 자기가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
때 ‘어쩐지2’는 ‘입수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함으로써 화자가 과거에 그 사태에 대해 가진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의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단지 후자의 경우, 과거에 지각한 사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 대신 화자가 그 사태에 대해 가진 생각을 표현한다는 차이가 있
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경우, ‘어쩐지2’는 과거에 지각한 사태에 
결합하며 후자의 경우, ‘어쩐지2’는 ‘과거에 지각한 사태에 대해 가진 생
각/인지’에 결합한다고 할 수 있다. (79ㅁ)을 예로 해서 분석하자면 다
음과 같다. 

   (80) ㄱ. 과거에 지각한 사태: 그 여자 얼굴에 여드름이 난 것을 봄.
        ㄴ. 그 사태에 대해 가진 생각/인지: 아줌마가 웬 여드름인가.
        ㄷ. 입수된 신정보: 그 여자가 아줌마가 아님.
        ㄹ. 추리된 의미 관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이유가 있  
                              구나. (과거에 가진 생각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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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어쩐지2’의 의미와 ‘어쩐지1’의 의미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구
분하지 않고 ‘입수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하여 깨달음’으로 ‘어쩐지2’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어쩐지2’는 반드시 ‘-더-’와 결합하거나 ‘-다/는가/구나 싶다/하
다’ 구문에 나타나야 한다는 제약은 전혀 없다. 단지 ‘어쩐지2’는 그러한 
표현들과 잘 공기할 뿐이다. 즉, ‘과거에 지각함’, ‘과거에 지각한 사태에 
대해 생각함’은 이와 같은 특정한 구문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
미이다. ‘어쩐지2’가 그러한 표현들과 공기하지 않는 예를 제시해보면 다
음과 같다.

   (81) ㄱ.-한성 은행에 계신다고요?
           -네..
           -어쩐지 상우가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모  
             릅니다. 
        ㄴ.-학교에서는 무슨 과목을 가르친다고 했죠?
           -미술이요.
           -미술이요? 어쩐지 손이... 정말 고와요.
        ㄷ. 야, 소동현 쟤도 변태인 거 아냐? 어쩐지 눈빛이 이상했어.

(81)에서는 ‘어쩐지2’는 ‘-더-’나 ‘-다/는가/구나 싶다/하다’ 구문과 공
기하지 않아도 여전히 ‘입수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한편, ‘입수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
하여 깨달음’이라는 의미 기술을 통해서 엿볼 수 있듯이 ‘어쩐지2’는 증
거성을 지닌다. 이뿐만 아니라 화자가 과거에 지각한 사태에 대해 새롭
게 이유라는 정보를 깨달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쩐지2’는 
의외성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38)‘어쩐지2’ 자체가 증거성과 의외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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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82) ㄱ. 난 그 소리가 여우 소린 줄 알았는데...그게 사모님 우는 소  
            리였구나. 어쩐지...
        ㄴ.-수술동의서에 사인은 누가 했나요?
           -가끔 오시는 콧수염 기르신 분이요.
           -아, 경찰서장.
           -경찰서장이셨어요? 어쩐지..
        ㄷ. 거봐, 거봐. 어쩐지. 내가 딱 집어냈잖아요.
        ㄹ. -걔가 요즘 나한테 이상하게 굴거든. 맨날 카톡으로 말 걸  
             고, 괜히 내 앞에 얼쩡거리고..
           -니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쩐지.

(82)는 ‘어쩐지2’가 단독으로 쓰인 예이다. (82)에서도 ‘어쩐지2’는 ‘입수
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하여 깨달음’이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82ㄱ)을 예로 해서 보자면, 화자는 ‘그게 사모님 
우는 소리였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어떤 사태(‘사모님 눈이 늘 부었다’ 등)의 원인을 추리하여 깨닫게 되었
다. 

38) 이후인(2015)에서도 ‘어쩐지2’를 증거성과 의외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후인(2015)에 따르면 후행 명제는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
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이로부터 
의외성의 의미가 도출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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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찌-/어쩌-’류 활용형의 어휘화

  앞 논의에서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 
등 부사는 용언 ‘어찌하-’나 ‘어쩌-’의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된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 이금희(2017)에서 어휘화의 변화 과정은 범주적, 형태
적, 의미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범주적으로는 어휘
화는 문법 범주나 구에서 어휘 범주로의 변화를 보이는 현상이며 형태적
으로는 형태 변화 없이 어휘화된 경우도 있고 일정한 음운이 탈락한 후 
축약이 일어난 형태로 융합된 경우도 있다. 또한, 의미의 면에서는 의미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어찌-/어쩌-’류 부사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일단 범주적으로 볼 때 
용언 활용형이라는 통사적 구성에서 부사라는 어휘 범주로 변해 버렸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형태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찌하-’의 활용형이 축약의 과정을 거쳐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
다(가)’, ‘어쩌면’ 등 부사로 굳어졌다는 것이다39) ‘어쩐지’의 경우에는, 
아직 형용사 ‘어쩌-’의 기원이 ‘어찌하-’인지는 불확실하므로 일단 형태
가 줄어들었다고 보지 않겠다. ‘어찌하-’의 활용형들이 부사로 어휘화된 
과정에서 형태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3) ㄱ. 어찌하- + -아/어 > 어찌하여 > 어째
        ㄴ. 어찌하-　+ -았/었- + -든/-건 > 어찌하였든/어찌하였   
            건>어쨌든/어쨌건
        ㄷ. 어찌하- + -다(가) > 어찌하다(가) > 어쩌다가
        ㄹ. 어찌하- + -(으)면 > 어찌하면 > 어쩌면

39) 이금희(2011)에서는 통사적 구성에서 부사로 어휘화한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기왕이면’, ‘아무래도’, ‘그러면’ 등을 살펴보면서 어휘화의 과정에서 형태가 줄어든 일
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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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에서 보여주었듯이 ‘어찌하-’의 활용형들은 구 범주에서 어휘 범주
로 변해 버렸고 그 과정에서 형태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
은 ‘어찌하-’의 활용형이 줄어든 형태가 부사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며 
용언의 활용형으로도 기능한다는 것이다. 줄어든 형태가 부사의 기능만 
하는 ‘아무러면’, ‘아무튼’, ‘그렇지만’ 등에 비하면 ‘어찌-/어쩌-’류 활용
형들의 어휘화 정도가 더 낮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편, ‘어찌-/어쩌-’류 활용형으로부터 부사로 어휘화되는 과정에서 
의미 변화도 일어났음은 분명하다. 3장에서 밝혀진 ‘어찌-/어쩌-’류 부
사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의 의미

[표3]을 통해서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그로부터 어휘화된 부사는 
의미적 관련성을 거의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른 의미를 나타낸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윤(2003)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용언 활용형 부사

어째 어떤 것이 이유나 원인이 
되어서.

막연하게나마 어느 정도 짐작
이 갔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
게.

어쨌든/어쨌
건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
없다).

후행 발화를 마치 결론인 것처
럼 강조함을 나타낸다.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1. 가끔, 이따금
2. 우연히

어쩌면 어떻게 하면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건대

어쩐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 어찌된 까닭인지 모르게, 뚜
렷한 이유 없이.
2. 입수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하여 깨달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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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절은 통사적 구성이므로 결합하는 구성 성분의 의미가 보존되나 어
휘화된 단어는 그 구성 성분들이 의미론적으로도 긴말하게 결합되어 본
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즉, 원래 
의미와의 연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어쩌-’류 활용형
으로부터 어휘화된 부사들의 경우에는, 의미적 연관성을 완전히 상실했
다고 할 수는 없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의미적 연관
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의미적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찌-/어쩌-’류 활용형들의 어휘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해서 본고에서는 ‘어찌-/어쩌-’류 활용형들과 그로부터 어휘
화된 부사들 사이에 어떠한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도
록 하겠다. 
  먼저 동사 ‘어찌하-’의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된 ‘어째’, ‘어쨌든/어쨌
건’, ‘어쩌다(가)’, ‘어쩌면’의 경우를 보겠다. ‘어찌하-’에 대해서는 이은
섭(2005)에서 “의문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동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을 경우 사용된다”고 기술하였고 김광해(1983)에서는 ‘어찌하
-’가 동사류를 미지항으로 가지며 [+동작성]의 의미 자질을 지니고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서성수(1995)에서는 ‘어찌하-’를 ‘동작 동사의 서술 
내용이나 방식을 묻는 물음말’로 정의하였다. 즉, 기존의 논의에서 ‘어찌
하-’를 [+동작성]을 지닌 의문사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다. 그런데 [표
3]에서 제시한 ‘어찌하-’의 활용형들이 나타낸 의미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어찌하-’는 꼭 [+동작성]을 지닌 것이 아니다. 즉, ‘어찌하-’는 
‘어떻게 하-’라는 의미 외에 ‘어떻게 되-’라는 의미로도 나타난다는 것
이다. 이은섭(2018)에서도 ‘어떠하-’ 계열의 상태성과 ‘어찌하-’ 계열의 
동작성이 상태 진술과 동작 진술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양 계
열 간의 분포 잠식 현상이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찌하
-’는 상태성도 드러낼 수 있고 동작성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의미든 ‘어떻게 되-’라는 의미이든 그 안에 
‘어떻게’, 즉 ‘방식’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본고는 ‘방식’이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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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찌하-’의 기본적 의미라고 생각한다. 박상숙(2020)을 비롯한 여
러 연구에서 ‘어찌하-’가 이유나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어찌하-’가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 것은 ‘어찌하-’가 [계기], 
나아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예
컨대 ‘어찌하-’가 [계기]를 나타내는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어떻게 
하여서’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뒤에 결과로 볼 수 있는 사태가 나오면 
‘어찌하-’가 지칭하는 미지의 사태가 바로 원인이나 이유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어찌하여’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게 되는지도 모른다. ‘어찌
하-’가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다가’와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찌하-’의 기본적 의미 요소를 ‘방식’으
로 설정하겠다. 
  또한, ‘어찌하-’가 의문사로서의 용법과 비한정사로서의 용법을 동시
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 논의에서 많이 언급하였다. ‘어찌하-’가 의문
사로 기능할 때 그 의미 요소를 ‘미지의 방식’으로 설정하고 비한정사로 
기능할 때에는 ‘부정(不定)의 방식’으로 설정하겠다. 3장에서 이미 밝혔
듯이 ‘어찌하-’가 ‘-(으)면’, ‘-아/어’와 결합하여 줄어든 활용형은 의문
사적 용법만 보이는 반면 ‘-다가’와 결합할 때에는 의문사적 용법뿐만 
아니라 비한정사적 용법도 보이고 ‘-든/-건’과 결합할 때에는 비한정사
적 용법만 보인다. 그러기에 ‘어찌하-’의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된 부사 
중에 ‘어찌하-’의 의문사적 용법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
고 비한정사적 용법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예
상된다. ‘어째’, ‘어쩌면’은 의문사적 용법만 보이므로 의문사적 용법과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먼저 이 둘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용언 활용형 ‘어째’는 의문사적 용법을 보이므로 ‘미지’라는 의미 속성
을 지닌다. 이로부터 ‘어찌된 까닭인지 모르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
이’라는 의미가 도출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어째’뿐
만 아니라 부사 ‘어쩌면’이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건대’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 것도 ‘미지’라는 의문사로서의 의미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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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지’와 ‘추측’에는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의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어쩌면’과 항상 공기하는 어미 ‘-는/-은/
ㄴ/을지’가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다. 동사 활용
형 ‘어쩌면’이 간접 의문절에 쓰인 예문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84) ㄱ. 그런데 최근 남편이 외도를 했다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  
            니다.
        ㄴ. 그의 책을 세 권이나 읽어도 가슴에 탁 와닿지 않는 문장들  
            을 도대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84)에서는 ‘어쩌면’은 의문 동사 ‘어찌하-’의 활용형으로 기능하고 ‘-
을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김다미(2018)에서는 내
포 의문절을 형성하는 어미 ‘-ㄴ지’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고찰하면서 
‘-ㄴ지’가 가진 핵심 의미는 ‘정보에 대한 화자의 의문 및 인식적 불확
실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김다미(2018)에서는 박진
호(2011ㄱ)와 van der Auwera&Plungian(1988)을 참조해서 다음과 같
이 인식 양태가 포괄하는 개념적 영역을 제시하고 인식 양태의 의미 영
역에서 불확실성이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표에서 음영으로 진 부분이라
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표4] 인식 양태가 포괄하는 개념적 영역(김다미 2018)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가능성
(possibility)

개연성
(probability) 추측 확실성

(certainty)

낮음          <화자의 판단에서 명제가 참일 확률>                   높음
인식적 가능성

(epistemic possibility)
인식적 필연성

(epistemic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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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를 통해서 확실성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 모두 불확실성의 영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ㄴ지’가 ‘막연한 의문’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사
실 ‘-ㄴ지’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불확실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을/는/은/ㄴ지 모르-’라고 발화하는 것은 화자
가 명제 내용에 대해 확신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화자가 확신을 가
지지 못한다는 것은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아예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단순한 의문을 나타내지만 화자가 어느 정도 명제 
내용에 대해 불확실하나마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화
자의 추측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화자가 추측을 통해서 명제 내용에 대
한 확실성을 적으나마 어느 정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ㄴ지’는 의문이 아니라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 ‘어쩌면’이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ㄴ지’가 가진 ‘추측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싶다. 
  다음에는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할 때 의문사적 용법도 보이고 비한정사
적 용법도 보이는 ‘어쩌다(가)’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어쩌다(가)’의 
어휘화와 관련된 것은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인 ‘어쩌다(가)’라고 본다. 이
러한 ‘어쩌다(가)’는 특히 의외성을 지닌 어미 ‘-네’, ‘-구나’ 등과 잘 공
기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5) ㄱ. 아마 저랑 잘 맞긴 할 텐데 그냥 어쩌다 보니 아직까지 안   
            봤네요.
        ㄴ. 별땅이 건물 규모에 비해 실내 광장 넓이가 넓지 않고, 사람  
            이 많다 보니 1층에 사진사들 서 있는 공간을 제한을 해서   
            약간 늦게 간 전 2층에서 많이 찍었습니다. 어쩌다가 13명   
           다 찍었네요.
        ㄷ. 날씨가 안 좋아도 주말이면 출조하는데 어쩌다 보니 출조 횟  
            수가 꽤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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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형들 언젠가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설인데 오늘 어쩌다 분해  
            해서 올리게 되었네.
        ㅁ. 어쩌다 보니 밤을 새 버렸네요.
        ㅂ. 사회 조사 분석사라고...별 쓸모없는 자격증인데. 어쩌다 보니  
            치게 됐네요.
        ㅅ. 어쩌다 보니 저런 사람도 되는구나 생각이 되는데..
        ㅇ. 어쩌다 보니 네 생명만 단축시키게 됐구나.

앞에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일 때 ‘어쩌다(가)’가 쓰
인 문장은 ‘어떠한 불확실한 과정을 거치다가 뒷말이 뜻하는 사태로 변화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때의 ‘어쩌-’는 구체적으로 ‘②특정 화자 미지
(specific unknown)’라는 기능을 보이므로 ‘어쩌다(가)’가 쓰인 문장은 다
시 ‘화자도 모르는 불확실한 어떤 사태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어떠한 
사태로 변화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화자가 모른다는 말은 
곧 화자에게는 이러한 사태의 변화가 작정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이
것은 곧 ‘화자에게 어떤 일의 발생은 뜻하지 않은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
한 의미는 ‘우연히’가 가진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라는 의미와 상통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85)를 통해서 ‘어쩌다(가)’는 특히 의외성을 지닌 종결어미 ‘-
네’, ‘-구나’ 등과 잘 공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가 
‘-네’, ‘-구나’와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뜻밖에, 의외’라는 의미 운율
을 띠게 되었다. ‘화자에게 어떤 일의 발생은 뜻하지 않은 것임’이라는 의
미에 ‘뜻밖에’라는 암시적 의미가 더해지면 ‘우연히’라는 의미가 획득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위의 논의를 봤을 때 ‘우연히’와 ‘가끔, 이따금’ 중에 
‘우연히’는 부사 ‘어쩌다(가)’의 기본적 의미이고 ‘가끔, 이따금’은 부사 ‘어
쩌다(가)’의 확장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우연히’로부터 ‘가끔, 이따금’으
로 의미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주 있는 것이 아님, 흔하지 않음’이라는 의
미 자질이 보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92 -

  마지막으로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할 때 비한정사적 용법만 보이는 ‘어
쨌든/어쨌건’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어쨌든/어쨌건’은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할 때 어떤 일이 모든 조건에서 다 성립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어떤 일을 성립시키는 조건은 더 이상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
한 경우에는 뒤에 오는 정보가 중요시되고 담화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
이 된다. 또한, ‘그것이 마치 결론인 것처럼 받아들임’이라는 의미를 나타
내고 나아가 담화 연결의 기능까지 획득한 것은 일반적으로 담화에서 결
론이 가장 중요시되고 강조 받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데 부사 ‘어쨌든/어쨌건’과 동사 활용형 ‘어쨌든/어쨌건’이 잘 구별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다른 ‘어찌-/어쩌-’류 부사에 비해 부사 ‘어
쨌든/어쨌건’의 의미는 원래 의미와 아주 멀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즉, 
‘어쨌든/어쨌건’의 어휘화 정도가 다른 ‘어찌-/어쩌-’류 활용형에 비해 그
리 높지 않다는 의미이다.
  한편, ‘어쩐지’는 위에서 논의한 ‘어째’, ‘어쩌면’, ‘어쩌다(가)’, ‘어쨌든/
어쨌건’과 달리 형용사 ‘어쩌-’의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된 부사이다. 
‘어쩐지’는 용언 활용형으로 기능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부사로 기능할 때에는 ‘어찌된 까닭인지 모르게(어쩐지1)’라
는 의미를 나타낸다. 전자의 경우 ‘방식’의 의미를 바탕으로 두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이유’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둔다. ‘어쩐지1’의 의미가 
이유나 원인이라는 의미와 관련을 짓게 된 것은 연결어미 ‘-ㄴ지’가 ‘불
확실한 인과 관계’(김다미 2018 참고)를 나타낸다는 것과 관련된다. ‘-
ㄴ지’가 ‘불확실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86) ㄱ. 은정이는 몸이 아픈지, 오늘 학교에 결석했다.
        ㄴ. 감기가 오(려)는지, 몸이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난다.
                                                       (김다미 2018) 

(86)에서는 ‘-ㄴ지’로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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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다. (86ㄱ)의 경우에는 ‘오늘 몸이 아픔’은 ‘오늘 학교에 결석했다’
는 일의 원인이 되며 (86ㄴ)의 경우에는 ‘감기가 옴’이 ‘몸이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난다’는 일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선행절에 제시한 이유나 
원인은 화자가 후행절에 오는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을 통해 얻은 것이라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ㄴ지’는 ‘불확실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걸어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 ‘어쩌-’의 활용형인 ‘어쩐지’가 ‘이유나 원인’의 의미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ㄴ지’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어째’와 마찬가지로 ‘어쩐지’가 부정(否定)의 의미를 
띠게 된 것은 용언 ‘어쩌-’가 의문사로서 ‘미지’라는 의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ㄴ지’가 가진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 것 같다.
  그러면 또 ‘어쩐지2’가 어떻게 ‘입수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
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하여 깨달음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얻게 되었을
까, ‘어쩐지2’는 ‘어쩐지1’와 어떠한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먼저 ‘어쩐지2’를 ‘어쩐지1’로 바꿔도 문장이 어색
해지지 않은 듯한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살펴보겠다. 

   (87) ㄱ. 어쩐지 사고하는 게 내 보기에 유치하다 했더니 역시나 어  
            렸구나...
        ㄴ. 어쩐지 좀 다르다 했더니 이거 중국 바지였구나.
        ㄷ. 그는 “모기가 요산과 같은 특정 산을 많이 분비하는 사람들  
           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결  
           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쩐지 모기가 나만 문다고 했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ㄹ. 어쩐지 안보인다 싶더니. 이런 데 숨겨두었구나.

(87)과 같은 문장에서는 ‘어쩐지’는 일반적으로 ‘어쩐지2’로 해석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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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쩐지1’로 분석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87ㄱ)을 예로 
들자면 ‘어쩐지’를 ‘어쩐지2’로 분석할 때 문장이 ‘사고하는 게 내 보기에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들의 나이를 알고 보니 역시 어렸구나. 
그렇게 유치하게 사고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어쩐지1’로 분석할 때에는 문장이 ‘왠지 모르게 사고하는 게 내 보기에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나 어렸구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어쩐지1’로 분석할 때에 비해 ‘어쩐지2’로 분석
할 때 문장의 앞 절과 뒤 절 사이에 대체로 ‘원인-결과’의 의미 관계가 
있음이 표현되었다. ‘어쩐지1’로 분석하면 문장의 앞 절과 뒤 절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론의 과정이 더 필요할 뿐
이다. 

   (88) 어쩐지1 (과거에 지각한) 사태A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인) 사   
         태B. 
         예) 어쩐지 낯이 익었어요. 그때 그 기자셨군요.

즉, ‘어쩐지’가 (88)과 같은 문맥에서 사용하다 보니 ‘사태A와 사태B 사
이에 [원인-결과]의 의미 관계가 있다’라는 추론의 결과가 ‘어쩐지2’의 
의미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로부터 ‘어쩐지’가 ‘입
수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하여 깨달음’
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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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는 같은 형태이지만 용언 활용형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부사
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특성, 용언 활용형이 부사로 어휘화되어 의미 변
화를 겪었다는 특성을 보인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들, 즉 ‘어
째’, ‘어쩌든/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가 말뭉치에서 실제
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의미 기능을 규명하였다. 이뿐
만 아니라 ‘어찌-/어쩌-’류 활용형이 부사로 어휘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고찰하였다.
  먼저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들의 용법을 보면 ‘어째’는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할 때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 간접의문절 등에 나타날 
수 있는데 부사로 기능할 때 추측성이나 의외성 표현과 잘 공기하며 ‘막
연하게나마 어느 정도 짐작이 갔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게’와 같은 기
본적 의미 외에 ‘의외’, ‘놀라움’의 의미운율(semantic prosody)도 함께 
지닌다. ‘어째’가 이와 같은 의미 운율을 깃들게 될 수 있는 것은 ‘어째’
가 ‘-은/는데’, ‘-네’, ‘-구나’ 등 의외성 표현과 잘 공기하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 용례가 많지는 않지만 ‘어째’는 담화표
지적 용법도 보이는데 이때 ‘어째’는 대체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의문 
제기’의 기능을 하고 ‘놀라움’과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어쨌든/어쨌건’의 경우를 보면, 동사 활용형 ‘어쨌든/어쨌건’은 주로 
[N(이)야 어쨌든/어쨌건]이나 [-VP든/건 어쨌든/어쨌건]이라는 구성으
로 많이 나타난다. 일반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주어를 가질 때 동사 활용
형 ‘어쨌든/어쨌건’은 ‘(상황/일 등)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라는 의
미를 나타낸다. 부사로 기능할 때 ‘어쨌든/어쨌건’은 ‘후행 발화를 마치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강조함’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특히 복문의 후행
절에 많이 위치한다. 물론 부사 ‘어쨌든/어쨌건’은 복문의 선행절이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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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어쨌든/어쨌건’의 담화 연결 기능이 더 
강화되고 ‘어쨌든/어쨌건’이 담화표지로 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어쨌든/어쨌건’은 ‘화제 복귀’의 텍스트적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
로 쓰일 수도 있다.
  ‘어쩌다(가)’의 경우를 보면 동사 활용형 ‘어쩌다(가)’는 의문사적 용
법을 보일 때는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 간접의문절에 나타날 수 있고 
대체로 원인에 대해 질문하는 기능을 하며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일 때는 
[어쩌다(가) 보니/보면] 구성에 많이 쓰이고 ‘어떤 불확실한 사태로 가
다가’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 ‘어쩌다(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
지는데 ‘어쩌다(가)1’는 ‘이따금’이라는 의미를, ‘어쩌다(가)2’는 ‘우연히’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어떤 문장에서는 ‘어쩌다(가)’는 ‘어쩌다(가)1’로 
분석될 수도 있고 ‘어쩌다(가)2’로 분석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가끔’과 ‘우
연히’에 모두 ‘흔하지 않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의미가 들
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은 ‘빈도수가 낮다’는 의미가 강조되는 
데 반해 ‘우연히’는 ‘의외, 뜻밖에’의 의미가 강조된다. 
  ‘어쩌면’은 동사 활용형으로 쓰일 때 ‘어떻게 하면’이라는 의미로 이해
되고 주로 ‘어쩌면 좋-’이라는 형식으로 설명의문문, 간접의문절에 많이 
나타난다. 또한, 동사 활용형 ‘어쩌면’은 ‘이렇-’, ‘저렇-’과 같은 직시소
와 공기 관계를 맺어 수사의문문에 사용되기도 한다. 부사로 쓰일 때에
는 ‘어쩌면’은 각종 추측성 표현과 잘 공기하며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하
건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쩌면’의 의미에는 ‘추측을 하게 만든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정보도 들어가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이 사용된 문장은 그 명제 성립의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담화표지적 용법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 ‘어쩌면’은 놀라거나 감탄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기능을 한다. ‘어쩌
면’의 축양형인 ‘어쩜’도 동사 활용형, 부사, 담화표지로서의 용법을 모두 
가진다. 
  마지막으로 ‘어쩐지’는 형용사 활용형으로 분석될 때 [VP는지/은지/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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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쩐지 (알다/모르다)] 구성이나 [N(이)야/는/은 어쩐지 알다/모르
다] 구성으로 많이 나타난다. 부사 ‘어쩐지’의 경우, ‘왠지/왜인지 모르게’
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쩐지1’가 있는가 하면 ‘입수된 신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각한 사태의 원인을 추리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
쩐지2’도 있다. ‘어쩐지1’는 특히 추측성 표현 ‘-ㄴ/은/는/을 것 같-’ 구
문과 잘 공기하며 ‘어쩐지2’는 특히 증거성 표지 ‘-더’나 [-다/은가/... 
했다/싶었다] 구문과 잘 공기한다. ‘어쩐지2’가 ‘-더’와 공기할 때와 [-
다/은가/... 했다/싶었다]와 공기할 때의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둘 사이에
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한편, ‘어째’, ‘어쨌든/어쨌건’, ‘어쩌다(가)’, ‘어쩌면’, ‘어쩐지’가 용언 
활용형으로부터 부사로 어휘화한 과정에서 범주적, 형태적, 의미적으로
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범주적으로는 구에서 어휘 범주로 변했고 형
태적으로는 ‘어찌하-’의 활용형들이 축약이 일어나 줄어든 형태로 부사
로 굳어졌다. 또한, 의미적인 면에서 보면 용언 활용형과 그로부터 어휘
화된 부사 사이에 의미적 관련성을 거의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의미 변
화를 많이 겪었다. 그런데 ‘어찌-/어쩌-’류 활용형의 어휘화 정도가 매
우 높은 것이 아니므로 같은 형태가 용언 활용형과 부사로 공존하기도 
하고 의미적 연관성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즉,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용언 활용형과 부사 사이에 있는 의미적 관련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의 기본적 의미를 ‘방식’을 설정한다면 의문사적 용법을 보인 
‘어찌하-’의 의미는 ‘미지의 방식’,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인 ‘어찌하-’의 
의미는 ‘부정(不定)의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언 활용형으
로 기능할 때 의문사적 용법만 보이는 ‘어째’, ‘어쩌면’의 어휘화는 ‘미지’
와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으며 비한정사적 용법을 보이는 ‘어쩌다(가)’, 
‘어쨌든/어쨌건’의 어휘화는 ‘부정(不定)’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째’, ‘어쩌면’의 경우를 먼저 보면 ‘어째’는 의문사적 용법을 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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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지’라는 의미 속석을 지니는데 이로부터 ‘어찌된 까닭인지 모르게’
라는 의미가 도출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어쩌면’의 
경우에는 ‘어쩌면’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은 ‘미지’와 ‘추측’에
는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의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쩌면’과 항상 공기하는 어미 ‘-는/-은/-ㄴ/-을지’가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과도 관련되는지도 모른다.
  ‘어쩌다(가)’와 ‘어쨌든/어쨌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비한정사적 용
법을 보인 ‘어쩌다(가)’는 특히 의외성을 지닌 어미와 많이 공기함에 따
라 ‘뜻밖에’라는 암시적 의미가 얻어지고 거기에 비한정사가 지닌 ‘불확
실성’이라는 의미 속성으로부터 도출된 ‘화자에게 어떤 일의 발생은 뜻
하지 않은 것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 ‘우연히’라는 의미가 획득되었
다. 또, ‘우연히’라는 의미로부터 ‘흔하지 않음’이라는 의미 자질이 보유
된 채 의미 확장이 일어나면 ‘가끔’이라는 의미가 얻어졌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어쨌든/어쨌건’은 동사 활용형으로 기능할 때 어떤 일이 모든 
조건에서 다 성립한다는 ‘자유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그 일
을 성립시킬 조건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뒤에 오는 발화 내용이 강조 받
게 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형용사 ‘어쩌-’로부터 어휘화된 ‘어쩐지1’가 ‘어찌된 까닭인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 없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은 ‘-ㄴ지’가 ‘불
확실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쩐지1’가 [어쩐지1 (과거에 지각한) 사태A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인) 
사태B]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하다 보니 ‘사태A와 사태B 사이에 [원인-
결과]의 의미 관계가 있다’라는 추론의 결과가 ‘어쩐지’의 의미에 포함되
게 되어 ‘어찐지2’의 의미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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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关于‘어찌-/어쩌-’类屈折形态与副词的研究
何 义 蕾

韩国语言文学系 韩国语言学专业
国立首尔大学 研究生院

   
    “어째”、“어쨌든/어쨌건”、“어쩌다(가)”、“어쩌면”、“어쩐지”等均起源于
谓词“어찌하-”或“어쩌-”，都能作为谓词屈折形态和副词使用，并都经历了由
谓词屈折形态到副词的词汇化过程。考虑到这些共同点，本论文将这些词统称
为“어찌-/어쩌-”类屈折形态和副词。本论文的研究目的是通过考察“어찌-/
어쩌-”类屈折形态和副词在语料库中的实际使用情况，弄清他们的具体语义和
功能，并对其在词汇化过程中发生的变化进行研究说明。
    “어찌-/어쩌-”类屈折形态和副词中，既有起源于动词“어찌하-”的“어
째”、“어쨌든/어쨌건”、“어쩌다(가)”、“어쩌면”, 也有起源于形容词“어쩌-”
的“어쩐지”。作为谓词屈折形态使用时，“어째”、“어쩌다(가)”、“어쩌면”、
“어쩐지”中的谓词展现疑问词用法，“어쨌든/어쨌건”、“어쩌다(가)”中的谓
词展现不定词（indefinites）。具体来看，与疑问词用法相关的“어째”、“어
쩌면”、“어쩌다(가)”使用于特指疑问句、间接疑问小句中，表达“怎么”、“要
怎样”、“怎么（就）”的意思。不仅如此，它们还能用于修辞疑问句中使句子
表示特殊的语用含义。“어쩐지”则主要出现在[VP는지/은지/ㄴ지 어쩐지 
(알다/모르다)]或者[N(이)야/는/은 어쩐지 알다/모르다]结构中，可理解
为“怎么样”。而与不定词（indefinites）用法相关的“어쩌다(가)”主要用于
[어쩌다(가) 보니/보면]结构，表达“某一不确定的事件发生着（就）”的含
义。“어쨌든/어쨌건”则主要用于[N(이)야 어쨌든/어쨌건]或[-VP든/건 어
쨌든/어쨌건]结构中，表达“无论怎样都无所谓、没关系”的意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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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为副词使用时，“어째”经常与推测性表达或意外性（mirativity）表达
搭配使用，除了表达基本语义“能模模糊糊地推测到，但是不知道准确的原
因”以外，还具有“意外”、“惊讶”等语义韵律（semantic prosody）。副词“어
쨌든/어쨌건”表达“像是结论一样强调后句”的语义，尤其经常用于复句的后一
分句。“어쩌다(가)”和“어쩐지”作为副词使用时，都有两个语义。“어쩌다
(가)1”表达“偶尔，有时”的语义，“어쩌다(가)2”表达“偶然”的含义。“어쩐지1”
多与推测性表达“-ㄴ/은/는/ㄹ/을/를 것 같-”搭配使用，语义为“不知为何，
没有明确的理由”；“어쩐지2”则多与言据性（evidentiality）标记“-더”或[-
다/은가/...했다/싶었다]搭配使用，语义为“以接收到的新信息为基础，推理
并领悟过去看到、听到的事态的原因”。副词“어쩌면”常与各种推测性表达搭
配使用，表达的语义是“虽然不确定，但是据推测”。另外，除了屈折形态和
副词的用法，“어째”、“어쨌든/어쨌건”、 “어쩌면”还有语用标记的用法。
    “어찌-/어쩌-”类屈折形态在经过词汇化演变成为副词的过程中，范
畴、形态、语义等多方面都发生了变化。范畴方面，从短语（phrase）范畴
变为词汇范畴；形态方面，大多经历了形态上的缩略；语义方面，副词的语
义与原谓词屈折形态语义相去甚远，几乎找不到语义上的相关性。但是考虑
到“어째”、“어쨌든/어쨌건”、“어쩌다(가)”、“어쩌면”、“어쩐지”存在谓词屈
折形态和副词共存的现象，其词汇化的程度还不算特别高。“어찌-/어쩌-”
类屈折形态和由此经过词汇化演变而来的副词间依旧存在一些语义关联性也
佐证了这一点。
    为了帮助更好地理解“어찌-/어쩌-”类屈折形态的词汇化现象，本论文
还尝试说明了其与副词间存在的语义上的关联。“어째”和“어쩌면”的语义变化
与疑问词“어찌하-”具有的[未知]的语义属性有关。而副词“어쩌면”的语义中
含有“推测”的意思是受到了它作为动词屈折形态时常搭配使用的表达的影
响。同样受到常搭配的表达的影响的还有“어쩌다(가)”。此外，“어쩐지”的语
义是受到了“-ㄴ지”的影响，而“어쨌든/어쨌건”作为副词的语义则可以通过
其作为动词屈折形态时的语义推导得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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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键词： 疑问词，不定词，词汇化，“어째”，“어쨌든”，“어쨌건”，“어쩌다
(가)”， “어쩌면”，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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