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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부사 ‘그냥’에 대한 연구이다. ‘그냥’은 한국어에서 고

빈도로 쓰이고 있는 부사다. 문어에서도 자주 쓰이지만, 구어에서는 더욱

높은 빈도로 쓰인다. ‘그냥’은 구어에서의 빈번한 쓰임에 따라 어휘적 의미

가 점점 흐릿해지며 일반 부사와 달리 다양한 사용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냥’의 다양한 의미 용법과 사용 양상에 대하여 논

의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냥’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밝히고, ‘그

냥’의 담화 기능도 고찰하였다. 또한, ‘그냥’의 몽골어, 중국어와 영어와의

대조언어학적 분석도 다루었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그냥’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먼저 ‘그냥’의 통사적 특성을 주로 ‘그냥’의

수식 대상, 문장에서의 출현 빈도와 출현 위치 등 방면에서 관찰하였고 ‘그

냥’의 의미적 특성을 내용 층위, 인식 층위와 화행 층위 등 3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그냥'은 내용 층위에서 '상태 변화 없이'와 '보통,

일반'의 의미를 가지고 인식 층위에서는 '생각 없이', '이유 없이', ‘의도/

목적 없이', '망설임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등 의미

들이 있다. 화행 층위에서는 '경고/위협'의 기능을 한다.

제3장에서는 텍스트 기능, 인지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의 측면에서 ‘그

냥’의 담화 기능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그냥’은 ‘전후 경계 표시’, ‘발

화 유지’와 ‘초점화’의 텍스트적 기능, ‘완화’와 ‘강조’의 인지적 기능과 ‘부

정적 공손 전략’과 ‘대답 회피’의 대인관계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그냥’의 대조언어학적 분석을 위하여 ‘그냥’을 몽골어, 중



국어와 영어의 대응 표현과 대조해봄으로써 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고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주요어 : 부사, 담화표지, ‘그냥’, 의미, 담화 기능, 대조언어학

학 번 : 2019-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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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대상 및 목적

  ‘그냥’은 한국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부사 중의 하나다. 특히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아주 높다. 안의정(2008:99-100)에서는 21세기 세종 문어 말뭉치의 어휘 
빈도와 구어 말뭉치의 어휘 빈도를 어형별로 통계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어성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로 구어성 점수가 높은 어형 50개를 제시하였
는데 그중에서 부사의 순위를 재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부사 중에서 ‘막’이 
구어성이 가장 높으며 ‘그냥’은 9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안정아
(2015:315)에서 21세기 세종 구어 코퍼스의 어휘 빈도 통계에서도 ‘막’은 부사 가
운데에서도 3번째, ‘그냥’은 9번째를 차지하여 고빈도의 부사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냥’은 한국어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쓰이는 부사임을 알 수 있다. 

<표 1> 구어성 점수가 높은 부사1)

  ‘그냥’은 사용 빈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의미 용법도 일반 부사와는 달리 다양
하게 쓰이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다음 예문(1)에서 ‘그냥’의 몇 가지 용법을 확
인할 수 있다.

    (1) ㄱ. 경아: 도우씨 나 그냥 사람 아니에요. 당신 아내에요. (<남자이야기> 18회)

1) 안의정(2008:99-100)에서 제시한 구어성 점수가 높은 어형(50개) 중에서 부사의 예를 뽑아
서 재정리한 것이다.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부사 막 이렇게 안 인제 되게 그렇게 진짜 지금 그냥 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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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오늘과 내일의 다음은 그냥의 내일이 아니라 기분 좋은 앞날입니다.
ㄷ. 고교생1: 뭐는 뭐야! 너 땜에 놓쳤으니깐 니가 다 물어야지! 어우, 이걸 확 

그냥!!                                          (<결혼해주세요> 01회)

  예문(1ㄱ)에서 ‘그냥’은 명사 ‘사람’ 앞에 위치하여 ‘사람’을 수식하며 ‘그냥 사람’
이 아닌 ‘당신 아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부사 ‘그냥’의 명사를 수식하
는 관형어적 용법이 보인다. 예문(1ㄴ)에서 ‘그냥’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문(1ㄴ)과 같이 부사 ‘그냥’ 뒤에 격조사나 접속 조사가 붙어 쓰
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을 ‘그냥’의 체언적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예문(1ㄷ)에
서 ‘그냥’은 문장 마지막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냥’의 일종의 흥미로운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은 예문(1ㄷ)에서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하
고 있다. 이것은 ‘그냥’이 구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원래 부사로서의 쓰임 
외에 또 다른 기능과 용법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냥’이 담화표지로 사용되
고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이 ‘그냥’은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면서 의미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냥’의 특수한 사용 양상들과 문장에서 실현되는 의미 기능
을 관찰하고 ‘그냥’의 담화표지로서의 용법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그냥’과 ‘그냥’의 유사 표현, 또는 다른 언어 간의 대조를 
통하여 ‘그냥’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해 보려고 한다.

1.2. 선행 연구

  이정애(1999, 2002)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그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략 2015년도 전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2015년도 이전에는 주로 
‘그냥’ 자체의 형태⋅운율적 특성, 통사적 특성, 의미와 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그
냥’의 담화 기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었다. 21세기 들어 개별 담화표지에 대
한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그냥’의 담화 기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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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들로 이정애(1999, 2002), 노대규(2002), 최영자
(2004), 이기갑(2010), 심란희(2011, 2013), 박혜선(2012a, 2012b), 안정아
(2015), 송인성(2015) 등을 들 수 있다. 심란희(2011, 2013), 박혜선(2012b)와 안
정아(2015)에서는 ‘그냥’의 담화 기능을 각각 담화 결속 기능과 양태적 기능, 인지 
측면, 텍스트 측면과 상호작용 측면, 형식적 기능과 의미적 기능 등으로 위계화하여 
검토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논의들에서 ‘그냥’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볼 때 부사로서
의 ‘그냥’과 담화표지로서의 ‘그냥’ 등 두 부류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 ‘그냥’이 담화표지화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 용법을 다룰 때 아직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한, ‘그냥’은 담화표지로 발전되면서 어휘적인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나 ‘그냥’
의 사용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학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다른 부사와의 비교 연구로는 
이기갑(2010)에서 ‘그냥’을 '그저, 그만'과, 안정아(2015)에서는 '막, 좀'과 비교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냥’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저, 마냥'과 '마구, 막'과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냥’의 담화 기능을 검토할 때 운율적 요소도 중요하나 ‘그냥’의 
운율 특성에 대해서는 심란희(2011, 2013)과 송인성(2015)에 논의한 바가 있다.
  한편, 2015년도 이후에는 대체로 ‘그냥’의 문법 교육, 특히 ‘그냥’과 중국어의 대
응 표현에 관련 연구들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월형(2015)와 고산
(2015)를 대표로 시작된 유나(2016), 맹강(2016), 고산⋅박덕유(2017), 채린정
(2019), 유양신(2020), 범위평(2020), 담수(2021) 등 중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연
구된 논의들을 들 수 있다. 중국어 외 ‘그냥’의 대조언어학적 연구를 들자면 박혜선
(2012a:223)에서 영어 'just'과 관련된 담화 기능을 언급한 정도의 논의가 존재하나 
다른 연구는 아직 드물다. 
  본 연구는 ‘그냥’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 용법을 부사나 담화표지의 구별 없이 전
반적으로 다루고 ‘그냥’의 담화 기능을 텍스트, 인지, 대인관계 등 3가지 측면으로 
위계화하여 검토할 것이다. 또한, ‘그냥’의 대조언어학적 분석은 몽골어, 중국어와 
영어 등 3가지 언어와 관련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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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그냥’의 다양한 사용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로 ‘국어 기초 어
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국립국어원, 연구책임자: 이삼형, 2017, 2018, 2020)
를 위해 구축한 약 45억 어절 말뭉치와 ‘모두의 말뭉치’에서 신문, 문어, 구어, 메신
저 약 17억 어절을 추가하여 구성한 약 62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와 limin 드라마 
말뭉치를 활용할 것이다.2) 또한, ‘그냥’의 대조언어학적 분석을 위하여 해당 언어 
사전들도 참고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총 다섯 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그냥’의 통사적 특성을 수식 대상, 문장 분포 등 방면에서 관찰하고 ‘그
냥’의 의미를 내용 층위, 인식 층위와 화행 층위 등 3가지 영역에서 살펴본다. 그리
고 3장에서는 텍스트 기능, 인지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의 측면에서 ‘그냥’의 담화 
기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또한, 4장에서는 ‘그냥’의 대조언어학적 분석을 
위하여 ‘그냥’을 몽골어, 중국어와 영어의 대응 표현과 대조해봄으로써 그들 간의 공
통점과 차이점으로 밝히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
리하고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2) 별도로 설명 붙이지 않은 예문들은 모두 약 62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에서 추출한 것들이
다. 이 외에, 여러 사전에 등재된 용례들과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예문들도 일부 사용하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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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냥’의 통사⋅의미적 특성
  
  2장에서는 ‘그냥’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1절에서는 
‘그냥’의 수식 대상, 문장에서의 출현 위치와 출현 빈도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냥’의 
통사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2.2절에서는 Sweetser(1990)에서 제기한 의미 
분석의 3가지 영역-내용, 인식과 화행 영역을 바탕으로 한국어 부사 ‘그냥’의 의미
에 대하여 논의해 볼 것이다.

2.1. 통사적 특성

    한국어 사전에서의 ‘그냥’의 품사 분류는 부사이다. 한국어의 부사는 흔히 ‘용언
(구)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말’로 정의되는데3) 
‘그냥’은 또한 부사로서 용언(구)이나 다른 말 앞에 위치하여 뒤에 오는 문장 성분
을 수식한다. 그러나, ‘그냥’의 실제 사용 양상을 관찰해 보면 일반 부사와 달리 ‘그
냥’만이 가지는 특수한 통사적 특성들이 보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로 ‘그냥’의 
수식 대상, 문장에서의 출현 위치와 출현 빈도 등을 통하여 ‘그냥’이 어떠한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구본관 외(2015：187-188)에서 부사는 관형사처럼 형태 변화가 없으면서 문장 
내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
시하면서 이러한 정의에서 말하는 ‘다른 말’은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문장 전
체(혹은 절 전체) 등이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2) ㄱ. 달빛이 은은한 밤이면 달맞이꽃이 활짝 핀다.
        ㄴ. 오늘은 멀리 서쪽 하늘이 무척 아름답다.
        ㄷ. 우리는 매우 멀리 여행을 떠났다.

3) 구본관 외(2015:1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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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그는 아주 새 차를 타고 다닌다.
        ㅁ. 학교에 갔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다.
        ㅂ. 과연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위의 예문(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는 각각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절 전체
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어 부사 ‘그냥’도 과연 이러한 문장 성분
들을 모두 수식할 수 있는지 아래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3) ㄱ.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먹다. 
         ㄴ. 가게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
         ㄷ. 그냥 내버려 두다.
         ㄹ. 오늘만 그냥 들여보내 주겠다. 

  <우리말샘> 사전에서 예문(3)과 같이 ‘그냥’의 동사나 동사구를 수식하는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예문(3ㄱ, ㄴ)에서 ‘그냥’은 뒤에 오는 동사 '먹다'와 '나오다'를 수식
하고 있다. 그리고 예문(3ㄷ, ㄹ)에서 ‘그냥’은 뒤에 오는 동사구 '내버려 두다'와 '
들여보내 주다'를 수식하고 있다. ‘그냥’의 뒤에 오는 동사나 동사구를 수식하는 이 
용법은 ‘그냥’이 부사로서 가장 흔히 쓰이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은 형용사도 수식이 가능하다.

    (4) ㄱ. 아니..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괜찮아.
(<올드미스 다이어리> 75회)

ㄴ. 집착이 아니라 애정이에요. 그냥 좋아요. 여기 사람들이. 
(<눈꽃> 1회)

  예문(4ㄱ)에서 ‘그냥’은 형용사 '괜찮다'를 수식하고 뒤에 나오는 '진짜 괜찮다'와 
대비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4ㄴ)에서 ‘그냥’은 형용사 ‘좋다’를 수식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의 예문들을 통하여 ‘그냥’은 용언(구)를 수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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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그냥’의 체언 수식 양상에 대하여 관찰해 보려고 한다.
  ‘그냥’은 명사와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때 ‘그냥’은 관형어적 용법이 보인다.

    (5) ㄱ. 그건 그냥 옷이 아니예요. 언니의 꿈이 담겨있는 옷이라구요.
(<인생회보> 21회)

ㄴ. 미 수: 나중에 재수랑 잘 안돼도..친구로는 남아 줘. 부탁해. 
   지 니: 그럼요, 저도 그냥 친구로는 재수 좋아요. 
   제 인: 언니 나 한자기만 물어볼게요. 
   미 수: ? 
   제 인: 그냥 친구로는 괜찮고 좋은데, 남자친구로는 별로라는 게 그게 말이예

요, 밥이에요? 
(<꽃보다 아름다워> 14회)

ㄷ. 짜장 그냥에 공깃밥+만두 반을 먹을지 모르겠네요.
ㄹ. 이슬: 무슨 연예인 기자회견해? 왜? 그냥 좋은 친구 사이라고 하지?
    지애: 맞아요. 그냥 좋은 친구 사이! 

(<내조의 여왕> 19회)

  예문(5)에서 ‘그냥’은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문
(5ㄱ)에서는 ‘그냥’이 뒤에 오는 명사 '옷'을 한정하며, '보통 옷'이 아닌 '꿈이 담겨
있는 옷'이라는 것을 표현하였다. 예문(5ㄴ)에서 '그냥 친구'가 2번 나타났는데 '지
니'가 말한 '그냥 친구'와 '제인'이 말한 '그냥 친구'는 모두 ‘그냥’이 명사 '친구'를 수
식한 것들이다. '미수', '지니'와 '제인'의 대화에서 '그냥 친구'는 '남자 친구'와 달리
한 '보통/일반 친구'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5ㄷ)에서 ‘그냥’은 명
사 ‘짜장’ 뒤에 위치하지만 이때도 ‘그냥’이 역시 명사 '짜장'을 수식한다.4) '짜장 그

4) 예문(5ㄷ)에서 ‘그냥’은 명사 '짜장' 뒤에 위치하지만 보통 ‘그냥’이 수식 대상 앞에 오는 
순서가 일반적이고 '짜장 그냥...'은 화자가 말을 할 때의 단순한 구어적인 도치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그냥’의 수식 방향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
통 문법에서 부사는 피수식어 앞에 나타나 후행하는 성분을 수식한다고 부사의 수식 방
향을 후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대규(1983)에서 한국어 부사의 수식 방향은 
전방적과 후방적 두 가지가 있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노대규(2002)에
서는 부사 ‘이냥’, ‘그냥’, ‘저냥’의 수식 방향을 검토하면서 ‘그냥’이 문장에서 쓰이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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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은 다른 종류의 짜장, 예를 들어 '간짜장', '삼선 짜장', '사천 짜장'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예문(5ㄹ)은 ‘그냥’이 명사구를 수식하는 예이다. 예문(5ㄹ)에서 ‘그냥’은 명
사구 ‘좋은 친구 사이’를 수식하였다. ‘그냥’은 이렇게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면서 '
어떤 옷', '어떤 친구', '어떤 사이'처럼 '어떤+명사(구)' 형식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
는 관형어적 용법을 보인다. 
  ‘그냥’의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용법을 통하여 ‘그냥’의 관형어적 용법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흥미롭게도 ‘그냥’은 체언적 용법도 있다. 다음으로, ‘그냥’의 체언적 
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려고 한다.
  말뭉치 예문들을 살펴보면 ‘그냥’과 조사의 결합이 흔히 발견된다. 특히 ‘그냥’과 
격조사와 접속 조사의 결합은 ‘그냥’의 매우 특별한 용법이다. 이러한 조사들과의 결
합에서 ‘그냥’의 체언적 특성이 보인다. ‘그냥’과 조사들의 결합을 다음 예문들을 통
해서 관찰해 보려고 한다.

    (6) ㄱ. 그냥이 어디 있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니
까 꼼수 쓰는 거지?

        ㄴ. 이거 그냥이 아니고 대게살이 엄청 많아요!!!
        ㄷ. ...이왕이면 운동도 그냥이 아니라 지적으로 운동하라고 강조한다.
        ㄹ.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을 수업만 들을 수가 없었다.
        ㅁ. ...일본 대사관 무관이 그래서 방위백서 57권을 책상 위에 그냥을 두고 갔답

에 따라 전방적과 후방적인 수식 기능을 둘 다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냥’의 의미는 
‘그 모양으로’, ‘그 상태로’나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나, 또는 조건 없이’로 쓰이는 경우에 
수식 방향이 후방적이고, ‘전제된 내용상의 어떤 행위를 부정하는 모양으로/상태로’의 의
미로 사용될 때 수식 방향이 전방적이라고 하였다. 노대규(2002)에서 ‘그냥’의 수식 방향
이 전방적으로 분석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가: 너 아침 먹고 왔니?
     나: {그냥} 왔어요.
     나': *[그 모양으로/그 상태로] 왔어요.
     나'': (아침 먹지 않은 모양으로/상태로) 그냥 왔어요.
   그러나 노대규(2002)에서 제시한 이 예문은 사실 ‘그냥’의 수식 방향이 전방적이라는 것

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기 보다 ‘그냥’의 인식 층위의 의미에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2.2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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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ㅂ. 괜히 그냥 한번 봤는데 역시 성적도 그냥 그냥이네요.
        ㅅ. 그냥 만나보러 나간데요 그래서 그냥이면 뭐 하러 나가?" 이랬더니 그냥... 

이러기를 반복...
        ㅇ. 짤방은 그냥이십니다~
        ㅈ. 그냥…… 여기서 그냥의 이유를 말하자면 어차피 잡아 봐야 무기를 장착 못

하니 레벨 업 하러 돌아갔다고 할까.
        ㅊ. 그냥 나무 밑에 그냥 길가에 앉아 편안히 쉬는 그냥의 자유를 알지 못했습니

다.
        ㅋ. ...찰수의 본심은 누워서 떨어지는 사과 그냥에 삼키겠다는 것이다.
        ㅌ. 포드고리차는 진짜 없음, 그냥에서 공항에서 부드바나 코토르로 바로 가는게 

좋은데...
        ㅍ. 시작하기 전에는 와~ 그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문(6)은 ‘그냥’과 다양한 격조사와의 결합을 보여준 예문들이다. 예문(6ㄱ)은 
‘그냥’과 주격 조사, 예문(6ㄴ, ㄷ)은 ‘그냥’과 보격 조사, 예문(6ㄹ, ㅁ)은 ‘그냥’과 
목적격 조사, 예문(5ㅂ, ㅅ, ㅇ)은 ‘그냥’과 서술격 조사, 예문(6ㅈ, ㅊ)은 ‘그냥’과 
관형격 조사, 예문(6ㅋ, ㅌ, ㅍ)은 ‘그냥’과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 용례들이다. 예문
(6)에서 예문(6ㄹ, ㅁ)을 제외하면 ‘그냥’은 모두 체언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들이다. 
예문(6ㄹ, ㅁ)은 ‘그냥’의 체언적인 용법이 아니나, 강조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그냥’ 
뒤에 목적격 조사를 붙인 것이다.

    (7) ㄱ. ...풀옵션과 그냥과 출고기간이 차이 많이 나나요?
        ㄴ. ...는 농담이고 그냥과 라이트 중간 맛 같습니다.
        ㄷ. 만들고 나서 느낀 점인데 의외로 그냥과 느낌이 비슷하더군요.

  예문(7)에서는 ‘그냥’과 접속 조사의 결합 양상이 보인다. 예문(7ㄱ)에서는 ‘그냥’
이 접속 조사 '과'와 결합하여 '풀옵션'이 아닌 다른 선택인 '그냥 옵션' 정도의 의미
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7ㄴ)에서는 '라이트 맛'과 대비되는 '그냥 맛'으로, 예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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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에서는 ‘그냥’과 '그렇지 않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은 뒤의 
어떤 명사 성분을 생략하고 접속 조사와 결합하여 체언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노대규(2002)에서 ‘그냥’은 수사와 대명사도 수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제시하였다.

(8) ㄱ.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ㄴ. 그냥 그이가 좋아.                               

  (노대규2002:472)
    ㄷ. 그냥 1년도 버티지 못한다면 아마도 다른 회사에서도 적응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ㄹ. 그냥 이거뿐이에요? 무슨 말 한 건 없구요? 

(<남자이야기> 20회)

  예문(8)에서 ‘그냥’은 각각 수사 ‘하나’와 대명사 ‘그이’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그냥’이 어떤 문장 성분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뒤에 오는 성분을 수식한다
는 것은 아니다. 예문(8)에서 ‘그냥’은 수사 ‘하나’와 대명사 ‘그이’를 수식하지 못한
다고 본다. 왜냐하면, 예문(8ㄱ)은 ‘그냥’이 뒤에 오는 ‘하나밖에 없어요’를 전체적으
로 수식하는 것이지 수사 ‘하나’만을 수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의 위치를 바뀌어
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이라고 해도 문장이 비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문(8
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을 문장 마지막에 위치하여도 문장이 정상적으로 성립
하기 때문에 ‘그냥’은 뒤의 ‘그이가 좋아’를 전체적으로 수식하는 것이지 대명사 ‘그
이’만을 수식하는 것은 아니다. 예문(8ㄷ,ㄹ)은 ‘그냥’ 뒤에 수사와 대명사가 오는 
다른 예문을 제시한 것인데 예문(8ㄷ,ㄹ)에서도 ‘그냥’은 수사 ‘1년’이나 대명사 '이
거'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도 버티지 못하다'와 '이거뿐이다'를 수식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이 수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예를 거의 못 찾는다. 
이외에, ‘그냥’이 부사나 관형사를 수식하는 예도 찾기 어렵다. 다음의 예문(9)를 보
면 ‘그냥’은 부사나 관형사 앞에 나타나 뒤에 있는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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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그냥 다 말해줘. 언젠가는 그래야 하는 거잖아.  (<가문의 영광> 4회)
             ㄴ. 하하 웃고는 줏은 과자 맛없게 먹으며 그냥 멀리 보고 앉아있다. 

(<그대 그리고 나> 15회)
    ㄷ. 해영: 아깝잖아. 우리 딸들, 누구 더 먹을래?
        세영: (살짝 찌푸리며) 난 됐어 엄마.
        채아: 나두..
        현지: 난 더 먹을건데, 그냥 새 밥 먹을게. 너무 더럽게 먹었어 엄마.
        해영: 얘는 가족끼리 뭐가 더럽다구...        (<2008 코끼리> 110회)

  예문(9ㄱ, ㄴ)은 ‘그냥’ 뒤에 부사 ‘다’와 ‘멀리’가 온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이 뒤의 부사를 수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문(9ㄱ, ㄴ)에서
는 ‘그냥’이 부사 ‘다’와 ‘멀리’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바로 뒤의 성분 ‘다’와 '멀리'를 
꾸민다고 하기 보다 ‘그냥’이 문장의 동사(구)와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사(구) ‘말해 주다’와 ‘보고 앉아있다’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왜
냐하면, 예문(9ㄱ, ㄴ)에서 ‘다’와 ‘멀리’를 삭제하여도 ‘그냥 말해줘’와 '...그냥 보고 
앉아있다'처럼 온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예문(9ㄷ)도 예문(9ㄱ, ㄴ)과 
마찬가지로 ‘그냥’은 뒤에 온 관형사 ‘새’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다’를 한정
한다. 따라서 ‘그냥’은 부사와 관형사를 수식하기 어렵다.
  이상으로, 동사나 동사구, 명사나 명사구, 형용사 등이 모두 ‘그냥’의 수식 범위에 
포함되지만 수사, 대명사, 부사나 관형사는 ‘그냥’의 수식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며, 
‘그냥’은 관형어적 용법과 체언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냥’의 문장에서의 출현 위치와 출현 빈도를 관찰해 보려고 한다. 
  부사는 보통 뒤의 오는 문장 성분을 수식하므로 문장에서 문두나 문중에 나타나
5) 노대규(2002)에서 ‘그냥 잘 지냅시다’, ‘그냥 새 옷을 입지요’와 같은 예문을 들면서 ‘그

냥’은 부사 ‘잘’을 수식한다면 동사 ‘지내다’를 수식하지 못해야 하고, 관형사 ‘새’를 수식
한다면 다른 성분을 수식할 수 없어야 한다며, 부사 ‘잘’이나 관형사 ‘새’가 생략되어도 문
법적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은 부사와 관형사를 수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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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냥’은 문장에서 문두, 문중이나 문말의 위치 실현이 
모두 가능하다. 다음 예문(1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0) ㄱ. 그냥 이거나 드세요.
         ㄴ. 그냥 책을 펴고는 찾기 힘들고 접어 놓고 보면 아~ 하고 눈에 띄게 될 거

에요.
         ㄷ. 하루 종일 그냥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니?         (<표준국어대사전>)
         ㄹ. 아까 그 말은 그냥 해 본 말이 아니야.               (<표준국어대사전>)
         ㅁ. (열쇠 여러 개 중 하나씩 넣고 돌려본다) 문 열기만 해봐 그냥! 
         ㅂ. 이 짜식들, 이거... 가만히 못 있어? 어?! 어디 위에서 간보려고... 이것들이 

그냥.                                         (<2009 외인구단> 10회)

  예문(10)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은 예문(10ㄱ, ㄴ)처럼 문두에 위치하거나 예문
(10ㄷ, ㄹ)과 같이 문장 중간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냥’은 예문(10ㅁ, ㅂ)처럼 문장 
마지막 위치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냥’은 문두, 문중과 문말에서 두루 쓰이며 위치 제
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예문(10ㅁ, ㅂ)에서 ‘그냥’은 특정한 문장 성분을 수식
한다고 하기 보다 ‘그냥’은 앞의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화자의 분노한 감정을 표현
한다. 이처럼 ‘그냥’이 문말에 나타날 때는 대부분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화자의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낸다. ‘그냥’의 이러한 용법은 ‘그냥’이 하나의 단어나 구를 수식
하는 것과 성질이 매우 다르다. 이때는 ‘그냥’이 담화표지의 용법도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그냥’의 문장에서의 출현 빈도를 예문(11)에서 확인해 보자.

   (11) ㄱ. 정신없이 연습하길래 지켜보다가 왔다 그냥.        (<9회말 2아웃> 13부)
ㄴ. 그냥 이렇게 싹 싸가지고 그냥.
ㄷ. 나라면 그냥 그냥 했어!
ㄹ. 쭉 그냥 그냥 그냥 고속도로 가듯이 그냥 쭉쭉쭉쭉.
ㅁ. A: 대학생이에요? 
    B: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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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놀아요?
            B: 노는 건 아니구, 몰라두 돼.                        (심란희2013:165)

ㅂ. 은 석: 아까 본 영화 별로 재미없었지? 
            정 아: 그냥 그냥요.

(<고독> 16회)

  ‘그냥’은 예문(11ㄴ)처럼 문장에서 불연속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거나 예문(11ㄷ, 
ㄹ)처럼 연속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그냥’의 문장에서의 출현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냥’은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여 소
형문도 성립할 수 있다. 예문(11ㅁ)에서 ‘그냥’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
여 담화에서 쓰이고 있다. 이것은 ‘그냥’의 다른 문장 성분과의 결합 제약이 약화되
어 독립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6)예문(11ㅂ)에서 보이듯이 ‘그냥’은 독립적
으로 쓰일 때 ‘-요’도 붙이며 청자 높임의 담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7)
  이상으로, ‘그냥’의 통사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그냥’은 용언(구), 명사
(구)를 수식할 수 있으나 수사, 대명사, 부사와 관형사를 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 중에 ‘그냥’의 명사(구)와의 결합에서 ‘그냥’의 관형어적 용법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냥’은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문장 마지막 위치에 나타나는 양상이 관찰된다. 또한, ‘그냥’의 다양한 조사와의 결합
이 상대적으로 흔하게 보이며, 특히 격조사, 접속 조사와의 결합에서 ‘그냥’의 체언적
인 특성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냥’은 문장에서 연속적이거나 불연속적으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고, 단독적으로도 하나의 발화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냥’의 일반 부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되는 이러한 특수한 통사적 특
6)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그냥’이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부사이고 담화적인 측

면에서는 담화표지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일부 학자들은 ‘그냥’의 이렇게 다양한 기능으
로 쓰이고 있는 현상은 분화의 원리에 의한 문법화라고 보고 있다. (김태엽 2002:12)

7) 최영자(2004)에서는 ‘그냥’의 청자 높임 보조사 ‘-요’와의 결합을 ‘그냥’이 '-요'를 첨가
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뀐 담화표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며, 이 경
우 '-요'는 청자 높임 기능과 함께 청자 주의 환기 기능도 발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예
문(11ㅂ)의 '그냥요'는 청자 주의 환기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냥요'가 청자 주의 
환기 기능을 발휘하려면 발화 시작에 나타나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예문(11ㅂ)처럼 
발화 마지막에 나타나거나 '그냥요'가 단독으로 한 문장을 성립할 때 청자 주의 환기 기
능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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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은 ‘그냥’은 담화에서 상당히 높은 사용 빈도로 쓰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것은 ‘그냥’이 담화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보이며 ‘그냥’은 담화표지화 과정
에 있는 부사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냥’은 담화표지화 되면서 다양한 담화 
기능도 가지게 되었는데 ‘그냥’의 담화 기능에 대해서는 먼저 ‘그냥’의 의미를 세밀하
게 분석한 후에 3장에서 ‘그냥’의 의미와 관련지어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2. 의미적 특성

  먼저 ‘그냥’의 사전에서의 의미 해석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그냥’의 사전적 의미 분석
사전 의미 예문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12) ㄱ.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먹다.

그런 모양으로 줄곧 ㄴ. 하루 종일 그냥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니?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ㄷ. 아까 그 말은 그냥 해 
본 말이 아니야.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어떠한 작용을 가하지 않거나 
상태의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 (13) ㄱ. 그냥 두세요.

아무 뜻이나 조건 없이 ㄴ. 그냥 한번 해 본 말이
야.

그대로 줄곧 ㄷ. 비가 며칠째 그냥 퍼붓
고 있다.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14) ㄱ. 지금부터 나는 그
냥 곁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겠다.

별다른 의미 없이 ㄴ. 사람들은 그런 소리쯤 
그냥 흘려 버리고 말았다.

그대로 줄곧 ㄷ. 앞에 나앉은 소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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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2>에서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등 사전에 등재된 ‘그냥’의 의미와 용례를 제시하였다.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냥’의 의미에 대하여 일치하게 분석하
고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과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에서는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사
전에서의 ‘그냥’의 의미는 대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태가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모양 그대로 계속’과 ‘아무런 대가, 조건, 생각과 의미 따위가 없이’ 등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사전에서 제시된 ‘그냥’의 의미 중에 핵심 의미도 있지만 일부 의미들은 실제 사
용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의 맥락적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 2.2절에서는 ‘그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그냥’의 맥락적 의미도 살펴보려고 한다. ‘그냥’의 맥락적 의미를 분석하려고 하
는 것은 비록 문맥 의존적인 의미는 ‘그냥’ 자체의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그냥’이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가 점점 약화되서 앞뒤에 문맥이 없으면 ‘그냥’이 혼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1절에서 ‘그냥’의 통사적 특성
을 검토하면서 ‘그냥’이 담화표지화 과정에 있다고 논의하였듯이 ‘그냥’이 가지고 있
는 어휘적 의미가 점점 많이 흐릿해지다 보니 문맥 의존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우나 
그러한 것들 중에서 문맥 의존적 의미라고 하기에는 강하고 어휘적 의미라고 하기
에는 또 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룰 ‘그냥’의 여러 가지 의
미들이 상당히 독자에 따라서 문맥 의존적인 의미라고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자체의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그냥’의 의미 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
맥에서 주로 쓰이는지, 어떠한 문맥적 의미로 쓰이는가 하는 문제들도 밝히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의 의미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Sweetser(1990)에서 제시한 의미 분석의 3
가지 영역 즉, 내용 영역,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냥’의 의미를 자세히 검토하려고 한다.

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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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ser(1990)에서는 통시적 의미변화와 공시적 다의성 패턴에 대한 일반화를 
탐구하는 한편, 내용, 인식, 화행 영역이란 세 개의 영역을 설정하여 양상, 접속, 조
건의 다양한 의미를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있다. Sweetser(1990)에서 가져온 예문 
(15)를 통하여 내용, 인식, 화행 등 3가지 영역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15) ㄱ. John may go.
        (존은 갈 수 있다.)
       ‘존이 가는 데(나의 또는 다른 어떤) 권위도 방해하지 않는다.’
     ㄴ. John may be there.
         (존은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
        ‘내가 그가 그곳에 있다고 결론짓는 데 내 전제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ㄷ. May I ask you where you are going?
        (어디에 가고 있는지 물어도 될까요?)

  Sweetser(1990)에서는 위와 같은 예문들을 들면서 양상 조동사 'may'의 해당 양
상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16) ㄱ. 문장의 내용: 실재 세계 사건은 발생해야 하거나 발생할지 모른다.
ㄴ. 문장이 표상하는 인식적 개체: 화자는 문장이 참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강

요받거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 방해를 받는다(방해 받지 않는다).
        ㄷ. 문장이 표상하는 화행: 화자(또는 일반적인 사람)는 문장이 말하는 것을 말

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렇게 말하는 데 방해 받는다(방해 받지 않는다).8)

  Sweetser(1990)에서 의미는 영역 사이의 체계적인 은유적 사상-물리적 세계에 
대한 체험에 기초한 구체적 개념의 심적 세계에 대한 추상적 개념으로의 사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내용 영역,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에 출현한
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물리적 세계에서 추상적인 심적 세계로의 은유적 사상을 반영
한다는 것이다.9)

8) Sweetser(1990), 박정운, 나익주, 김주식 역(2006: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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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냥’의 의미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 
논리'와 '부작위'다. 박진호(2019)에서 예상과 기대에 어긋나는 사태 혹은 그에 부합
하는 사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연논리의 일부인 ‘기대 논리’의 개념을 제시
한 바가 있다. 예상과 기대에 어긋나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의외로, 뜻밖에, 놀랍게도, unexpectedly...’ 등 어휘 요소나 한국어의 ‘-다니’ 같
은 문법요소들을 통해 ‘反기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10) 한편, 예상과 
기대에 부합되는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상대로, 
expectedly, It is no surprise that~’ 등 어휘 요소나 구문 또는 문법요소로 ‘合기
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작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대 논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작위’의 개념도 ‘그냥’의 의미 분석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작위’의 개념
을 ‘기대 논리’와 연결지어서 활용할 것이다. 본 고에서 사용되는 ‘부작위’의 개념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나 예상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고 원래 그 상태 그대로 
있다’의 의미로 간주한다. ‘부작위’는 ‘기대 논리’의 전제인 ‘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나 예상되는’ 상황에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反기대’는 
그러한 상황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취한다는 것이다.

9) 한편, 沈家煊 (2008)에서도 담화 텍스트가 화제를 인입할 때의 문장 형식 선정 상황을 
검토하면서, 3개의 병행 세계가 존재하며 각각 물리 세계, 심리 세계와 언어 세계라고 논
의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 언어 세계는 직접 물리 세계와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세
계를 매개로 한다고 하였다. 沈家煊 (2008)에서 언어 세계는 또다시 행역(行域), 지역
(知域), 언역(言域) 등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견해는 Sweetser (1990)에서 제시
한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과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17) ㄱ. 他向我保证三周内完成任务。[行域]
         (그는 나에게 3주 내에 미션을 완성한다고 장담하였다.) [행역]
     ㄴ. 我保证他已经完成任务。 [知域]
        (나는 그가 미션을 이미 완성하였다고 장담한다.) [지역]
     ㄷ. (你必须三周内完成任务!)好，我保证。[言域]
         (너는 반드시 3주 내에 미션을 완성해야 해!) 좋아, 나 장담할게. [언역]

10) 후박문(2021)에서는 박진호(2019)에서 제기한 ‘기대 논리’의 용어를 수용하여 기대에 
부합하는 의미를 ‘合기대’로 지칭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의미는 ‘反기대
(counter-expectation)’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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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ㄱ. 나는 돈이 모자라서 신발을 사지 못하고 그냥 가게를 나왔다.
              ㄴ. 오늘도 승규는 수업이 끝나고 자율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갔다.
              ㄷ. 하루 종일 그냥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니?

     ㄹ. 그냥 먹기만 하다.

예문(18ㄱ~ㄹ)에서의 ‘그냥’의 의미를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예상과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문 (18ㄱ)에서는 신발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게에서 나오기 전에 신
발을 사야 정상이라는 예상과 기대가 전제되는데 ‘돈이 모자라다’는 의외 상황으로 
신발을 못 산 예상과 기대에서 어긋난 일이 벌어졌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가게를 
나왔다’는 ‘反기대’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신발을 사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의미도 
드러낸다. 예문 (18ㄴ)에서는 ‘승규가 수업이 끝나고 자율 학습을 하고 집에 간다’
는 예상과 기대에 반면 ‘그냥 집에 갔다’로 ‘승규가 수업이 끝나고 자율 학습을 하지 
않고 집에 갔다’는 예상과 기대 외의 일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또
한, ‘그냥’은 예문 (18ㄷ)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우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므로 문제 해결을 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것이 기대가 되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울고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울고만 있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닌 우
는 것을 멈추는 적극적인 행위가 기대되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울고만 있는 그 상
태’로 계속 있다는 뜻을 드러낸다. 예문 (18ㄹ)에서는 ‘먹는 것’ 외에 다른 행위도 
마땅히 해야 하지만 다른 아무 행위도 취하지 않고 ‘먹고 있는 그 상태만 지속된다’
의 뜻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고 원
래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을 ‘부작위’로 볼 수 있고 ‘그냥’은 ‘부작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서 ‘그냥’의 ‘反기대’와 '부작위'의 의미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어 부사 ‘그냥’의 의미 영역도 Sweetser(1990)에서 주장한 3가지 영역을 모
두 걸친 것으로 관찰되므로 ‘그냥’의 의미를 또한 내용, 인식, 화행 등 3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기대 논리'와 '부작위'의 개념을 활용하면서 살피고자 한다.



- 19 -

2.2.1. 내용 층위

  우선, 내용 층위는 3가지 의미 층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인식 층
위와 화행 층위의 의미는 내용 층위를 바탕으로 내용 층위에서 기인되고 발전된다
고 생각한다. 
  내용 층위의 의미가 ‘그냥’의 형태적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냥’의 형태
적 구성에 대하여 대체로 ‘그냥’은 지시사 ‘그’에 꼴(모양)을 뜻하는 한자어 ‘樣(양)’
이 결합되면서 ‘양(樣)’의 첫소리에 첨가음 ‘ㄴ’이 덧붙은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11) 즉, ‘그+ㄴ+양(樣)→그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대규(2002)에서는 
음운론적인 관점과 의미론적인 관점 총 4가지로 정리하면서 이 주장을 검증하였
다.12)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따르기로 한다. ‘그냥’의 의미는 다소 그의 형
태적 구성의 영향을 받아 ‘그+ㄴ+양(樣)→그냥’의 변화 과정은 현재 사전에서 제시
된 ‘그러한 모양이나 상태 그대로’의 의미로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2.2.1.1 ‘상태 변화 없이’

  ‘그냥’의 형태 구성에서 ‘그냥’의 내용 층위의 의미가 발전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그냥’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상태 변화 없이’로 설정한다.
  다음의 예를 통하여 ‘그냥’의 기본 의미를 ‘상태 변화 없이’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살펴봅시다. 

(19) 그냥 놔두다.
(20)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먹다.
(21) 그냥 내버려 두다.

11) 노대규(2002), 백문식(2014), 김무림(2020) 등 참조.
12) 음운론적인 2가지 관점은 각각 한자어 명사 ‘모양(模樣)’이 ‘모냥’으로 발음될 때가 있다

는 것과 ‘이냥’, ‘그냥’, ‘저냥’이 ‘이양’, ‘그양’, ‘저양’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의미론적인 2가지 관점은 ‘이냥’, ‘그냥’, ‘저냥’에서의 ‘양’의 의미는 ‘모양(模樣)’에서의 
‘양(樣)’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 한국어의 ‘양’은 ‘모양(模
樣)’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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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

  예문(19~21)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은 무표적으로 드러난 목적어의 상태나 모
양을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예문(19)에서 목적어를 
유표적으로 표시해 보면 ‘(xxx을) 그냥 놔두다’가 될 수 있으며, 목적어 ‘xxx’가 아
무 외적인 변화를 받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예문 (20)를 ‘설탕을 
넣지 않고 (xxx를) 그냥 먹다’로 변화시켜보면 또 마찬가지로 목적어 ‘xxx’를 아무 
외적인 변화를 받지 않는 상태로 먹는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예문(21)도 목적어 
‘xxx’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볼 수 있다.

(22) 그냥 잠만 자고 있다.
(23) 뒤도 안 보고 그냥 도망쳤다.

(<우리말샘>)

  예문(22~23)에서도 ‘그냥’은 ‘상태의 변화 없이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때의 ‘상태’는 ‘다른 행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문장의 주어는 유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예문(22), 예문(23)과 같이 무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러나, 무정물도 생명이 있다는 가정법을 제외하면,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나 동물 등 
유정물에만 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정물은 자기 스스로 동작이나 행위를 이루어지
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문(22)에서는 무표적 주어가 일어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동작이나 행위가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표
현하고 있다. 예문(23)에서는 ‘뒤를 보-’는 동작을 하고 도망치는 상황이 가능하지
만 ‘뒤를 보-’는 동작을 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것이다.
  한편, ‘그냥’은 상태의 변화 없이 그대로의 단계에서 [시간] 따위를 추가하여 새로
운 단계로 발전된다.

(24) 오후 내내 그냥 비만 내렸다.
(25) 하루 종일 그냥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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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샘>)

  예문(24)와 예문(25)는 각각 불변한 상태와 동작에 ‘오후 내내’와 ‘하루 종일’과 
같은 시간 따위를 추가해서 구성된 예문들이다. 예문(24)를 바꾸어서 말하면 ‘비가 
내리는 상태’가 ‘오후 내내’ 지속되었다는 것이며, 예문(25)는 ‘다른 동작이나 행위
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루 종일 울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냥’은 문장에서 시간 관련 표현이 공기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시간 제한 
없이 사용된다. 예문(24)과 예문(25)의 시간 표현을 삭제하면 다음과 같다.

(24') 그냥 비만 내렸다.
(25') 그냥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니?

  예문(24')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작점과 ‘비가 내리기’ 끝날 종점이 모두 
불명확하다. 이와 같이, 예문(25')에서도 ‘울고만 있기’의 시작점과 ‘울고만 있기’의 
종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시작점과 종점을 알기 어렵다. ‘그냥’은 여기서 특별한 
시간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예문(24)에서 ‘비가 내리기’의 시작점은 ‘오
후’이고 ‘오후가 끝날 때’가 종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예문(25)에서는 ‘울고 있
기’의 시작점과 종점은 각각 ‘하루가 시작될 때’와 ‘하루가 끝날 때’가 되는 것이다. 
‘그냥’의 이러한 사용 변화는 ‘그냥’의 의미 단계가 구체적인 것에서 점점 시간 등 
추상적인 것과 연결지어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간]에 관련해서 ‘그냥’의 유의어 ‘그저’와 ‘마냥’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그저’, ‘마냥’과 ‘그냥’의 공통적인 차이는 시간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저’는 ‘지금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그냥’은 
그런 시간적 제한은 없다. 그리고 ‘그냥’이 계속되면 ‘마냥’이 된다. 다음 예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26) 비가 그저 내리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26') 비가 그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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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26)에서 ‘비가 내리다’의 시작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저’의 작용으로 화
자가 말하는 시점 ‘이제/지금’이 ‘비가 내리다’의 종점이 된다. 그러나, 예문(26)에서
는 ‘-고 있다’의 종결어미도 결합되었기 때문에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이제/지금’의 
끝점이 지나더라도 ‘비는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다. 만일 예문(26)의 상태나 동작
의 지속을 표현하는 종결어미 ‘-고 있다’를 제외시키면 예문(26')처럼 ‘비가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지금까지 내렸다’는 뜻을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그저’는 문장에 특
별한 시간 표현이 없어도 상태나 동작의 종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과 
차이를 보인다.

(27) 이렇게 마냥 걷다간 해가 지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27') 이렇게 마냥 걷다간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27'') 이렇게 그냥 걷다간 해가 지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27''') 이렇게 그냥 걷다간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마냥’은 ‘언제까지나 줄곧’이라는 뜻을 가지므로13) 예문(27)에서 ‘이렇게 계속 걷
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와 같이 ‘걷기’ 시작한 시점과 끝날 종점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종점은 개방적이고 언제까지도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예문(27)의 ‘해
가 지기 전에’라는 시간 표현이 종점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은 종점이 
아니다. ‘해가 지면 걷기가 끝나기’가 아니고 ‘해가 지더라도 그곳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으면 걷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문(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 
표현이 없어도 ‘걷기’의 아무 영향이 없다. 

(28) 그저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지내고 싶은 마음은 누
구에게나 있겠지요?

  ‘그냥’, '그저'와 '마냥'의 사간 상의 관계를 다음 <그림1>처럼 제시할 수 있다. 실
선은 명확한 시간을 표시하고, 점선은 불명확한 시점을 표시한다. 문장에서 특정한 

13) <우리말샘> 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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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표현이 없을 때 '그저'는 시작점이 불명확하지만 종점이 명확하고, ‘그냥’은 시
작점과 종점이 둘 다 불명확하고, '마냥'은 시작점과 종점 없이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을 표현한다.

<그림 1> ‘그냥’, '그저', '마냥'

  
2.2.1.2 '보통, 일반’

  ‘그냥’의 내용 층위의 기본 의미인 '상태 변화 없이'가 [+시간]의 자질을 가하면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 즉, '신기할 것이나 특별한 것이 없다'로 
쉽게 연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냥’의 의미는 '보통'이나 '일반'과 같다. 

(29) ㄱ. 이거 그냥이 아니고 대게살이 엄청 많아요!
              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도책인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우

리를 환상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것 같아요.
              ㄷ. 저는 단지 그냥 시험 보는 날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있네요.

  예문(29)에서 ‘그냥’은 각각 '그냥 대게', '그냥 지도책'과 '그냥 시험 보는 날'과 
같이 관형어적인 용법으로 쓰이면서 '일반 대게', '일반 지도책'과 '평범한 시험 보는 
날' 등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을 '보통, 일반'과 같은 말로 교체하
여도 문장 의미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2 인식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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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층위에서 ‘그냥’의 기본 의미는 '상태 변화 없이'이었다. 내용 층위에서 인식 
층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인식이나 생각이 부가되기 때문에 ‘그냥’의 의미
가 변화를 일으킨다. 인식 층위에서는 사람의 인식과 생각에 관련된 ‘그냥’의 의미들
을 다룰 것이다. 내용 층위의 '상태'의 변화 없는 것은 인식으로 발전되면 '생각'이 
변화 없는 것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 없이'가 된다. '생각 없이'는 ‘그냥’의 
인식 층위에서의 기본 의미다. 
  ‘그냥’의 의미는 '기대 논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 양상
이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그냥’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보다
는 맥락 상황에서 다른 말이나 표현과 흔히 공기하면서 문맥적 의미들로 쓰이고 있
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 다음으로는 ‘그냥’이 어떠한 담화 상황에서 어
떠한 맥락적 의미를 드러내는지 관찰해보려고 한다.
  ‘그냥’의 '생각 없이'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이유 없이', '의도/목적 없이'나 '조선 
없이', '대가 없이'와 '노력 없이' 등으로 실현된다.

2.2.2.1 '이유 없이’, '의도/목적 없이’

  ‘그냥’은 어떠한 담화 맥락에서 '이유 없이'로 사용된다. 이때는 부사 '단지'와 공기
하는 현상이 있으나 때로는 '단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30) ㄱ. 아니 어쩌면 그냥 자신이 보는 그대로 믿어버리고 싶은 것은 아닐까
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

              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신경하게 그동안 이 말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
요.

              ㄷ. 처음에 믿었던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
들, 그저 아무런 감흥이 없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ㄹ. 처음에 누구나 다 하니까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주식을 시
작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ㅁ. 전 그냥 단지 현금 가지고 댕기기 귀찮아서 카드를 쑥 내미는 거뿐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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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그냥 어쨌든 형편이 안돼서 못 사는 겁니다.

  예문(30)에서 ‘그냥’은 '이유 없이'의 맥락적 의미로 쓰였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
를 할 때 보통 특정한 생각이나 일종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냥’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생각이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드러낸다. 예문(30ㄱ)에서는 '믿다'는 행위를 
할 때 '자신이 보는 그대로'나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하니까 듣는 그대로' 믿고 행위
주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예문(30ㄴ)도 '그냥 무신경하게'라고 하면서 '이 말을 받아들였다'
는 행위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예문(30ㄷ)에서는 '그
냥 습관적으로'라고 하면서 이 행동은 습관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생각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문(30ㄹ)은 '누구나 다 하니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은 하였지만, 이 생각 외에 다른 특정한 생각이나 이유가 없었다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고 본다. 예문(30ㅁ)의 경우에는, ‘그냥’ 뒤에 부사 '단지'가 붙이면서 '단지 현
금 가지고 댕기기 귀찮다'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특별한 생각이나 이유가 없
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예문(30ㅂ)에서 ‘그냥’은 '어쨌든'과 같이 쓰이면서 
그 '생각이나 이유 없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예문(31)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행위
가 일반적인 상황이나, ‘그냥’을 사용함으로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특별한 의도나 
목적 없이'의 뜻으로 쓰인 용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냥’의 이러한 의미로 사용
되는 것도 실제로 '특별한 생각이나 의미 없는 것'의 의미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
다. '의도'나 '목적'은 일종의 '생각'의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그냥’이 부사 '단순히'나 형용사 '단순하다'와 자주 공기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31) ㄱ. 그냥 단순한 선으로 그린 것 같은데, 동물들이 역동적이고 표정이 살
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ㄴ. 그냥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흥미진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ㄷ. 사회초년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취업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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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환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잘 버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실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갈아요.

              ㄹ. 말하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
라서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화술이라는 거죠.

  예문(31)에서 ‘그냥’은 형용사 '단순하다'와 부사 '단순히'와 같이 쓰이면서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하다'와 '단순히'는 어휘 의미 그 
자체가 '의도나 목적 없이'의 뜻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과의 결합으로 그 의미
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문(31ㄱ)에서 ‘그냥’은 형용사 '단순하
다'와 결합하여 '그냥 단순한 선으로 특별한 의도 없이 그린 것' 정도의 뜻을 나타내
는데 '특별한 의도 없이 그린 것'의 결과는 오히려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되
었다고 하고 있다. 예문(31ㄴ, ㄷ, ㄹ)에서 ‘그냥’은 또한 부정사 '아니다'와 공기하
여 '그냥 어떤 이야기나 말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는 뜻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냥’이 '특별한 의도나 목적 없이'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부정사 '아니다'와 
흔히 공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2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낱말의 의미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구체적이며, 빈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된 의미를 기본 의미로 삼는다. 그러나 공시적인 의미 체계 안에서 의미의 확대 
현상을 다루는 경우는 반드시 역사적 증거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이기갑 
2007:106). ‘그냥’의 여러 가지 의미도 꼭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의 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그냥’의 의미 분석에 도움이 
된다.
  <우리말샘>에서의 ‘그냥’의 역사 정보를 보면 ‘그냥’은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쓰
여 온 것이다. ‘현대 국어 ‘그냥’은 19세기 문헌에서부터 ‘그냥’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는데 19세기 문헌의 ‘그냥’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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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올타 그러나 그냥은 쥬지 아니 스니 爲先 이 籠 속에 드러가 보라 고 
(<1896심상 3:10ㄱ>)

  1896년의 잡지 <심상>에 위의 (32)와 같은 용례가 등장하였는데 ‘옳다. 그러나 
그냥은 주지 않겠으니 우선 이 농 속에 들어가 보라 하고’로 해석된다. 이 용례에서 
‘그냥’은 보조사 ‘은’과 결합하여 뒤에 오는 동사 ‘주다’를 수식하면서 ‘아무런 대가
나 조건 없이’ 정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조건'이나 '대가'는 상태 변화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
람에게서 어떤 물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을 때,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
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대방이 우
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물건을 주었을 때도 이 물건 때문에 우리에게서 돌
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건'이나 '대가'는 실제적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개념으로 
사람의 인식이나 생각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즉, '조건'이나 '대가' 같은 개념은 
사람의 '생각'에서 자라난 인식 층위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냥’의 인식 층위의 기본 
의미인 '생각 없이'에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의 의미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대가'는 일종의 '조건'에 포함되고 '조건'은 '대가' 보다 상위인 개념이므로 특
정 상황에서는 '조건 없이'로 통합할 수도 있다.
  인식 층위는 내용 층위와 화행 층위의 매개라고 할 수 있다. 의미는 가장 기본적
인 내용 층위에서 여러 기제로 인식 층위로 발전한다. ‘그냥’의 의미가 '상태 변화 
없이'에서 발전하여 '생각 없이'의 의미도 획득하게 된 것은 바로 ‘그냥’의 의미가 내
용 층위에서 인식 층위로 발전된 것이다.
  아래 예문에서 ‘그냥’의 이러한 의미를 관찰할 수 있다.

(33) 그냥 먹기만 하다.
(34) 그냥 먹기 좀 미안하네요.

  예문(33)에서 ‘그냥’은 ‘아무런 상태의 변화 없이 그대로 먹기만 하다’로 해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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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예문(34)에서 ‘그냥’은 ‘특별한 조건 없이’로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미 확장 현상은 ‘변화’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물건
이나 도움을 받는 동시에 대부분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물건이나 도움
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또 일
종의 상태 변화에 속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춘다는 것은 ‘상태 변화도 없이’에 어긋
난다. 하지만 예문(34)처럼 아무 조건 없이 먹는다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는 ‘상태
의 변화 없이’를 지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5) 어쨌든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 원군을 파병하기로 하지.

  예문(35)에서는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하며, '원군을 파병하기'라는 조건을 제기
하였다. 따라서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말은 '조건 없이 놔둘 수 없다'와 같은 뜻인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냥’은 이 문장에서 '조건 없이'의 뜻으로 사용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조건 없이’는 일정한 맥락에서 ‘대가 없이’로 해석될 수 있다. 대가는 보통 
화자가 치르는 것인 반면에 조건은 보통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다. 조건은 여러 가
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도 조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
가와 조건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부터 ‘그냥’의 의미가 ‘조건 없이’에서 특정한 담
화 상황에 따라 ‘대가 없이’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냥’이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 뒤
에 '주다, 받다, 얻다, 놔두다' 등과 같은 동사들이 자주 결합한다.

(36)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유학에 오른 목적이 바로 
조국을 위해서인데 그런 조국에게서 혜택을 그냥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었던 거죠.

  예문(36)의 ‘조국에게서 혜택을 그냥 받다’는 것은 ‘그녀’의 입장에서 대가 없이 
받는 것이 되고, ‘조국’의 입장에서는 ‘그녀’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 없이 준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조국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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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일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기대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
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부작위'에 속한다. 
  인식 층위에서 ‘그냥’의 의미는 '기대 논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가 없이'는 
또한 '노력 없이'로 확장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대 논리'에 의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력'을 해야 어떤 수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력 없이'는 사람들
이 기대나 예상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거나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력'을 해야 받는 것도 일종의 '대가'에 속한다. 예문(37)에서 ‘그냥’은 사전에 노
력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노력 없이'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
다.

    (37) ㄱ. 그런 화술은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한 자기 노력만이 화
술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ㄴ. 그런 보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ㄷ. 그냥 월급만 받아서는 오르는 물가에다가 아이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도 힘

들지 않겠어요?
         ㄹ. 그냥 가만히 세 끼 밥만 먹는다고 해도 퇴직 후 80세까지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예문(37ㄱ, ㄴ)에서는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와 
같이 ‘그냥’은 부정사 '아니다'와 공기하여 '그냥...이/가 아니다'의 부정문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냥’은 '노력 없이'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이다. 예문(37ㄷ, ㄹ)에서는 ‘그냥’ 뒤에 각각 '월급만 받다'와 '가만히 세 끼 밥만 
먹는다'와 같은 표현이 오므로 '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문(37)의 형식을 관찰해보면 ‘그냥’은 '노력 없이'의 의미
로 문장에서 사용될 때 부정사 '아니다'와 공기하거나 부정문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3 '망설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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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예문은 ‘그냥’이 '망설임 없이'의 뜻으로 사용될 때의 예문들이나 '차라리'와 
흔히 공존한다. 이때는 '차라리' 뒤에 항상 다른 선택항이 따르는데 이 뒤에 오는 선
택항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나 ‘그냥’의 역할은 어느 선택항이든 '망설임 없이' 하
라는 것이다.

(38) ㄱ.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책 값을 조금 더 올리던지, 아니면 그냥 다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조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네요.

              ㄴ. ...가끔은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ㄷ. 그냥 쿨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도 있을까요?
              ㄹ. 아니 어쩌면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민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서 일

종의 기분 풀이?
              ㅁ. 그냥 차라리 국산 대형을 타세요.
              ㅂ. 차라리 그냥 빠져죽는것이 더 나았을텐데...

  예문(38ㄱ)에서 '그냥’은 '책값을 조금 더 올리는 것'과 뒤에 오는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연결하면서 '차라리 뒤의 선택항이 더 낫겠다'의 의미를 드러낸다. 예
문(38ㄴ, ㄷ, ㄹ)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질러 버리는 것', '쿨하게 인정해주는 것'과 '
고민을 털어놓는 것' 등 행위들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듯이 ‘그냥’은 이러한 문맥 
상황에서 '망설이지 말고 해'의 어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38ㅁ, ㅂ)은 ‘그냥’과 '차라리'가 결합한 예문이나 강조의 역할을 한다.
  이상으로, ‘그냥’의 인식 층위에서의 의미를 가장 기본 의미인 '생각 없이'에서 여
러 가지 담화 맥락에 따라 '이유 없이', ‘의도/목적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
노력 없이', '망설임 없이' 등으로 분류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인식 층위에서 ‘그
냥’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다양한 문맥적 의미는 모두 사람들의 인식 개념인 '
기대 논리'를 바탕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사 ‘마구’와 '막'도 인식적 층위에서는 '그냥'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보인
다. ‘마구’는 '몹시 세차게, 또는 아주 심하게'와 '아무렇게나 함부로' 등 의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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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생각 없이', '이유 없이', '의도/목적 없이'의 의미도 가진다고 본다. 이때는 '그냥'
과의 사용이 비슷하다. '마구'의 준말 '막'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다.

2.2.3. 화행 층위

  Sweetser(1990)에서는 언어 양상이 실재 세계 영역에서 추론 영역과 화행 영역으
로 일반화되거나 확장된다고 보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물리적 영역에서 인식 
영역으로의 확장은 정상인 반면, 반대 방향으로의 확장은 부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그냥’도 내용 층위의 의미에서 인식 층위로, 화행 층위로 의미 변화가 일
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이다. 본 절에서는 ‘그냥’의 화행 층위에서의 의미를 검토
해 보고자 한다.
  양상 조동사가 내용 영역과 화행 영역에서는 양상을 부과하거나 기술하는(보고하
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인식 영역에서는 오직 기술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실재 세계’ 내용 영역과 마찬가지로, 화행 
영역도 화자가 그 자신이 기술할 수도 있으며 주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오스틴(1962)에서는 의사소통의 주안점을 두고 화행을 언표적 행위, 언표내적 행
위, 언향적 행위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언표내적 행위는 발화 수반 행위라고도 
하며, 발화 행위를 통해서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이 의도에는 진술, 제
안, 설명, 질문, 약속, 협박, 요청 등이 있는데 ‘그냥’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발화 상황에서 '협박'의 언표내적 효과를 드러낸다. 그리고 언향적 행위는 문장을 발
화하여 청자와 발화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인데 발화 효과 행위라고도 하며, 
언어 행위로 언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인식 층위에서 ‘그냥’은 '생각 없이'에서 '망설임 없이'로 발전되었다고 하였다. '망
설임 없이'가 만약 [+정도성]을 강하게 추가한다면 발화 상황에 따라 청자에게 경
고나 위협의 언향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그냥’의 이러한 발
화 효과를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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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ㄱ. (열쇠 여러 개 중 하나씩 넣고 돌려본다) 문 열기만 해봐 그냥! 
              ㄴ. 이 짜식들, 이거... 가만히 못 있어? 어?! 어디 위에서 간보려고... 이것

들이 그냥.                               (<2009 외인구단> 10회)

  예문(39)에서는 모두 ‘그냥’을 문장 마지막에 두고 ‘그냥’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경
고나 경고나 위협을 하고 있다. 예문(39ㄱ)에서는 화자가 문을 열려고 열쇄를 넣고 
돌려보는 사이에 '물 열기만 해봐 그냥'의 발화로 상대방에게 만약 문이 열리기만 
하면 들어가서 때리거나 욕하는 것과 같은 어떤 나쁜 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
다. 예문(39ㄴ)에서도 화자는 분노의 감정을 여러 가지 표현들로 상대방에게 전달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이라는 발화 뒤에 '확 때릴까 보다'나 '한판 때려야겠어'
와 같은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 동시에 화자가 주먹을 쥐거나 손바닥을 피
고 팔을 올리는 동작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상대방도 화자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긴장되거나 두
려워한다. 그리고 ‘그냥’이 이러한 화행 의미를 드러내려고 할 때 억양 장치가 중요
하다. 실제 발화 상황에서 경고나 위협의 억양에 맞추어서 발화해야 발화 효과가 정
상적으로 실현되고 ‘그냥’의 '경고나 위협'의 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냥’은 '경고나 위협'의 화행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절에서 논의한 ‘그냥’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그냥’의 의미는 
내용 층위에서 인식 층위로, 인식 층위에서 화행 층위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냥’이 발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본래의 어휘적
인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현재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발화 효과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 3장에서 논의할 ‘그냥’의 담화 기
능도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표 2> 3가지 층위에 따른 ‘그냥’의 의미

내용 층위 '상태 변화 없이', '보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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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가지 층위에 따른 ‘그냥’의 의미 지도

인식 층위
'생각 없이', '이유 없이', ‘의도/목적 없이', '
망설임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노
력 없이'

화행 층위 경고/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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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냥’의 담화 기능

  우리는 앞의 2장에서 ‘그냥’의 의미가 계속 발전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보았다. ‘그냥’은 구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부사이므로 담화에서 많이 나타나 본
래의 어휘적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담화 표지의 기능도 획득하게 되었다. 본 장
에서는 ‘그냥’의 여러 가지 담화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그냥’의 담화 기능
에 대해여 논의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논의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냥’의 담화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선행 연구에서의 ‘그냥’의 담화 기능

이정애(1998) 전경과 후경의 경계 표시, 선후행 발화의 연결, 화자의 주관적 
태도 표출, 화제 전이, 시간 벌기

이정애(2002) 선후행 발화의 연결, 전경과 후경의 경계 표시, 발언권 유지
이기갑(2010) 발화의 단절, 부연, 강조

심란희(2011)

담화 
결속

화제와 화제 화제 연결, 화제 마무리, 화제 전
이, 화제 전개

화자와 화제 시간 벌기, 얼버무리기, 자기 수
정, 보충 설명, 초점화, 화제 정리

화자와 청자 주의 집중, 대화 순서 교체, 호응
하기

양태적
약화 겸손한 태도, 당황스러움/회피, 완

곡한 의사 전달, 부정적 의사
강조 비판적 태도, 무관심, 불평/탄식, 

급한 마음, 분노의 감정
심란희(2013) 담화 

결속
화제와 화제 화제 연결, 화제 마무리, 화제 전

이, 화제의 빠른 전개
화자와 화제 시간 벌기, 초점화, 화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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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의 담화 기능을 매우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
다. 하지만 일부 분류는 학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같은 기능에 대한 용어의 사
용이 다르거나 포괄적으로 상위 개념을 이용해서 논의한 것인지, 보다 세밀하게 하
위 개념으로 구분한 것인지 달라 보인다. 예를 들어, 박혜선(2012a)에서 ‘그냥’의 
담화 기능 중의 하나로 ‘전후 연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이정애
(1998, 2002)에서 제시한 ‘선후행 발화의 연결’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란희
(2011, 2013)에서 제시한 ‘화제 연결’ 기능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발화 연결’ 기
능과 ‘화제 연결’ 기능을 통합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그냥’의 담화 기능을 대체로 분류하면 전경과 후경의 경계 
표시, 전후 연결, 화제 전개, 발화 유지, 호응하기, 대화 순서 교체, 보충 설명, 화제 
정리, 화제 전이, 인용 표지, 자기 수정, 초점화, 화자의 주관적 태도 표출 등 13개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aschler(2009)에서 담화표지를 텍스트 담화표지(Textual DM), 인지 담화표지
(Cognitive DM), 대인관계 담화표지((Interpersonal DM) 등 3가지 광의의 범주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텍스트 표지들은 대화 행위들이 발화되는 시점에서 그것들의 위
계를 표시한다. (순서 표현 'now', 'then', 인과 관계 표현 'because', 대등 관계 표현 
'and', 비대등 관계 표현 'but', 조직화 표현 'first of all', 도입 표현 'so', 요약 표현 
'in the end' 등) 인지적 표지는 화자의 사고 과정을 드러낸다. (정보 처리 표현 

화자와 청자 주의 집중, 대화 순서 교체
양태적 화제의 중요성 약화

화자의 주장 및 태도 강조
박혜선(2012a) 완화, 전후 연결, 강조, 시간 벌기, 얼버무림/대답 회피
박혜선(2012b)

인지적 시간 벌기, 얼버무림, 자기 수정
텍스트적 연결어, 인용 표지
상호작용 완화, 공손, 강조

안정아(2015) 형식적 발화 유지(시간 벌기, 발언권 유지), 초점화(주의 집
중)

의미적 화자의 주관적 태도 표시(완화, 강조)
송인성(2015) 발언권 유지, 주장 약화, 강조, 주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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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h', 깨달음 표현 'oh!', 같은 말 다시하기 표현 'I mean' 등) 대인관계 표지들의 
용도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지각 표현 'look', 'believe me', 
동의 표현 'exactly', 동의 못함 표현 'I'm not sure', 감탄 표현 'wow' 등) 
  본 연구에서는 ‘그냥’의 담화 기능을 Maschler(2009)에서 제시한 3가지 범주에 
의해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그냥’을 텍스트 담화표지, 인지 담화표지와 대인관계 
담화표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규제하기 보다 ‘그냥’은 이 3가지 종류의 담화표지
의 역할을 모두 수행이 가능하다. 

3.1. 텍스트 기능

  Maschler(2009)에서는 담화표지의 텍스트 기능을 대화 행위들이 발화되는 시점
에서 그것들의 위계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즉, 발화 형식상에서의 기능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냥’은 텍스트적인 담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대략 전후 경계, 발화 유지와 초
점화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3가지 텍스트 기능을 일일이 
검토해 보려고 한다.
  첫째, ‘그냥’은 전후 경계 표시의 기능을 한다. 전후 경계 표시의 기능이라 ‘그냥’
의 출현으로 한 발화가 앞 절과 뒤 절로 뚜렷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예문
(37)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37) ㄱ. 지금언 머 기게루 탈곡하닝게 논 밭여서 다 해갖고 그냥 다 기게로 빼
다가 그냥 이 또 말리러 가는 것두 지금은 기게루 다 말려.           
                                                (이기갑 2010:20)

              ㄴ. 그건 학질 놀래서 떨어진다고 놀래고 막 놀래끼고 그냥 저 산 공동모
지 가갖고 가서 그냥 재주 넘으라고 그라고 거기서 귀신 나온다고 하고 
막잉 느닷없이 무서서 그냥 놀래먼 떨어진다그래도 안 그래 약 먹으야 
떨어지지.                                        (이기갑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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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37)에서 ‘그냥’은 한 발화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나므로 발화를 중간에서 중단
시키는 기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예문(37ㄱ)에서는 ‘그냥’이 '해갖고'와 '다 기게로 
뺴다가' 사이에, '다 기게로 빼다가'와 '이 또 말리러 가는 것' 등 사이에 나타났다. 
발화자는 계속 한 발화를 이어서 발화하고 있지만 ‘그냥’이 발화 중간에 들어가 발
화를 앞 절과 뒤 절로 분리시킨 것이다. 보통 이러할 때는 ‘그냥’은 앞절과 음성적으
로 사이가 가까우며 뒤에 휴지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냥’은 뒤의 휴지와 같이 한 
발화를 경계화 하였다. 따라서 ‘그냥’은 발화 전후 경계 표시의 텍스트 기능을 한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냥’은 발화 유지의 기능을 한다. 발화 유지는 다른 담화 표지들과 같이 
나타나서 화자가 발화할 때 얼버무리는 것을 표현하거나 ‘그냥’을 여러 번 반복하여 
쓰면서 시간을 버는 행위로 발화 대상이 화자의 발언권을 중간에서 뺏어가는 행동
을 방지하고 화자의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아래 예문(3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ㄱ. 그런 거 전에도 몇 가지, 으음, 주제를 우리가, 자료로써 다루신 분들
은 아실 거 같은데, 그냥 어, 그~ 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심란희 2013:174)
              ㄴ. 운동 첫 번째 준비운동하고 마지막에 정리운동 해서 그래. 그래서 그

런 게 익숙해진 틀이 있으니까 그냥 뭐 난 또 워낙 좋아하니까 뛰는 
걸 

 (박혜선 2012a: 224)
              ㄷ. 그니까 만약에 뭐, 그냥 평소에 그냥 보통,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

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저거 미쳤나 이랬을 거야.             
  

(박혜선 2012a: 225)
              ㄹ. 쭉 그냥 그냥 그냥 고속도로 가듯이 그냥 쭉쭉쭉쭉.

  예문(38)에서 ‘그냥’은 다른 담화 표지 '어, 그, 으, 뭐' 등과 같이 사용되어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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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화를 이어가는 데에 좀 더 생각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 발화 유
지의 기능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문(38ㄹ)에서는 ‘그냥’이 다른 담화 표지
들과 함께 기능하는 것이 아니나 ‘그냥’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 이러한 방식으
로 발화 유지의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냥’은 초점화의 기능이 있다. ‘그냥’의 초점화 기능은 화제의 중심을 뒤에 
나올 발화에 전이하며 뒤의 발화를 초점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청자 입장에
서는 주의 집중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자는 관심을 ‘그냥’ 다음에 나올 부
분에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문(39)에서 ‘그냥’은 초점화 기능을 한 것이다.

(39) ㄱ. 그냥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데 그냥, 퓨전 재즈도 좋아하구요, 
댄스 음악 같은 것도 들으면 신나잖아요, 기분 나쁠 때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안정아 2015: 320)

  예문(39)에서 ‘그냥’은 뒤에 오는 '전체적'과 '퓨전 재즈'에 초점을 둔 것이다. 어
떤 사람이 무슨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특정한 어느 장르의 음악을 좋아한
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화를 이
어가면서 특정한 어느 장르의 음악을 말할 때 앞에 ‘그냥’이 있으므로 뒤에 오는 '퓨
전 재즈'가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초점화된 효과가 있다. ‘그냥’의 이러한 '초점화' 
기능은 인지 기능에서 분석할 때 '강조'의 기능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발화 형식
상에서는 ‘그냥’ 뒤에 오는 부분이 초점이지만 인지적으로 볼 때는 화자가 일부러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냥’은 '전후 경계 표시', '발화 유지'와 '초점화' 등 3가지의 텍스트적 기
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인지 기능

  Maschler(2009)에서 인지 기능은 화자의 사고 과정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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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냥’의 인지 기능을 '완화'와 '강조'의 2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
다. 이 중에 '완화'는 ‘그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본다. 이것은 ‘그냥’의 의미와
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냥’의 완화의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완화'는 화자의 주장이나 
태도, 감정, 화제의 중요성 등을 약화하는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나 선행 연구에서 
분류된 '완곡한 의사 전달, 부정적 의사, 화제의 중요성 약화, 주장 약화' 등 기능들
은 모두 이 '완화'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냥’의 담화에서 이러한 '완화'의 
기능을 하는 것을 예문(40)에서 살펴봅시다. 

(40) ㄱ. 의학 쪽은 아니구요 그냥1 그냥2 뭐 병원 지하에서 있죠 그냥3. 
 (송인성 2015: 84)

              ㄴ. 갑: 못생겼어 친구가?
                 을: 어~ 그냥, 평범한데
                 갑: 못생겼구나                                 (심란희 2013: 179)

  예문(40ㄱ)에서 ‘그냥’은 3번 나타났으나 그냥1은 텍스트적 '발화 유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냥2은 다른 담화 표지 '뭐'와 가까이 쓰이면서 그냥3과 같이 '완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발화의 배경을 추측해 보면 어떤 사람이 화자를 의학 쪽인 사
람으로 오해를 한 것 같은 상황이다. '의학 쪽'은 화자가 느끼기에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의 것이므로 '그냥 병원 지하에 있다'라는 식의 대답으로 자기의 지위를 완화한 
것이다. 예문(40ㄴ)에서 '갑'에서 친구 외모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을 때 화자 '을'
이 ‘그냥’을 사용해서 자기의 친구 외모에 대한 평가를 완화시킨 것이다. 여기서 완
화의 효과가 작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갑'의 '을'의 답을 듣고 '못생겼구나'라는 해석
을 얻은 것으로부터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그냥’은 담화에서 '완화'의 기능을 한
다.
  다음으로, ‘그냥’의 '강조'의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그냥’의 '강조'의 기
능은 화자의 주장, 태도나 감정 등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그냥’의 화행 층위의 의
미는 '강조'의 기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 40 -

(41) ㄱ. 확 그냥 목을 목덜미를 깨물어 주구 싶어.          (송인성 2015:85)
              ㄴ. 야 나 요즘 후배들 땜에 미치겠어 아주 그냥.      (송인성 2015:85)

  예문(41)에서 ‘그냥’은 다른 담화 표지 '확, 아주' 등과 결합해서 같이 화자의 분
노한 감정을 강조한 것이다. 예문(41ㄱ)에서 화자는 '목을 목덜미를 깨물어 주고 싶
다'고 화를 내고 예문(41ㄴ)에서는 '후배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성질내고 있다. 이 
두 문장에서 ‘그냥’을 사용함으로 화자의 화가 난 감정과 태도를 부각시켰다. 따라
서, ‘그냥’은 '강조'의 기능을 한다.
  이상으로, ‘그냥’의 '완화'와 '강조'의 2가지 인지적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3. 대인관계 기능
  
  Maschler(2009)에서 대인관계 표지들은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 표지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측면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냥’은 일종의 대인관계 표지로서 '부정적 공손 전략'과 '대답 회피'의 기능을 가진
다.
  먼저, ‘그냥’의 '부정적 공손 전략' 기능에 대하여 검토해 보려고 한다. '부정적 공
손 전략'은 담화에서 화자가 자신을 어느 정도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겸손한 
태도나 담화 상대에 대한 공손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Aijmer(1985)에서 부정
적 공손 전략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대화 상대자의 영역의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혜선(2012a)에
서 ‘그냥’의 '완화'의 기능에 대하여 검토할 때 영어 'just'의 이러한 의미 기능과 대
조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다. ‘그냥’은 담화 맥락에서 다음 예문(42)와 같이 '부정적 
공손 전략'의 기능을 한다.

(42) ㄱ. 피아노 그냥 좀 칠 줄 알아요.                   (박혜선 2012:219)
              ㄴ. 근데 사실 음악 정말 열심히 듣고 그런 애들 보면은 장난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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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음악에 대해서, 딱 그런데 난 그
러지는 못해. 그냥 듣는거 좋아하고, 부르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이고, 뭐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구...                          
                                              (박혜선 2012:219)

  예문(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냥’은 예문(42ㄱ)에서 '피아노 칠 줄 안다'는 자
기의 재능에 대하여 ‘그냥’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공손 전략'의 의도에 도달하였다. 
‘그냥’이 있어서 화자의 주장이 약화되고 대화 상대에게 자기는 오만한 사람처럼 느
끼지 않게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예문(42ㄴ)에서는 화자가 자기는 '음악에 대
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정도이다는 주장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그냥’을 활용
해서 부드럽게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그냥’은 '부정적 공손 전략'의 기능을 가진
다.
  마지막으로, ‘그냥’은 '대답 회피' 기능도 한다. '대답 회피'는 담화 대상이 화자에게
서 어떤 대답을 원하였을 때 화자가 답하기 싫거나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방식을 말
한다. 다음 예문(43)을 봅시다. 

(43) 가: 대학생이에요?
              나: 그냥...

  화자 '나'는 ‘그냥’으로 '가'의 '대학생 여부'에 대한 질문을 응대하였다. 하지만 '가'
는 ‘그냥’ 때문에 '대학생이 맞거나 아니다'와 같은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화
자 '나'가 ‘그냥’의 '대답 회피' 기능을 활용한 결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대
답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그냥’으로 회피하거나 넘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텍스트적 측면, 인지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그냥’의 담화 기능
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냥’은 '전후 경계 표시', '발화 유지'와 '초점화'의 텍스
트적 기능, '완화'와 '강조'의 인지적 기능과 '부정적 공손 전략'과 '대답 회피'의 대인
관계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냥’은 이처럼 원래의 어휘적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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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담화 기능까지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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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냥’의 대조언어학적 분석

  4장에서는 ‘그냥’의 대조언어학적 분석을 하려고 한다. 한국어의 ‘그냥’과 몽골어, 
중국어와 영어의 대응 표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냥’은 의미와 용법이 다양하
고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도 아주 높은 한국어 부사로서 그를 다른 언어들과 대조를 
하였을 때 완전히 일치하는 언어 표현은 없는 것 같다. ‘그냥’은 여러 가지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표현들로 ‘그냥’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냥’은 몽골어, 중국어와 영어에서 각각 같은 의미 특성
을 공유하는 단어와 표현이 있지만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2.2절에서 논의한 ‘그
냥’의 3가지 층위의 의미로 분류해서 대조해보면 그들 간의 차이점도 많이 발견되고 
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냥’을 다른 언어들과 대조해서 연구하는 것이 
언어규칙의 일반성을 발견하고 이들의 개별성을 관찰하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어 부사 ‘그냥’과 그의 몽골어, 중국어, 영어 대
응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의 3가지 층위의 의미를 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한다. 

4.1. 몽골어 대응 표현

<표 4> ‘그냥’의 몽골어 대응 표현
의미 층위 ‘그냥’의 의미 몽골어 대응 표현

내용 층위 상태 변화 없이 (zuger/dugui) ter yanjaar(그 모양대로), 
(zuger/dugui) ter hewer(그 상태대로)

보통, 일반 zuger, dugui, engin, yurin, jilil, egel(평범한)



- 44 -

  
  한국어 ‘그냥’의 내용 층위, 인식 층위와 화행 층위 의미에 대응되는 몽골어 표현
들을 제시하면 <표4>와 같다. 각각 다르게 대응되고 있지만 'zuger'이 거의 모든 
층위에서 ‘그냥’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zuger’과 ‘그냥’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그냥’
은 모든 의미에서 'zuger'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몽골어 ‘zuger’의 품사는 부사와 형용사 2가지가 있다. 몽골어의 ‘zuger’도 한국어의 
‘그냥’과 같이 부사로도 쓰이며 언어 사용에 따라 담화표지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부
사로 사용되어왔던 ‘zuger’이 담화표지의 기능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
어의 ‘그냥’과 비슷한 점을 보인다.
  ‘zuger’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자유로운, 
마음대로 한', '항상, 늘' 등 의미로 쓰일 때는 ‘그냥’과 대응이 불가하다.

인식 층위

조건 없이 zuger, nuhqil uguig(조건 없이), saardlag ugui(요
구 없이)

대가 없이 zuger, un ugui(공짜), aqi haruu ugui(보답 없이)

노력 없이 zuger, dugui, sul(할 일 없이), zuwhen(단지)

생각 없이 zuger, dugui

이유 없이 zuger, dugui

의도/목적 없이 zuger, dugui

망설임 없이 zuger, nigel(하나), suud(바로), ganqhan(하나)

화행 층위 경고, 위협 zuger, uneeren(진짜), sain(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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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zuger'의 의미

  ‘zuger’에 대하여 ‘그냥’과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한 가지 재미있는 문법 현상을 
말하자면 ‘zuger’과 부정사의 밀접한 결합 관계를 들 수 있다. ‘ugui’는 몽골어 부정
사에 속하는데 한국어의 ‘아니다, 없다’와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zuger+ugui’의 
결합은 사전에 단독으로 표제어로 등재될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국어의 ‘그
냥’은 아직 그러한 가까운 사이를 지니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zuger ugui’의 결합은 '평범치 않은, 만만찮은, 대단한', '다른 속셈이 있는', '이유
가 있는, 관련이 있는', '쉽지 않은'과 같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4.2. 중국어 대응 표현

  중국어에서 ‘그냥’과 가장 잘 대응되는 표현으로 ‘就那样’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항
상 ‘就那样’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那样’이 생략되어 ‘就’의 형태
로만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본 고에서는 ‘就那样’을 ‘그냥’과 대응되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으로 삼는다. 그리고 ‘就那样’의 ‘就’로만 나오는 형식도 포함한다. 
  중국어 표현 ‘就那样’은 부사 ‘就’과 지시사 ‘那样’의 결합으로 구성되었다. 지시사 
‘那样’은 한국어의 ‘그렇게’와 비슷하다. 부사 ‘就’는 중국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데 부사의 용법 외에 동사의 용법도 있다. 그러나 동사 쓰임의 ‘就’는 본 연구와 관

1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2 괜히, 쓸데없이
3 할 일 없이, 한가로이
4 괜찮은, 나쁘지 않은, 좋은, 무난한
5 아무것도 하지 않은
6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7 보통, 일반적인
8 별일 아닌, 괜찮은
9 자유로운, 마음대로 한
10 항상, 늘
11 그저, 단지
12 빈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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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지 않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중국어 표현 ‘就那样’의 의미 용법
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부사 ‘就’의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사전에서 부사 ‘就’의 의미 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전의미: <辞海>(辞典修订版)

    1) 偏、偏偏(기어코, 한사코)  
我就不信我做不来。

    2) 早已(이미, 벌써, 벌써부터) 
一个钟头前，我就来了。

    3) 表示肯定(긍정 태도 표현)
这就对了！
那就是他家。
工具就在房里,你自己找吧!

    4) 只、仅(단지)
就剩下这一个了。
就你一个来吗?

    5) 即刻、马上(곧, 바로) 表示事情或动作很快就要发生
你等我一下，我去去就来。
一会儿就知道了。

    6) 一…就…〖as soon as〗
他下课后就到图书馆去了。

    7) 用在动词前面,表示在某种条件或情况下自然怎么样〖without…there can be 
no〗
不斗争就不能前进。

    8) 偏偏〖simply〗【语气】
你不让我干,我就要干!

    9) 表示决意或意图〖would〗
今天天气这么好,我就要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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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산(2015), 고산⋅박덕유(2015), 채린정(2019), 유양신(2020) 등 연구들
에서 ‘그냥’의 다양한 쓰임에 대응된 중국어 표현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들 연구에
서는 한중 사전에서 등재된 ‘그냥’의 중국어 번역을 의미에 따라 정리하고 ‘그냥’이 
각 담화 기능으로 쓰일 때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제시하였다.

<표 6> ‘그냥’의 중국어 대응 표현

4.3. 영어 대응 표현

  본 절에서는 영어의 ‘just’와 ‘그냥’을 의미 용법을 대조해 보고자 한다. ‘그냥’과 
‘just’의 대조에 관하여 박혜선(2012a)에서만 언급한 바가 있다.
  박혜선(2012a)에서는 Lee(1987), Lindemann⋅Maranen(2001), Aijmer(2005)와 
Brown⋅Levinson(1987) 등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영어 ‘just’에 대하여 ‘부사 
'just'가 담화표지어로 사용될 때 그 의미 중 가장 중심되는 것이 최소화/완화이다’라
고 하였다. 영어 ‘just’의 이러한 완화/최소화의 의미 기능을 통하여 ‘그냥'의 가장 현
저한 의미로 부각되는 것이 ‘완화’라고 주장하였다.
  영어 ‘just’와의 대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just’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just’는 <Collins Dictionary>, <Cambridge Dictionary>, <Longman 
Dictionary> 등 3가지 사전에서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이 3가지 사전을 이용하여 
‘just’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just’의 기본 의미로 '피수식어(정도/양/사간 등)의 소량화 (only, 그저, 단지)'가 
있다.

‘그냥’ 중국어 대응 표현
내용 층위 就（那样），就（那么）, 一般
인식 층위 白白地，徒然地，仅仅，只有，干脆，还行，凑合，也就
화행 층위 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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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It was Colin's voice, only just audible. 
Jack took out his notes and talked for just under an hour. 
It's just a suggestion. (그냥 제안 하나일 뿐이다.)
It's not just a financial matter. (그냥/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부정의 의미(간신히)도 있다.

예: This dress only just fits.
She was earning just enough money to live on (=enough but not more than 
enough).

  특수성, 정확성(exactly, 딱, 바로)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My arm hurts too, just here. 
That's Warwick Road, just opposite Earls Court tube station.

  그리고 가까운 과거/미래 (방금, 금방, 막)의 의미도 있다.

예: I just had the most awful dream.
I'm only just beginning to take it in that he's still missing.

  ‘just’의 기본 의미를 피수식어(정도/양/사간 등)의 소량화, 부정의 의미(간신히), 
특수성, 정확성, 가까운 과거/미래 등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이 중의 피수식어(정
도/양/사간 등)의 소량화와 부정의 의미는 ‘그냥’의 의미 기능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
인다.
  한편, ‘just’의 확장 용법 중에서 ‘그냥’과 공유하는 의미 기능은 '화자의 
불만, 확신, 짜쯩, 답답함, 귀찮음 등 태도 표출', '공손한 태도(좀)', 'just+감각 동사 
(see, hear, feel...)-특별한 노력 없이, 쉽게/생생한, ' just+so- 동의하다', 'would 
just as soon-선호함' 등 기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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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She just won't relax. (걔는 그냥 안 쉬어.)
I knew you'd be here. I just knew. (나 그냥 알아.)
Isn't it fantastic? Just look at that! (그냥 거기 좀 봐!)

예(2): 
Could you just give us a description of your cat? 
I'd just like to mention that, personally, I don't think it's wise. 

예(3):
I can just see Nadia bragging away to Emma-Louise. 
I can just hear her telling her friends, 'Well, I blame his mother!' 
상상 속에 그냥 보이던데요?
생각만 해도 너의 예쁜 목소리가 그냥 들린다.

예(4):
‘You should have beaten them, shouldn’t you?’ ‘Just so.’
A: 부인 이뻐?
B: 어~그냥.

예(5): 
I’d just as soon stay at home – I don’t really enjoy parties.
난 그냥 집에 있을 거야.

  ‘just’의 확장 용법은 매우 다양하게 실현되므로 본 고에서는 ‘그냥’의 의미 용법과 
관련된 5가지만을 선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7> ‘그냥’의 영어 대응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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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영어 대응 표현
내용 층위 just, just as
인식 층위 just, simply, only
화행 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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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그냥’의 통사⋅의미적 특성, 담화 기능, 다른 언어와의 대조 등에 대하
여 논의해 보았다. ‘그냥’은 일반 부사로서의 쓰임에서 벗어나 담화표지의 기능도 가
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냥’은 담화표지화 과정 중인 부사로서 부사의 기
능으로도 사용되는 동시에 담화표지로서도 기능한다.
  2장에서는 ‘그냥’의 통사적인 특성과 ‘그냥’의 의미를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냥’
은 용언(구),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으나 수사, 대명사, 부사와 관형사를 수식하지 
못한다. 이 중에 ‘그냥’의 명사(구)와의 결합에서 ‘그냥’의 관형어적 용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냥’은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문
장 마지막 위치에 나타나는 양상이 관찰된다. 또한, ‘그냥’의 다양한 조사와의 결합
이 상대적으로 흔하게 보이며, 특히 격조사, 접속 조사와의 결합에서 ‘그냥’의 체언
적인 특성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냥’은 문장에서 연속적이거나 불연속적으로 여
러 번 사용될 수 있고, 단독적으로도 하나의 발화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또한, ‘그냥’의 의미를 Sweetser(1990)에서 제기한 내용 영역, 인식 영역과 
화용 영역을 바탕으로 '부작위'와 '기대 논리'와도 관련지어 내용 층위에서는 '상태 
변화 없이'와 '보통/일반'의 의미, 인식 층위에서는 다양한 담화 맥락에 따라서 '생각 
없이', '이유 없이', ‘의도/목적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망설임 
없이'등 의미, 화행 층위에서는 '경고나 위협'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그냥’의 담화 기능을 텍스트적, 인지적과 대인관계적으로 구분하여 검
토하였다. ‘그냥’의 텍스트적인 담화 기능으로 ‘전후 경계’, ‘발화 유지’와 ‘초점화’ 등 
3가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그냥’의 인지적 담화 기능으로 ‘완화’와 ‘강조’ 등 2가지 
기본 기능과 ‘부정적 겸손 전략’, ‘대답 회피’ 등 총 4가지의 기능을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그냥’의 대조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냥’을 몽골어, 중국어와 
영어의 대응 표현들과 대조하여 ‘그냥’과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관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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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纲要
关于韩国语副词‘그냥’的研究

呼和木其爾
韓國語言文學系 韓國語言學專業

国立首尔大学 研究生院

  本论文旨在探讨韩国语副词‘그냥’。‘그냥’是韩国语中使用频度非常高的副词。它可
用于书面语言，但口语中出现的例子更为频繁。由于‘그냥’在口语中长期被频繁使用，
它本身的词义慢慢变得不清晰，与其他普通副词不同，‘그냥’已呈现出多种使用方法，
包括话语标记功能。因此在本论文中讨论了‘그냥’的多种语义和句法功能。
   本论文首先探讨了‘그냥’的句法特征和语义特征，并考察了它的话语功能。此外，
还与蒙古语、汉语和英语中跟‘그냥’对应的表达进行了对照分析。
   本论文由5个章节组成。第2章讨论了‘그냥’的句法和语义特征。首先，主要从‘그
냥’的修饰对象，在句子中出现的频率和位置等几个方面观察了‘그냥’的句法特征。 ‘그
냥’在语义上具有‘状态无变化’和‘普通，一般’等内容层面的含义，在认知层面它还有‘无
想法’，‘无理由’，‘无意图/目的’，‘无顾虑’，“无条件”，‘无代价’，‘无付出努力’等含
义。在话语行为层面上，它还可以起到‘警告/威胁’的作用。
   第3章从语篇功能、认知功能、人际功能等三个方面对‘그냥’的话语功能进行了详细
的分析，发现其具有‘委婉’和‘强调’的认知功能和‘否定型谦逊’的人际功能。同时还具有
‘礼貌性回应’和‘回避’等功能。
   第4章通过对比‘그냥’与蒙、汉、英对应的表达，了解了它们之间的异同，对‘그냥’
进行了语言对比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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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后，在第5章总结了上述的内容并收尾。

关键词: 副词，话语标记，‘그냥’, 话语功能, 语义，语言对比
学号: 2019-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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