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 數詞 및 數量詞句의 유형 적 고찰 

蔡 흉힘 

국어 數量詞句의 구성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뼈鎬 (1982)에서 그러한 차이를 語順變化 및 分類詞 (Classifier : Cl로 약칭)의 첨가로 설명한 

바 있다. 그 같은 작업은 언어유형론 (Language Typology) 적 인 思考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었다. 본고는 그 계속되는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언어가 가진 일반적 원칙에 

비 추어 본 국어 의 數詞. 및 數量詞句， 그리 고 분류사의 특성 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는 특히 語順類型論(Order Typology) 에 대해 자주 언급하게 휠 것이다. 어순의 문 

제란， 국어처럼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에 있어서는， 자칫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주 

관이 많이 가미된 주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사실상 국어에서 

어느 정도의 語感의 차이나 섬세한 의미 차이를 덮어 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어순은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어순에 대한 논의의 한계를 긋기 위해 Jakobson (1963, 

268-9) 을 인용해 보기 로 하자. 

“주어 , 동사， 목적 어 의 상대 적 순서 는 6가지 가 가능하다. 즉 SVO, SOV, VSO, VOS , 

OSV ， OVS이다. 그런데 러시아어에서는 이 여섯 가지가 모두 허용된다. (중략) 그러나 

이 증 SVO만이 문체상으로 중럽적 이며， 나머지들은 토박이 화자들에게 강조를 위한 다양 

한 변화들로 여겨진다. 또한 러시아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어린이들은 SVO 어순을 제일 

먼저 습득한다. Mama ljubit papu ‘ Mama loves papa’를 Papu ljubit mama (OVS)로 도 

치시 킬 경우， 어린이들은 그것을 흔히 ‘ Papa loves mama' (Papa ljubit mamu)로 잘못 알 

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일하거나 혹은 중립적인 (무징표한) 어순을 문제삼는 

것이다 

언어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면서， 그 중심부에 위치했다기 보다는 다 

소 변두리에서 이루어진 펀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유형을 나눈다는 것이 통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표연구조가 다양한 여러 언어들을 묶을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 

이 언어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통계라는 것은 때로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 어떤 자료의 해석에 있어 실마리가 보일 듯 말 듯 할 때， 같은 유형에 속하는 다른 

언어들의 경우가 힌트가 되기도 하며， 또는 역사적인 연구에 있어， 문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단계의 언어의 모습을 추청해 내는 데도 유형적인 통계는 유용하다. 

그동안 국어학의 연구에 있어 언어유형론적인 접근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에 대해서도 유형론적인 연구는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국어의 수사， 분 

류사， 그리고 수사와 분류사의 결합인 수량사구의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하는데， 특히 

Greenberg (1978) 의 일 반원 칙 들 (Generaliza tions: 이 하 Gen. ) 에 비 추어 보고자 한다. n 에 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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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어의 수사 체계가 가진 일반적 특성， ß[에서는 고유어 수사 계열과 한자어 수사 계열 

에 따른 수량사구의 용법 ， N에서는 수사， 분류사， 명사의 어순에 따른 의미기능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다. 

11 

數에는 가장 큰 수가 없지만， 어느 언어에나 그 언어로 셀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나타내 

는 수사가 있다. 국어의 수시- 체계에는 고유어 계 열괴 한자어 계 열 이 있는데， 문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유어로서는 ‘즈은(千)’ 이 가장 큰 수였던 것 같으나， 현대국어에 서 

는 ‘즈븐’과 함께 ‘온(펴)’도 모두 한자어로 대치되었다. 현대국어 수사로서 가장 큰 수를 

기리키는 것은 ‘아흔 아홉’이다. 망언에 따라 10단위의 수도 한자어로 많이 대체되어 ‘육 

십 다섯’， ‘칠십 여섯’과·같이 쓰기도힌다 (李翊燮， 1976: 69) . 전체적으로 현대국어는 수 

의 단위가 낮을 때는 고유어 수사가 잘 선택되지만 높아지면 질수록 한자어 수사가 쓰인 

다. 이는 높은 단위의 수사가 낮은 단위의 수사보다 더 잘 차용된다는 일반 원칙에 부합된 

다 (Greenberg, 1978: 288 참조). 

수시-는 덧셈이나 곱셈의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 를 들면， 국어에서 ‘열 하나’， ‘열 

둘’은 ‘10 + 1’ , ‘ 10+2’의 덧셈 형식이지만， ‘두 이 레 (2X 7) ’, ‘세 이레 (3X 7) ’는 곱셈 형 

식이다. 한자어 계 열로서 ‘삼십 육 (3 X 10 + 6) ’은 덧셈과 곱셈이 혼용된 표현이고， ‘삼칠 

(3X7) 일’ ， ‘이 팔 (2 X 8) 청춘’ 동은공셉 형식이다. 그런데 꼽셈 형식으로 표현되는 수사에 

있어 송수 (M) 가 피송수 (U) 뒤에 놓이는 어순을 취하는 경우， 그 언어에서 수사는 명사 

뒤에 놓인다고 한다 (Gen. 28 참조). 다시 말해서 U-M은 N-Q와， M-U는 Q-N과 일치한 

다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Q-N이 보다 古代形일 것으로 믿어지는데 (蔡 행 (1982)) , ‘이 십 (2 X 10) ’, ‘삼 

십 (3 X 10 ) ’은 M-U이 지만 차용어이기 때문에 Q-N과의 有緣性은 말하기 어 렵 다. 고유어 수 

사에 서 , ‘서 른∞아흔’ 까지 의 10단위 수사에 공통적 으로 ‘받침 L( ? 흔) ’ 이 냐타나고 있으 

나， 이들을 ‘x X L (흔) ’ 즉 ‘x X 10’ 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쉽게 결론짓기 어려 

운문제다. 

또한 어떤 수사가 가리키는 수의 크기가 착을 수록 그 수사의 형태론적 불규칙성은 커진 

다고 한다 (Gen. 39 참초) . 이 것은 국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본수사(Cardinals) 에 서 

‘ 열’ ， ‘스울’ 은 ‘서 른~아흔’에 비해 형태론적 A로 불규칙하며 ， 순서수사 (Ordinals) 에서 

‘첫째’만이 ‘둘쩨，’ ‘셋째’ 등과 달리 ‘하나’와 형 태 론적 유연성이 없다. 

국어에서 복수성의 표시는 ‘들’의 隨意性 때문에 치주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 는 국어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언어에 따라 단수 명사가 1보다 큰 수사와 함께 쓰이 

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Gen. 40 참조) . 복수의 표시가 수의적인 (facultative) 언 어에 서는 사 

실상 대부분의 경우 단수형의 사용이 의우적이라고 한다. Greenberg는 토이기어를 예로 플 

었는데 , 그러 한 언 어 에 서 단수형 (unmarked ca tegory ) 은 그 명 사가 속한 범 주 전체 (category 

as a whole) 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언어에 서， 1 이상의 수를 나타내는 수사 

가 포함되어 있을 헤는， 단수형이 쓰일 수 있거 나， 혹은 언어에 따라서는 반드시 단수형 이 

쓰여야만 한다고 한다. 국어의 경우， 단수 명사는 수사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수(복수)를 

나타내며， 복수형은 구체적인 수는 지시하지 못하고 불특정하게 (비한정적으로) 복수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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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선세 사람들) . 단수 영사가 지시사나 수사와 결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냐타날 때는 

그 명사가 속한 법주 전체를 가리키게 된다. 

( 1) 기.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L . 이 사람， 그 사람 

t:. 한 사람， 세 사람 

국어에서 단수 명사의 용법은 대체로 (1)의 기 (총칭적 표현)， L (특칭적 표현) ， t: (특정 

복수의 표현) 이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수사가 복수형과 함께 쓰이느냐 단수형과 함께 쓰이느냐 하는 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 지 

배되는 경우， 단수형은 높은 단위의 數量 표현이냐， 비한정적 구성에서 잘 선택되며， 

[-有情] 혹은 [-사람]인 명사에 잘선택되는경향이 있다고한다 (Gèn. 43 참조) . l 국어의 

‘들’ 의 선태 에 도 수사구와의 결 합 여 부만이 관여 하는 듯이 보이 지 는 않는다. 송석 중 0975, 

83-5)은 ‘들’이 유정물， 그 중에서도 인간과 자주 쓰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펀 任洪秘

(1978, 201 -209)은 견해를 달리하여 ‘들’ 이 단순히 복수화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 

라고 보고， ‘들’의 기능으로서， 집합을 개체로 분해하는 기능과 개체를 집합하는 기능을 

들고 있다. 

수량사구를 구성하는 명사， 수사， 분류사의 어순은 언어에 따라 일정하게 갱해져 있기도 

하나， 여러 어순이 허용되면서 그 어순에 따라 기능에 차이가 나는 언어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경우 N-Q 어순은 비한정적， 職算的구성에서 잘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Gen. 

44). 영사와 수사의 어순이 달라집에 따라 의미기능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수의 분포에 따 

라 N-Q나 Q-N중 하나만을 허용하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기도 한다 (여기서 Cl이 Q 뒤에 첨 

가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 한가지씩만 예를 들어 보연， Bengali에서는 N-Q 어순 

이 한청적인 데 비해 Q-N은 비한청적이다. 한펀 Igbo는 1, 20 , 400은 Q-N , 나머지 수에 해 

당하는 수사들은 N-Q 구성을 이룬다. 두 가지 어순이 모두 가능한 경우 수의 단위가 낮고 

가장 우정표한 수 (때로는 l만이 ) 가 보다 이른 시기의 어순을 반영한다. 따라서 Igbo의 경 

우 Q-N이 초기의 어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떼 1과 20, 400에 남아 있는 Q-N 어순은 

하나의 殘有形이 라고 할 만하다. 

국어에도 잔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가 있다. 국어의 수사 체계에서 관형형이 따로 

있는 것이 l부터 6까지와 20뿐인 것이 주목된다. 

(2) 한， 두， 서 (세， 석)， 너 (네， 넉)， 닷， 엿， 스우 

그런데 (2) 의 범위도 점차 축소되어 가는 듯하다. 5와 6은 현대국어에서 ‘되 (升)， ‘ 말 

(斗) ， 섭(石)’ 따위와 결합될 때 외에는 대체로 ‘다섯， 여섯’이 쓰인다. 흥미로운 것은 20 

l 참고로 몇 언어의 예 를 인용해 보연， Erza Mordvin의 경우 2""'10까지의 수에서는 복수형이 쓰 
이고 10보다 큰 수에는 단수형이 쓰인다. Amharic(이디오피아 공용어)에서는， [+유정]인 영사에는 2"" 
99 사이에서 단수， 복수형이 모두 쓰일 수 있으며， 99보다 크연 단수형만 쓰인다. [-유갱]이연 2""'9 
는 단수， 복수형이 모두 가능하나 9보다 크연 단수형만 쓰인다. Tlappanec(니카라구아의 Hokan어)에 

서는 [+사람]이연 옥수형， [-사람]이변 단수형이 쓰인다. 이 언어에서는 [-사람]인 영사에는 복수 
형이 없다. Akkadian에서는 단수형은 풀을 나다내고 복수형은 歐를 나타낸다. Kanarese에서는 풀에는 

단수， 복수형이 모두 쓰이나 풀이 아닌 것에는 복수형만 쓰인다 Modern Western Armenian에서 는 
단수형은 비한정적인 구성에서， 복수형은 한정적인 구성에서 나타난다 (Greenberg, 1978: 283-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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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형 형 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 이 다. 잔유형 은 l에 가까운 수와 단위 수에 (10, 20, 100 , 200 

따위 ) 에 남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 적 인 사실 과 부합된 다 (lgbo의 경 우 참조). 1"'-'6과 

20에 관형형 수사가 (불규칙하게 )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어 수사 체계 에 있어 기원적 으로 

는 보다 널리 (흑은 전 수사 체계에 걸쳐) 관형형 이 존재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 

며 ， 그러한 가능성은 국어 수량사구의 기원적 형 태가 Q-N이라고 보았을 때， 더 높아지는 

듯 하다. 거 꾸로， 그러한 관형형이 일부에나마 남아 있다는 것은 명사 앞에 수사가 놓이는 

구성이 일반적이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떤 언어에 서 부분구성 ((Q-Cl)-N) 과 관형 구성 (Q-N) 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수가 

커질수록 부분구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Gen. 47). 다시 말해서 숫자의 단위 

가 커질수록 명사와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기본적인 ‘명사-영시’ 구성은 속격 구성인 것 

이다. 국어에서 부분구성에 · ‘의’가 개입하는 것이 홍미 를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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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사구의 용법으로는 구체적인 화맥 속에서 특정한 문법적 성분을 가지고 쓰이는 화맥 

용법과 단순히 1, 2, 3, 세어 가는 셈 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셈 용법은 다시 수만을 세어 

가는(1， 2, 3: 하나， 둘， 셋 : 일， 이， 삼) 추상적 셈과 구체적인 품목이 들어가서 ‘사과 

한개， 바나나 두개’로 셰어가는 구체적 셈이 있다. 

국어 수사 체계는 고유어 계열과 한자어 계열이 있는데， 수사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 다 

소 달리 분포된다. 화맥 용법에서는 고유어 ， 한자어가 모두 가능하나， 수학적 계산에서는 

한자어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 인 듯하다. (31)은 (3 L ) 으로 얽히는 것이 (3 t:.)보다 자연스 

럽 게 느껴진다. 

(3) 기. 25 - 10= 15 

L. 이십오 빼기 십은 십오 

t:.. 스울다젓 빼기 열은 열다섯 

단순히 세어 나가는 추상적 셈에서는 고유어(하나， 둘， 셋)와 한자어(일 ， 이， 삼)가 모두 

허용되나， 구체적 셈에서는 분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다. 분류사가 없을 때는 고유 

어만이 허용된다. 

(4) 가. 시-과 둘， 연필 셋 

L 용시-과 이 ， 연필 십 

t:.. 두 사과， 세 나무 

2. . 융삼 사과， 이 나무 

분류사가 있을 때는 분류사가 고유어 인가 한자어인가에 띠과- 다르다. 고유어 수사에는 

고유어 분류사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5) 기. 다섯 마리， 마지기， 벌， 남 ， 그루， 집， 말(斗) , 되， 흡， 해 (年) , 자루， 체， 낱， 

가지， 줄기， 걸음， 입， 사발， 자(R.) .. . 3 

2 도 량분류사외 부류분류사는 통시 싱 두드러 진 차이 를 보이 지 않는 듯 하므로 구별 하지 않는다. 

3 고유어 분류사로 든 예 을 중에는 번역차용어나 간접차용어 (예， 자 (R) ) 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 
으나 언중을에게 고유아로 인식되어 쓰이고 있는 점에서 고유어 속에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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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오-마리마지기*벨， 용덮， 그루， 용집*말*되， 흡 *해*자루; 용채*낱， 

%가지*줄기， 용걸음， 용입， 용사발， 융자 ... 

필자에게 ‘오 마리， 오 그루’가 허용되는 것은 아마도 국민학교 산수 교과서의 ‘고양이 5 

마리， 나무 5그루’식의 표현이 잠재 의식에 남아서가 아닌가 한다. 원칙적으로 10 이하의 

수에서는 한자어 수사가 고유어 분류사와 연결되면 부자연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수의 단 

위가 커질수록 한자어 수사의 허용도가 높이짐이 주목된다. 

(6) ?냥， 그루， 집， 말*해， 자루 .. . 1 . 오십-마리， 마지기， 별， 

오십 삼-마리마지기， L %벌， 용냥*그루*집 ， 용말， 용자루 .. . 

한펀， (6L )을 보면， 한자어 수사로서 ‘x X 10+y’ O:Sx :S9, l :sy드9)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에서는， x가 0인 경우 즉 10 미만의 수와 마찬가지로 고유어 분류사를 거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냐 l단위가 0일 때는 수가 커질수록 고유어의 용법과 같아진다. 방언에 ‘육십 

다섯’ 같은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자어와의 대체 현상은 수가 클수록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100부터는 고유어 수사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으로 한자어라서 받는 제약은 없어진 

다. 이 때도 1단위의 수가 1"'9일 때는 10 미만의 한자의 수사가 받았던 제약을 어느 정도 

받는 듯하다. 

한자어 분류사의 경 우는 다음과 같다. 

(7) | 置|규 I 卷 1 妹|따 { 年!步|里|歲 l 陳!條 
오 o I * o ! * * O O O O ?o ?o 

다 섯 O O O O O * * * * O O 
오 십 O O O O o 0 O O O O O 
쉰 O O O O O * ?* * * O 

오십삼 O O O O O O O ?O 
쉰 세 o 0 O ?O O * * * * O O 

(7)에서 우리는 한자어 분류사가 고유어 수사와 연결되는 편이， 고유어 분류사가 한자어 

수사와 연결되는 연보다는 훨씬 허용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10 미 만의 수 

에서는 고유어 수사쪽이 선호되고 있다. 

한펀 ‘年， 步， 里， 歲’ 등은 전혀 고유어 수사와 연결되지 못하는데， 

고유어 ‘해， 걸음， 살’ (里에 해당되는 고유어는 없다) 이 한자어 수사를 

는 점과 비교된다. 

이들에 대응되는 

전혀 용납하지 않 

또한 陳과 條는 한자어 수사와 연결될 때와 고유어 수사와 

달라진다. 

연결될 때에 각각 그 의미가 

(8) 기. 

C. 

{ 오동 백삽호 
용다섯동 백삼호 

}파트 f *오동 } 을 지었다. l 다젓동 1 
{ 아파트 오십동을 지었다 
오십동 백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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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 lμ융옴좁= f 대 원 남으시샤-오요 ‘ -1 --시그- J 

L. {7옳쫓조 } 로 나누자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10 미만의 한자어 수사는 械， 條와 결합될 때는 순서수 

(Ordinals)로서 기능하고， 10단위 이상이 될 때는 기본수 (Cardinals) 의 기능도 겸하는 것이 

드러 난다 ((8c) 창조) .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Q-Cl句의 구성에 있어 (기) 한자어-고유어 ， ( L ) 한자어-한 

자어， (c) 고유어-고유어， (2.) 고유어-한자어의 네가지 유형중 (기) 이 가장 부자연스럽 

고， 이에 비해 (c)은 거부되는 예가 찾아지 지 않는다. (L)은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 기대 

되 나 실제 그렇지 않아서 Q가 10 미 만의 수얼 때는 오히 려 고유어 수사쪽이 선호된다. 여 

기 서 우리는 10 미만의 수에서의 고유어 수사 체계의 우세， 즉 차용어 수사는 높은 단위의 

수에서부터 침 투해 들어온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한자어 수사 체계가 고유어 

쪽을 점차 덮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펀， 최근에 차용된 서구어 분류사들， ‘미터， 그램， 킬로그램， 리터， 써써’ 띠위는 한 

자어 수사와만 결합되며， 10 미만의 수라 하더라도 고유어 수사와 결합되는 일이 없다. 

IV 

4.1. 국어 수량사구의 구성은 명사와 수사의 어순에 따라， 영사가 수사에 앞서는 구성 
(N-Q, N-(Q-Cl)) 과 명사가 수사의 뒤에 놓이는 구성 (Q- N, (Q-Cl)-N) 이 있다. 그 중 명 

사가 수사에 앞서는 구성의 전형적인 용법 이 (10 기)의 청구서와 같은 ‘목록’(구체적 셉)의 

용법 이다. 

(10) 끼 • 사과 두개 300원 

배 세개 900원 

강 열 개 1 ， 000원 합계 2， 200원 

L. 사과 둘， 배 셋， 강 열 

c *두개의 사과， 세개의 배， 열개의 감 

2.. 용두 사과， 세 배 , 열 강 

(10) 에서 영사가 수사에 앞서는 기， L은 자연스러우나， 명사가 수시- 뒤에 놓이는 c , 2. 

은 허 용될 수 없음을 보았다. 또한 분류사가 있는 기 이 분류사 없는 L보다 더 자연스럽 게 

느껴지는데， 이는 국어가 분류사 없는 수량사구에서 분류사 있는 수량사구로 발달해 왔으 

며 현대국어에서는 분류사 있는 수량사구가 압도적으로 選好되는 현상을 반영한다(蔡짧 

(1982) 참조) . 

분류사가 후대 의 발달형 이 라고 올 때 部類分類解 (Sortal Classifìer) 보다는 度量分類解

(Mensural Classifìer) 가 먼저 발달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일 것이다. [-可

算] 명사를 단위화해서 세기 위해 도량분류사가 발달하고， 이어 분류사가 있는 구성이 보 

연화되어， 부류분류사가 여러가지 로 분화， 발달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분류사가 명사 

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데에는 별다는 異論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도량분류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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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 量을 재는 ‘그릇’의 이름에서， 부류분류사의 경우 그 부류 자체의 이름 (예 : 똑똑한 

사람， 세 사람) 에서 왔거나， 그 속성을 표현하는 영사(예 : 마려 ; 머리를 가진 동물， 세 마 
N Cl 
리)에서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대국어에서 수량사구의 구성에 있어 분류사가 있는 편이 자연스럽지만 분류사 없는 구 

성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可算] 명사는 분류사 없는 N-Q 구성을 이 룰 수 없다. 

(11) 기 . 용모래 하나 

L. 모래 한포 
(12) 기*물 둘 

L. 물 두컵 

(13) 끼. 냉수 둘 

L . 설렁탕 셋 

(13) 과 같이 셀 수 없는 명사라도 N- Q 구성을 허용하는 예가 있음은 任洪秘 (1978)도 지 

적한 바 있다. 그러나 (13)은 아주 한정된 환경 에서 만 쓰일 수 있다. ‘냉수’와 ‘성 렁탕’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도 예컨대 가정에서는 그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1 3)의 경우 ‘냉 

수’와 ‘설 렁 탕’의 단위가 식 당에 서 처럼 ‘컵’이나 ‘그릇(일정한 오양과 규격을 가진)’으로 

청해져 있는 것으로， 즉 화자와 청 자 사이에 분류사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1 기 ) ， ( 12 기 )은 그것을 세는 단위가 무엇인지 주어지지 않었을 경우 허용될 수 없다. 

(1 1 기 ) 도 建材商會에서 모래 를 한포대든 한리어카씩으로든 파는 단위가 약속된 경우에라면 

쓸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可算] 명사의 경우 분류사 있는 수량사구만을 허용하며， 화 

자와 청자에게 분류사가 구체적으로 동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可算] 명사라고 해 서 언제나 N-Q 구성을 허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명사의 

자질로 볼 때 [+사람〕인 경우가 (14) 에서 처럼 가장 자연스럽고， 셈이 아닌 화액에서 

[-사람]인 명사가 N- Q 구성을 이루면 (15)와 같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16) 과 같은 셉용 

법에서는 [-사람]인 영사라도 N-Q 구성을 이룰 수 있 다. 

(14) 기. 교실에 학생 셋이 있다. 

L. 퇴근 길에 친구 셋을 만났다. 

(15) 끼필동에 연펼 셋이 있다. 

L. ?문방구에서 연필 셋을 샀다. 

(1 6) 연훨 셋， 지우개 다젓， 볼펜 둘 

그러냐 [-사람]이면서 셉 용법이 아닌. (15) 의 ?는 Q의 수가 커질수록 *가 되며， ‘하 

나’ ‘둘’ 청도까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 허용 법위는 [ + 사람] 명 

사인 경우 훨씬 넓다. 

(17) 집 {하나둘 ?*셋 ， 률열*열셋， . .. j 를 샀다. 

(18) 봉숭아 {하냐， 둘셋 ?넷?*다섯， 용아흡*열 하나}흘 심었다. 

‘ 任洪秘 (1978)은 생 수 있는 명사라연 모두 N-Q 구성을 헤용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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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 {하나， 둘셋 , 석넷 *다섯 , 용아흡} 가 칩 을 본다. 

(20) 여학생 {하나， 둘， 열 ， 엘 셋 ， 쉰 여젓*백， 용천}이 체조를 한다. 

(21) 고용 일흔이 강 하나만 끗하다. 

우리는 N-Q 수량사구를 N- (Q- Cl) 수량사구보다 古形으로 보고 있다. 위의 에등은 Q의 

수가 낮을수록， [+사람]일수록 고형인 N-Q구성 을 허용함을 보여준다. 즉 이것은 낮은 수 

일수록， 인간 생활에 보다 근원적인 것일수록 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언어의 

일반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21)은 속담으로서 (李翊燮， 1973: 57의 예 ) N-Q 수량사 

구가 보다널리 쓰이던 시대의 化石이라 할만하다. (20) 에서 ‘백’ ‘천’이 거부되는 이유는 

한자어이기 애문이다.Q가 고유어일 때만 N-Q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4) 참 

조) . 수사가 차용훨 때는 높은 수로부티 차용되므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 명사로서 

N-Q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있는 허 용범 위는 한자어가 침 투하기 직잔까지의 수라고 할 수 

있다. 

N-Q 수량사구는 일반적으로 비한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Gen. 44 참조) . 국어에서도 

N-Q 수량사구는 주로 영사가 총칭적 이거나 바한정적인 의미 를 갖는 경우에 쓰이는 듯하다. 

(22) 기 . 야냐는 사람 둘을 안다. 

L 나는 두 사람을 안다. 

(23) 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L 세 여자가 모이면 접시가 깨 진다. 

(24) 기?이번 교통사고로 사람 둘이 사망했 다. 

L. 이번 교통사고로 두 사람이 사망했다. 

( 25) 1. 모두 퇴근하고 사람 셋 만 남으시요. 

L . 모두 퇴근하고 세 사람만 남으시오. 

(22 기) 이 어색한 것은 비한정적 인 ‘사람’이 한정적 문맥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221 ) 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란 ‘사람’이 총칭적 의미로서 사람 아닌 어떤 것과 대조될 때뿐이다. 

(23) 은 반대로 일반척인 사실을 말하는 문맥으로서 N-Q 어순이 선태되었다 L은 특정한 

세 여자， 화자와 청 자에게 전제된 세 여자라는 뜻으로만 쓰일 수 있다. 

(24) , (25) 는 비 슷한 경우로서 ， 기이 다소 어섹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교통시-고에서 

사망이 문제되는 대 상이 나 퇴근힐 수 있는 대 싱 이 ‘시-람’ 인 경우가 기장 자연스런기 때문 

에 ‘사람’을 다시 내세운 것이 잉여적으로 느껴지기 ‘때 문인 듯하다. 따라서 (24 끼 ) ， (25 기 ) 

에서는 ‘사람’을 생략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사람’을 생략하지 않은 (24 기 )， (25 기 )은 ‘사 

람’ 아닌 어느 것과 대조되는 의 미로 이해된다. 

(241 ) ' 이번 교통사고로 둘이 사망했다. 

(25 기) , 모두 퇴근하고 셋만 남으시오. 

(24 기) " 이 벤 교통사고로 사람 둘(， 고양이 셋 ， 소 둘)이 사망했다. 

(25 까 ) " 모두 되근하고 사람 셋(， 개 물)만 남으시오. 

한면 (24 L ) 과 (25 L ) 은 두 기자 해석 이 가능하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비한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화자와 청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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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아무나’ 일 수도 있다. 그런데 후자의 ‘아무나’ 라는 의 미 일 때 ‘사람’ 은 명 사 

아난 분류사로 이해된다. 이때의 ‘두 사람’은 ‘(사람) 두 사람’， 혹은 ‘ (철수와 영이) 두 

사람’은 될 수 없다. 따라서 (24 기 )과 (25 기 )의 ‘사람’이 비 한정적 인 의미일 때 ‘사람’은 

분류사 ‘명’으로 대치되거나 아예 생략될 수도 있다. 

(24 L ) ' 이번 교통사고로 두명이 사망했다. 

(25L ) ' 모두 퇴근하고 세명만 남으시오. 

(24 L ) " 이번 교통사고로 둘이 사망했다 (= (24l ) ' ). 

(25L)" 모두 퇴근하고 셋만 남으시오 (= (25 기 ) ' ) . 

이싱으로 현대국어에서의 N-Q 수량사구의 용법을 실-펴 보았다. 다시 요약해 보면， 우선 

[-可算] 명사는 원칙적으로 N-Q 수량사구를 구성하지 옷한다. 또 [十可算] 영사라 하더 

라도 제약없이 N-Q 수량사구를 구성하는 것은 셈 용법으로 쓰일 때이다. 화맥 용법으로서 

N- Q 수량사구가 쓰일 때는 영사가 [+사람]의 자질을 가질 때 가장 자연스럽다. 명사가 

[-사람]일 때는 수사가 낮은 수(대체로 수사가 1rv3까지)일 때만 N-Q 수량사구를 구성한 

다. 또한 N-Q 수량사구는 수사가 고유어일 때만 허용되며 ， 따라서 명사가 [十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한자어일 경우는 N-Q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없다. 

국어의 수량사구가 통시적으로 분류사 없는 구성에서 분류사 있는 구성으로 변화했으며， 

수사 체계도 고유어에서 한자어로 대치되어 왔다고 볼 때， N- Q 수량사구는 하나의 잔유형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잔유형으로서의 N- Q 수량사구가 ‘낮은 수， [+사람]인 명사， 고유 

어수사 체계’ 라는 초건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 변화에 있어 잔유형이 낭을 수 있는 일반적 

조건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4.2. 우리는 앞서 (蔡 행 (1982)) N-Q 수량사구가 분류사 있는 수량사구， 곧 N-(Q-Cl) 수 

량사구로 변화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분류사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데， 그러한 인식은 최현배 (1946, 285) 에서， ‘事物을 셀 적에는 반듯이 이러한 

單位語를 써야 한다’고 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N-(Q-Cl) 수량사구는 현대국어에서 가장 중럽적인 수량사구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부류 

의 명사가 수사의 크기에 관계없이 N-(Q- Cl)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N- Q 수량사구에서 일차적으로 거부되먼 [ 可算] 명사는 도량분류사와의 결함으로 N-(Q

Cl) 수량사구를 구성하며， 그밖에 N-Q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없는 예들， 예컨대 4. 1.의 

(15) , (17) rv (20) 의 N-Q에 분류사를 첨가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중세국어에서는 분류사 없 

는 수량사구가 일반적이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형 태로든 분류사를 붙일 수 없는 명사 

는 없는 듯하다. 

우리 는 자주 명 사 없이 수사와 분류사로만 구성 된 수량사구를 사용한다. 

(26)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닝은 10리도 옷가서 발병난다. 

(26) 과 같은 Q-Cl구는 N-(Q-Cl) 에서 명사가 화자와 청자에게 같은 지시대상으로서 전제되 

었을 때 생략된 것이다. 

(27) 열개 주세요(사과를 가리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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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가지 과일을 파는 가게에서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고 (27) 처럼 말했다연 (28) 과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28) 무엇 말씀이세요? 

Q-Cl이 N-(Q-Cl)에서 왔다고 보는 데에는 별 異論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다음 예들은 

(Q-Cl)-N에 서 는 명 사가 생 략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29) 기 . 아까 맡겨 놓은 열개의 사과 주세요. 

L. 아까 맡겨 놓은 사과 주세요. 

1:. 사과 주세요. 

~ . *열개 주세요. 

분류사는 명사에서 기원한 것으로， 현대국어에서 명사의 기 능을 잃고 분류사로만 굳어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명사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사랑， 집， 상(똥) , 

사발， 말 (斗)’ 따위인데， 이처럼 분류사가 명사와 형태상 같다 할지라도 ‘사랑’을 제외하 

고는 바로 그 영사를 세는 단위는 되지 옷한다. 

(30) 기. 사람 열사랑 

L . 사람 열명 

(31) 기 *사발 열사발 

L. 국 열사발 

1:. 사발 열개 

(32) 기?*집 열집 

L. 집 열채 

亡. 열집 건너 한집씩 

분류사 있는 수량사구의 초기 형태는 (30 기 )과 같았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여기서도 

잔유형이 ‘사람’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집’은 다소 애매한 듯하나 건물을 셀 때는 

‘채’이며 ‘집’은 家口를 세는 단위이다. 

4.3. 중세국어에 서의 수량사구의 구성은 수사가 명사에 앞서고 분류사가 없는 구성， 즉 

Q- N 구성이 압도적이었다(蔡 웰 (1 982) 참조) . 그러 나 현대 국어에서는 Q- N 수량시-구는 지 

극히 한정된 환경에서만 쓰일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수량사구는 명사가 수사에 앞선고 분류 

사가 있는 구성 즉 N-('Q- Cl) 구성이 원칙적이다. 

우선 [-可算] 명사는 Q- N 수량사구를 구성하지 못한다. [ - 可算] 명사는 분류사가 있 

어야만 썰 수 있기 때문이다 5 [+피算] 영사라 해도 언제나 Q- N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有情]인 영사 중에서는 도량분류사로 기능할 수 있는 명사들이 Q- N 

수량사구를 구성한다. 이러한 경우 Q- N 구성이라기 보다는 Q- Cl 구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33) 한트럭 , 두삽， 세 숨갈， 네 자루， 다섯 그릇， 여 섯 공기 

5 중새 국어에서는， 혼하지는 않으냐 [-可算] 명사가 Q-N 구성 을 이 푼 에가 보인다. 
'. 아홉 해tÆ 롤 몽 듣S 햇는다 (쐐텀~ 9, 35b) 
'-. 쇼인이 쓰E 흥마리 (-句꿇) 이시니 (觸老上， 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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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두 책상을 갔다. 

L 두 책상이 비슷하다. 

L. 용다섯 책상을 샀다. 

t. 융열 책상이 놓여 있다. 

(35) 기*셰 연필을 샀다. 

L 두 연펼 중 큰 것이 내 것이 다. 

29 

(34) , (35) 처럼 도량분류사로 기능하지 않는 명사가 Q-N 수량사구를 이룰 때는 허용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有情] [-사람]일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 

인다. 

(36) 우리 죄에서 두 고양이를 키운다. 

(37) ?창경원에 세 코끼리가 있다. 
(38) *다섯 개 C7tJ 가 집을 본다. 
(39) *열한 닭을 샀다. 

(40) *백 참새가 그울에 걸렸다. 

(34 기， L)과 (35L) , (36) , (37) 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란 영샤를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지시대상으로서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즉 ‘눈으로 보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바 

로 그 명사’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성립한다. 구체적연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숫자만 

을 세는 문맥에서는 Q-N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41) 기. 책상 몇개를 샀느냐? 

L 융두 책상을 샀다. 

(42) 가구점에 마음에 드는 책상이 둘 있걸래 (그) 두 책상을 갔다. 

(43) 기. 창경원에 코끼리가 몇마리 있느냐? 

L *창경원에 셰 코끼리가 있다. 

(44) 인도에서 코끼리 세마리가 들어왔다. 창경원에 (그) 세 코끼리가 있다. 

우리는 위의 예들에서 명사가 한정적인 경우에만 Q- N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L ) C35L ) 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은 그것이 한정적인 문맥에서 쓰였기 때 

문이다. 어떤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다 임홍먼 (1978) 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 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흔히 

Q-N 수량사구를 구성하는데， 이들도 한정적인 문맥에서 가능한 점에서 위에서 본 예들과 
같은 성격이라고 할 만하다. 

(45) 모두들 μT ’ 눈을 감고 묵념 합시 다. l 두×참석자의 수 I 
(46)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47) 두손 잡고 같이 일해 봅시다. 
(48) *대학병원에서 안구 이식수술을 위해 {한， 두， 세} 눈을 급히 구한다. 

6ff洪影 0978, 191)에서 Q-N 수량사구의 예 운 중 [-사 람] 명 사인 (13) "，(15 ) 가 모두 ‘다르다’ 

라는 솔어를 가지고 있음이 참고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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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7) 은 특청한 한 사랑의 신체부위를 가리키는 경우이며， (46) 은 특쩡한 두 사람의 

‘한손+한손’ 을 가리킨다. (45) 에서는 ‘눈을 감는’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 사람씩을 

기준으로 삼아 ‘두눈’으로 표현되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48) 과 같이 비한정적인 ‘아무 

눈’은 Q- N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정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언제나 Q- N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들처럼 영액하게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Q- N 수량사구가 거부될 수 

있다. 

(49) ( 아흔마리의 홍학이 춤을 추는 것을 보연서) r)f아흔 홍학이 똑같이 아름답구나. 

(50) (장에 닭 열 한마리 가 났길래 ) (그) *열 한 닭을 샀다. 

(49) ' 아흔마리의 홍학이 똑같이 아름답구나. 
(50) ' 열 한마리의 닭을 샀다. 

여기서 우리는 Q-N 수량사구의 경우에도 N-Q 수량사구에서와 같이 수의 크기에 제약이 
따름을 알 수 있다.Q의 뱀위는 정확히 금그어지기 힘든 것 같지만 펼자의 직관에는 다젓 

이상이 되면 어색하다. 즉 Q-N 수량사구는 대체로 l부터 4 이하에서는 허용되며， 그보다 

큰 수가 관여할 때는 분류사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하다 ((49)' , (50)' 참조) . 수사가 
그보다 큰 경우는 ‘열 손가락’ 정도인 듯하며， 이것도 한 사람의 열 손가락일 때에 한한 

다. 그리고 이때 열 손가락이 한 단위가 되는 것으로 ‘일곱 손가락’， ‘아흡 손가락’은 ‘열 

손가락’에 비해 수가 작지만 보다 덜 자연스럽다. 또한 ‘열 발가락’이 어색한 것을 ‘열 손 

가략’에 비해 한 단위로 취급될 만한 상황이 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40) 이 非文이 되는 것은 수사의 수가 지나치게 큰 까닭도 있지만 수사가 한자어이기 때 

문에도 그러하다. 국어에서 분류사가 없는 수량사구는 수사가 고유어일 띠1 만 허용되는 것 

이다. 

하나의 잔유형 으로서 의 Q-N 수량사구가， 수사가 고유어 일 때 , 그리 고 수사가 낮은 수일 
때 남아 있다는 사실은 언어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Q- N 수량사구에 가해지는 또 다른 제약은 그것이 셈을 위해서는 쓰일 수 없다는 것이 

다. 하냐는 어떤 항목과 그 수를 셈해가는 ‘목록’에서 쓰일 수 없는 점이고 (4 . 1. (10) 참 

조) , 또 하나는 ‘몇이냐?’의 대답이 될 수 없는 점이다 ((43) 참조) . 

(51) 사과 몇이 있느냐? 

(52) 기*두 사과가 있다. 

L. 사과 둘이 있다. 

亡. 용두개의 사과가 있다. 

2. . 사과 두개가 있다. 

U. 둘(두개)이 있다. 

(53) 무엇이 몇이 있느냐? 

(54) 기 *두 사과가 있다. 

L . 사과 둘이 있다. 

L. 칸두개의 사과가 있다. 

2.. 사과 두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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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 융둘(두개)이 있다. 

(5 1)은 수만을 묻는 질문이다. 이의 대당으로 (52)의 끼，1::은 될 수 없고 L ， t ， P 이 합 

당한 대답이 된다. 즉 수사가 명사에 앞선 어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흑은 ‘사 

과’가 주어진 정보로서 새로운 정보의 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구정보가 신정보에 앞서는 어 

순 규칙에 따라 비문이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사와 수사가 모두 새로운 정 

보인 (54) 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볼 때 이는 정보의 신구에 관계없이 명사와 수사 사이의 

어순에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제약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Q-N 수량사구에 주어지는 이상과 같은 제약들이 명사가 [+사 
람]일 경우에는 상당히 약해지는 점이다. 즉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허용되는 것이다. 

(55) 한 사람， 다젓 사람， 열 사람， 서른 사람， 서른 세 사람?마흔 사람， 마흔 여젓 

사람?예 순 사람， 백 사람， 싹천 사람 

(56) 세 간호원?일곱 군인?아흡 아가씨?쉰 학생， 쉰 다젓 남자?*일흔 소녀*백 

청년*천 선수 

(57) 백설공주와 일곰 난장이， 양소유의 여넓 아내， 예수의 옐두 제자， 오백 나한， 낙화 
암의 삼천 궁녀 

(55) , (56)을 볼 때 명사가 특히 ‘사람’일 때에 보다 자유스럽고， [十사람]인 ‘사람’ 이 

외의 명사들에 있어서는 다소 부자유스럽게 느껴진다. 또한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으로 셈해 갈 수 있지만 다른 영사들은 ‘한 군인 ， 두 군인’으로 셀 수가 없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세어 갈 때의 ‘사람’은 형태상 명사이나 그 기능은 분류사이다. 그 감 

은 구성은 Q-N이 아니라 Q-Cl인 것이다. 즉 현대국어에서 Q-N 구성 은 셈을 위해서는 쓰 
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8) 가. 남자 둘， 여자 둘， 모두 넷이다. 

L *두 남자， 두 여자， 모두 넷이다. 

현대국어에서 Q-N 구성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57) 과 같은 예일 것이다. (57) 은 

Q-N구가 한묶음으로서 대 부분의 한국어 화자에 게 잘 알려 진 정 보이 다. 이때 관심 의 춧점 

은 명사에 있으며 영사의 수량에 대한 관심은 부수적이다. Q-N구에서는 한쪽을 생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수사가 생략된다. 한편 N-Q 구에서는 명사가 생략되는데 (4.2. (29) , 

4.3. (52) 참조) , 이는 정보 전달에 있어 무게가 가벼운 쪽이 왼쪽에 놓이는 언어 일반적 

특성과 일치하고 있다. 

4.4. (Q-Cl)-N 수량사구는 현대국어에서 口語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듯하다. 이는 Q-N 
수량사구가 현대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사실과 함께 묶어 생각할 때， 현대국어의 수량사 

구에 있어 수사가 명사 둬로의 이동을 거의 마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N 구성과 마찬가지로 (Q-Cl)-N 구성은 셈을 위해서는 쓸 수 없다. 또한 (Q-Cl)-N의 

N 하냐 하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묶음으로서 인식된다는 정도 Q-N의 경우와 
같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수사가 명사 앞에 오는 구성은 ‘제목’을 위해 자주 쓰인다. 

7 任洪影 0978 , 190)은 Q-N 수량사구에 대 하여 “썼名詞 構成은 數등司 뒤 에 어 떤 集슴이 오는 構

成이기 때문에 주어진 集合 준:體를 한 單位로 문제삼지 않는 한 생 수 없는 對象”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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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두 연인 

7인의 신부 

암흑가의 두 사람 

(Q-Cl) -N 수량사구에서는 명사의 자질에 따른 제약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可算] 명 

사의 경우도량분류사에 의해 셀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Q의 법위에도 제약이 없는듯하다. 

(Q-Cl)-N 구성은 N-(Q-Cl) 구성에 비해 쓰이는 경우가 현저하게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을 구체적인 문맥에 나란히 놓고 대비시킬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하다. (Q-Cl)-N은 대체 

로 文語에서 쓰이므로， 구어에서나 문어에서나 자유롭게 쓰이는 N- (Q-Cl) 과 비교하기가 곤 

란하다. (Q-Cl)-N구성은 口語體에서 큰 의미차이 없이 N-(Q-Cl)로 바꿀 수 있는 듯하며， 

현대국어에서 (Q-Cl)-N이 N-(Q-Cl) 에 미헤 더 자연스러운 경우란 ‘제목’일 때뿐이 아닌 

가 생각된다. 

V 

이상으로 우리는 현대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수사 체계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사가 명사， 

분류사와 함께 수량사구를 구성함에 있어 그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몇가지 특성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고의 내 용을 요약해 보연 다음과 같다. 

1. 국어 수사 체계에는 고유어 계옐과 한자어 계 열이 있어， 차용어인 한자어 계열은 수 

가 클수록 더 잘 선택된다. 

2. 국어에서 복수의 표시에는 ‘수사+단수 영사’로 표시되는 특청복수와 복수명사(명사+ 

‘들’)로 표시되는 불특정복수가 있다. 단수 명사가 수사와 연결되지 않고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그 명사가 총칭적 인 표현을 할 때이다. 

3. 수량사구의 용법에는 화맥용법과 셈용법이 있다. 화액용법과 셉용법 중 추상적 셈에 

서는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된다. 추상적 생 중에서 

수학적 계산의 경우는 주로 한자어가 선택된다. 구체적 셈에서는 분류사의 有無에 따라 차 

이가 난다. 분류사가 없을 때는 고유어만이 선택된다. 분류사가 있을 때는 수사와 명사가 

각각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에 따라， 

( 기 ) 고유어 Q-고유어 Cl 

(L) 한자어 Q-한자어 Cl 

(r:.) 고유어 . Q-한자어 Cl 

(2.) 한자어 Q 고유어 Cl 

의 순서로， (기)이 가장 자연스럽고， (2.) 즉 한자어 수사가 고유어 분류사와 연결되는 것 

이 가장 부자유스렵다. 그러나 수사가 10 미만의 수에 해당될 때는 분류사가 한자어일 경 

우에도 고유어 수사가 選好되며， 반대로 수가:커질수록 한자어가 選好된다. 또한 분류사가 

서구어 차용어일 때는 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한자어 수사만이 선택된다. 

4. 국어 수량사구에 는 명 사， 수사， 분류사의 어 순과 분류사의 유무에 따라 
(기) N-Q 

(L) N- (Q-Cl) 

(r:.) Q-N 

(2.) (Q-C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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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가지 유형이 있다. 

5. 수량사구의 구성에 있어 영 사가 수사 뒤에 놓이는 구성이 수사 앞에 놓이는 구성보다 

古形이 며 , 분류사가 없는 구성 이 분류사가 었는 구성 보다 古形이 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빈도로 볼 때 N- (Q-Cl) 이 가장 자유로이 쓰이며 Q-N 수 

량사구는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잔유하고 있다. N-Q 수량사구는 셈용법(목록) 에서 주로 

쓰이며， (Q-Cl) -N 구성은 주로 文語로서 남아 있다. 

6. 영사가 수사에 앞서는 수량사구의 전형적인 용법은 ‘옥록’이다. 영사가 수사 뒤에 오 

는 구성은 ‘목록’에서는 쓸 수 없다. 

7. N-Q 수량사구는 [+可算] 명사일 때만 허용된다. [+可算] 영사 중에서도 [+사랑] 

명사일 때 가장 자연스럽다. [+可算] [-사람]인 명사가 N-Q 수량사구를 구성할 때는 수 

사가 대체로 4 미만의 범위일 때 자연스러우며， 수가 커질수록 부자연스럽 다. N-Q수량사 

구는 총칭적이거나 비한정적인 의미일 때 주로 쓰인다. 

8. N-(Q-Cl) 수량사구는 명 사가 한정 적 일 때 는 명 사가 생 략되 어 Q-Cl句를 이 룬다. 이 와 

대조적으로 (Q-Cl) -N에서는 명사가 생략될 수 없다. 

9. Q- N 수량사구는 현대국어에서 하나의 잔유형으로서 지극히 제한펀 환경에서만 쓰일 

수 있다. [+可算] 영사로서 한정적인 문맥일 때， 수사가 4 이하로서 고유어 일 때만 허용 

된다. 명사가 [+ 사람]일 때는 허용되는 수의 법위가 넓어지 며 그 중에서도 ‘사람’일 때 

가장 넓어 진다. 

10. (Q-Cl)-N은 현대국어에서 文語로만 존재하는 듯하다. Q-N 구성과 함께 (Q-Cl) -N 

구성은 셈용법으로는 쓰이지 못한다. Q-N과 (Q-Cl)-N 수량사구는 수사의 크기 에 관계 없 

이， N의 개별 구성원이 아니 라 Q-N 혹은 (Q-Cl)-N 전체가 한 덩어리 로서 인식 된다. 따 

라서 그 전형적 인 용법은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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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Numerals and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s in Korean 

Wan Chae 

The present paper explores typological aspects of numerals, classifiers, and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s in present-day Korean. 

The paper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re are two types of Korean numerals; one is pure Korean origin, and the other of 

Chinese origin. 

The following tendencies exist in the use of Sino-Korean numerals: (a) the larger the 

number, the more often the Sino-Korean numeral tends to be used in ordinary language, 
(b) in N-Q and Q-N constructions, . which have no classifiers , Sino-Korean numerals 

cannot be used. 

Korean has four types of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 such as N-Q, N-(Q- Cl) , Q- N 

and (Q- Cl) - N. 

The construction, in which the quantifier precedes the noun , and in which there is no 

classifier, is the older form. The N- (Q- Cl) type is most widely used in present-day Korean. 

The typical usage of noun-initial constructions like N-Q and N-(Q-Cl) is found in a 

table of contents (l ists) , while that of quantifier-initial constructions is mostly used in a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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