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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술 • 언론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발전을 위한 연구의 한 부분으 

로서， 81년 가을부터 ~85년 봄까지 論著， 신문， 장지， 방송에서 수칩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이 될 문창구조 예들을 뽑아 운제 

성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하고 분석하되， 단순한 규법적 처방을 내리 

는 데 그치지 않고 통사의미론직 원리에 따라 다소 설명을 해보려 했다. 

1. 통사론적 문제 

1. 主述관계 

1.1. 주어 탈락의 문제 

참 거짓을 가리는 대상으로서의 단위인 命題는 지시 대상을 나타내는 主

語와 그에 대해 설명하는 述語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주어와 숨어 가운데 

어느 것이돈 결여되연， 명제를 이루지 옷해 참 거짓을 가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볍기숭에 있어서도 의미 내용을 담는 충위에서는 이 두 요소를 필 

수적인 것으로 기술한다. 이 점은 어느 나라 말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명제 

가 문장을 이루되 發話에 쓰이는 표연구조의 문장이 될 때에는 맥 락에 따라 

주어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언어외적인 발화상황의 맥락에 의존 

해 주어가 탈락되는 예가 영어 같은 언어에서는 드물고 한국어와 같은 언어 

에서는 대단히 흔하다. 다음 예를 보자. 

(l) ‘갔니 ? ’ 

‘응， 막 떠났어.’ 

(2) a. Very good. 

b. Sounds nice. 

1 공동연구팅(대우재단보조)의 李基文， 沈在箕， 蘇興烈 제교수와의 의견교환에 

힘입었으며， 초고에 대한 趙俊學교수의 논명이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 분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잘못원 부분에 대한 책임은 펼자에게 었다. 자료수정(미술펑론분야)에 도웅 
준 유동석선생， 문법성판단에 도움준 주위분들과 가족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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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예 (1)의 문당은 대화자 사이에 주어가 무엇인지 발화상황에 의해 

이해된 경우다. 목적 어도 쉽게 생략된다. 영어의 (2a) 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에서 이해된 주어가 생략된 것이나， 과거의 동작 등이 숭어가 되 는 문 

장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수 없고 대명사라도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목적어 

도 생략될 수 없다. (2b) 의 주어는 그 직전에 상대가 한 말을 받는 That (또 

는 It)로서 뻔해서 관용적으로 탈락되는 경우다. 이와 같이 발화상황에서 대 

화자들 사이에 가정， 인갱 또는 이해된 것을 기초로 하여 탈락된 주어는 그 

맥락 속에서 쉽게 회복될 수 있기 애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글에 

있어서는 펼자와 독지 사이 에 거리가 있고 비언어적 맥락에서 얻을 수 있는 

해석의 단서가 막히므로 주어와 숭어가， 될 수 있는 한， 명시되어야 하며 

주어가 탈락되는 경우에도 주어진 글 즉 언어적 맥락-속에서 쉽고 자연스 

럽게 회복될 수 있는 주어에 한정돼야 한다. 회복될 수 없는-즉 해석되지 

않을-주어의 탈락은 비운법적 운장을 낳는다. 주어가 없어서 비문법적인 

문장은 아예 명제조차 구성하지 못해 참 거짓을 가리는 대상이 되지 옷한다. 

즉 의미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문장이 든 글은 보도나 설득을 위주로 

「하는 언론과 학숭의 언어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예들을 보자. 

(3) 이와 같은 표현상의 특정은 일반적으로 蘇展 스타일이라고 불리기 

도 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조형적 인 특징상의 지적에서라기보 

다도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현실감각의 결여라는 관점에서 더 

크게 지 적 되 기 쉽 다. (P , ‘韓國現代續畵를 위 한 史的 理解와 評價’ ) 

(上點 필 자-이 하 마찬가지 ) 

(4) 인상주의 그 자체의 회화사적 위치의 규명은 고사하고라도 오네와 

인상주의와의 관계 규명이라는 커다란 문제성을 제기한다고 생각된 

다. (C, ‘를로드 • 모네의 회화에 관한 연구， ’ C 미 술 6, 1981) 

위 예들은 주어의 결여르 문장 자체의 문법성에 문제가 있으며， 전후맥락 

에서 주어가 쉽게 찾아지지 않아 이해에 어 려 움을 준다. 다음 예를 보자. 

(5) “자기의 감명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말은 작풍에 대한 그의 신념 

을 반영하고 있으며 낭만주의 작가로서 의 기 본 자세 를 엿볼 수 있 

다. (C, 윗글) 

위의 예운 (5) 에서는 최소한 ‘ (있)으며’의 앞 접속문의 주어 성분을 받는 

‘그 말에서’와 같은 것이 ‘있으며’ 다음에 오든가 아니면 그 주어를 그대로 

받아 생략하려면 ‘엿볼 수 있다’가 ‘엿볼 수 있게 한다’ 로 수갱되어야만 한 

다. ‘그 말에서’는 주제화로 ‘그 말은’이 되지 않는데， 이는 주제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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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格조사의 탈락이 허 용되 지 않기 때 문이 다. 

1. 2. 주어 • 술어 간의 간격 및 복합문의 主述결합 

한국어에서 문장 천체에 결리는 부사적 수식 어는 주어 다음 위치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 예를 보자. 

(1) 나는 어제 명동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러나 그 문장부사적 수식어가 지나치게 킬 경우에는 主文의 주어와 숭 

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기억부족으로 연결을 지을 수 없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 된다. 다음 두 예가 그렇다. 

(2) ?분노는， 월남전쟁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해진 압력에 대해 

세상이 거대한 폭력으로 반응하여 미국 청부가 그처럼 심하게 무통 

제 상태가 된 것을 알고 끓어 올랐다. (주간 C No. 692) 

(3) ?죄의식은-내가 더 나이 들어 있었더라면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10대 에에도 알려고 해야 할 것이 아난가 하는 것 

을 느꼈을 때 나를 사로잡았다. (주간 C No. 692) 

문장 (2) 와 (3) 은 (1) 과 같이 문장부사적 수식 어 가 주어 다음에 왔으나， 

(1)에서와는 달리， 그 길이가 너무 걸어 主文의 주어와 숭어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점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 된 경우다. 번역일수록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쉽 다. 

비슷한 경우에 영어는 대체로 주철+종속철의 순서를 갖고(다음 4a) , 가 

끔 강조상 종속철을 선행시킨다 (4b). 

(4) a. The dog bit the cat because the food was gone. 
b. Because the food was gone, the dog bit the cat . 

우리말에서는 구조상 부사적 종속절이 주절 뒤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걸 

경우에도 선행시킬 수밖에 없는데， Clark & Clark (1 977) 에 의하연， 그러 

한 종속절 선행의 문장이 (4a) 와 같은 경우보다 더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한 

다. 한변， 영 어로 글을 쓰는 경우，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모국어 구조의 영 

향으로 부사적 종속철을 킬게 앞세우고 짧은 주질을 뒤에 두는 부자연스러 

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꽤 많다. 

다음은 보문절이 복합문 중앙에 내포되는 자체내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가지므로 기저구조에서 목적보문 

철은 가운데 위 치를 차지해 주어와 동사의 배 열 이 다음과 갇이 펀다. 

(5) [ 주어 [ 주어 [ 주어 X 동사 J3 동사 J2 동사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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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주어가 앞에 연속돼 나타나고 그 다음 동사가 뒤에 연속돼 나 

타나므로 주어가 여러 개 니다나는 경우에는 표연구조에서는 어느 주어가 

둬의 어느 동사와 맺어지는지 알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저어순을 

유지하는 표면구조로는 명시된 주어가 세개만 연속돼도 이해하기 어려워지 

기 시작한다. 즉 하나의 자체내포절은 안전히-고， 두개가 되면 특별한 경우 

에만 겨우 되고 세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 되고 만다. 다음 문장 

의 발화는 빨리 알아듣기 힘들다. 

(6) 철수는 영수가 미경이가 돌았다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음과 같이 어순을 바꿔줌으로써 알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6') 철수는 미경이가 돌았다는 것을 영수가 잊었다고 생각한다. 
(6") 미경이가 돌았다는 것을 영수가 잊었다고 철수는 생각한다. 

영어와 그 밖의 ‘주어 +동사+목적어’ 어순의 언어들에서는 이러한 문제 

가 없다. 목적절의 내포가 연속돼도 〔주어 +동사[주어 +동사[주어 +동사내 

X J 3J2Jl의 오른쪽가지벌기 (right-branching) 의 구조가되기 때운이다. 

우리말에서 목적절이 자체내포되는 경우， 주절의 주어에 맺어지는 동사가 

맨뒤에 따라야 하는데， 가운데 내포된 보문이 걸어져 이를 잊고 빠뜨립으로 

써 문장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다음이 그러한 예다. 

(7) …국제올링 픽총회에서 서울이 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갱된 데 

대해 이곳 신문을과 유럽의 일간지들은 놀라웅을 표시했다트리 

분 드 제네브紙의 경우 88년 하계올림픽개최권이 서울로 돌아간 것 

은 전두환대통령이 이끄는 제 5 공화국청부의 놀랄만한 정치적 송리 

를 의미하는 등시에 일본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다. ( S 紙 82년 10월 

3 1일 6연 ) 

위의 맨끝 ‘ ... 승리이기도 하다’는 ‘ .. . 돌아간 것은’ 에 맺 어질 뿐 윗점찍은 

부분에 대 한 동사가 그 뒤에 따르지 않고 있다. 

술부동사가 빠진 예를 더 들어보연， 

(8) 흑자는 인상주의 를 『회화상에 있어서의 에피소드』로 평가하기도 하 

고 또 혹자는 『인상주의가 70년 후에도 ( ... ) 어느날 ‘분명한 示俊의 

힘 ’ 3로 평가되고 있다 . .J] (C, ‘클로드 • 모네의 회 화에 관한 연구，’ 

C 미 술 6, 1981) 

여기서 ‘혹자는’에 맺어지는 동사가 끝에서 빠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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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主述판계의 不明과 주제화 문제 

주어 숭어가 나타나 있는 듯하면서도 예컨대 주어의 구문상의 얼거리가 잘옷 

돼 있어 의미해석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다음 두 예를 보기로 하자. 

(1) 모네에 관한 한 모각브 (motif) 의 문제가 그의 회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바로 모네의 그 회화적 시각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말하자연 그의 회 화적 시 각의 定훌化의 가장 적 함한 方法論의 結果

요 그 具體的인 寶現으로 보인다. ( C , 윗글) 

위에서 ‘모티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시각의 특성과 관계된다’고 하는， 

중요성이 특성과 관계된다는 主述결합은 잘못된 것이어서， ‘모티브의 문제가 

그의 회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부로 주제화된 보운주어로 고 

쳐야 하는데， 만일 관계절을 굳이 유지하려연 차라리 ‘그의 회화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 모티브의 문제는’이라고 하여 원문의 관계절과 그 머리 

명사가 구조를 바꿔 ‘모티브의 문제’를 수식하는 관계절로 삼아야 우선 구 

문이 통한다. 그렇게 수갱하연 그것은 그 다음의 솔어와도 결합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또 보자. 

(2) ‘續畵에서 具훌的 경향의 경우라고 이야기한다연 말뭇대로， 인류 

가 있어온 이래의 거의 모든 회화표현이 자연이나， 인간이나， 역사 

적 인 기 록이나 종교적인 내용을 회화화함에 있어서 具象的인 표현 

기법을 주로 사용해 왔음을 본다.’ ( y 외 1인， ‘현대회화에 있어 

서 의 표현의 자율성 에 관、한 연구， ’ 造形 1978) 

여기서 ‘ ... 라고 이야기한다면’도 일종의 주제화 표현인데， 전체적으로 거 

추장스럽고 반복적이면서 맨끝의 ‘본다’가 앞의 주제와 잘 맺어지지 않아 

어색하다. 그리고 앞 부분의 ‘말뭇대로’ 라는 말도 이미 나온 말 가운데에서 

‘具象的’에만 걸리도록 의도한 것이면서 통사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공중에 

뜬 느낌을 준다. 

다음은 또 부사적 수식어의 연결이 나빠 주어가 한 문장에 두개 나오는 

인상을 준다. 

(3) 김영일은 첫날 2언더파 70안타로 5명이 공동 4위 그룹을 형성했다. 

(H紙 84년 가을) 

여기서는 ‘ ... 로’ 대신 ‘ ... 를 기록하여 결국’을 넣든가 아니면 ‘김영일’다 

음의 주제격표지 은 대 신 주격표지 미 를 넣고 ‘ . .. 로’ 대신 ‘…를 커록함￡ 

로써’라 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두 예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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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의 독창성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화된 가르침을 그대로 척용 

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S로 자기의 화법에 맞 

는 기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 Y , r현대미술의 이해 J) 

(5) 현대미술의 이해에는 …창조적 특성과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가능하리 라 본다. (y , 윗책) 

예문 (4) 에서 는 ‘아니 고’ 다음 부분이 주제화된 주어 ‘작가의 독창성은’과 

별 관계없이 쓰엄흐로써 어색해진 예다. 끝이 ‘만들어냄표로써 가능한 것이 

다’ 퉁으로 바뀔직하다. 여하간 독자에게 새롭게 알려주는 의미내용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예문 (5) 에서는 ‘ ... 이해에는’이라 처격을 썼으연 ‘ ... 밝히는 것 

이 필요하다’ 퉁이 뒤에 따라야만 문법상 맞다. 

1. 4. 선택제한의 위배 

다음 예문에서는 主述관계는 나타나나 범주의 선태이 를려 있다. 

(1) 돌이켜 보면， 西歐미술의 길잡이가 되었던 르네상스 미숭이 눈에 

보이는 세계 를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가능성을 찾지 않 

으면 안 되었던 시대였다연， 프랑스혁명이후의 낭만주의 미술부터 

의 현대미솔은 예술과 과학， 창조와 연구라는 관계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Y , 윗책) 

여기서 ‘미솔이 .. . 시대였다’ 라는 主述결합은 ‘미술’과 ‘시대’의 의미자질의 

어긋남으로 인해 지정사 ‘이다’의 선택제한을 위배한 결과로서 잘못된 것이 

다. ‘시대’는 시간의 단위로서 시간개념과 어긋나는의미자질을 갖는 ‘미솔’ 

을 부분칩함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지정사 ‘이다’로 맺어질 수 없다. ‘ ... 시 

대였다연’을 ‘ ... 시대의 미 술이었다연’으로 고쳐야만 된다. 

이와 같은 선택제한의 위배는 수식어와 머리명사 사이， 수식어와 동사 • 

형용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위 예문에서 ‘르네상스 미술이 ... 였다연’ 뒤에 ‘'"현대미술은 ... 에서 그 

특정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의 비솔이라 하겠다’ 퉁으로 앞의 ‘ ... 였다면’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조구문으로 끝날 것이 기대되나 이 기대가 어긋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다음 예문은 印歐語에서 가능한 선돼제한이 그대로 벤역됩￡로써 우리말 

에서 어색해지는 경우라 하겠다. 

(2) …초기개척시대부터 서부의 탐험 및 개척을 설명하는 글들이 항상 

변해가는 장소인 「미국서부」에 관해 기록했다. (‘미국개척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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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들， ’ 東西文化 90호， 1981) 

영어에서는 ‘글들 ';1 치록했략’ 라는 내용의 主述관계가 허용되나， 우리 
말에서는 ‘기 록하다’라는 동사가 반드시 동작주가 되는 명사를 선택한다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직역의 번역투 문장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主述관계로 바꿔 써야만 한다. 

다음 예는 동사의 수식어 로 부사가 와야 할 것을 형용사를 써서 이 상한 

경우다. 

(3) 관람객들은 눈앞에 있는 작품을 皮相的이나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Y , 윗책) 

여기서 밑줄친 부분의 품사가 문제다. ‘皮相的으로나마도’와 같이 부사로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은 수식어와 머리영사 사이의 선택관계인데 역시 직역으로 인한 번역 

루가 약간 문제다. 

(4) 하지만， 비어스타트는 그의 전성기에 가장 널리 알려진 활동적인 

미국화가였a며，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최초로 록키산맥을 주목하게 

만든 그링은 그의 거대한 유화였다. (P, 윗글) 

여키서 ‘ ... 만든’과 ‘그림’사이의 선택관계는 결국 ‘그 그립이 일반국민들 

료 하여금 최초로 록키산맥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를 거쳐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말에서는 아주 자연스럽지는 옷하다. 우리말에서는 ‘…로 하여금 ... 하 

게 만들다’라는 서솔어의 주체로 자연물 둥 비동작주가 오는 것이 별로 자 

연스럽지 못하기 때운이다. 그런 데다가 ‘ .. . 만든 그렴은’이라는 표현은 또 

지나치게 무겹게 주제화된 주어가 되어 있어 문체상으로도 그다지 바람직스 

럽지 돗한 결과를 빚 어 놓았다. 차라리 ‘ .. . 화가였으며， 그가 그린 거대한 

유화 덕분에 일반국민들이 처음으로 록키산액을 주목하게 되었다’ 등이 낫 

지 않을까 싶다. 

이 ‘하여금’구문은 ‘NP로 하여금 ... 동사어간+게 하다’로 구성되는데， 다 

음 (5) 와 같이 ‘ 게 하다’ 를 빼면 매우 어색해진다. 

(5) 대부분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컴퓨터회사가 능동적a로 먼저 제 안 

서를 보내는데 이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담당직원의 설명도 듣 

고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직접 각 회사들의 컴퓨터를 살펴보는 퉁 

최대한 체크를 한 다음 구엽코자 하는 기종을 결청하게 된다. (월간 

C 84년 10월호) 

(6) 매스컴 실무자플로 하여금 학문이나 이론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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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려한 것이다. (C紙 84년 11월 2일 ) 

예문 (6) 의 경우는 전체를 ‘학운이 나 이론분야에 대한 매스컴 실무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한 것이다’ 라고 하든가 최소한 끝만이 라도 ‘…관심을 

갖게 하려 한 것이다’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2. 접속구문 

우리말에는 [NP와 NPJ의 접속과 [ .. . 고 ... J 의 접 속이 있다. 고접속은 문 

장과 문장， 절과 절， 술부와 술부， 동사와 동사， 형용사와 형용사， 또는 부 

사와 부사를 접속시킨다. 

2. 1. ‘와 ’ 접속과 ‘고’접속 혼용의 오류 

[NP와 NPJ의 접속에 서 처럼 와의 선후에는 똑같은 멤주인 명사구가 와야 

하며， *[NP와 절(또는 술부， 동사， 형용사， 부사)J로 접속시키거 나 용[절 

(또는 술부， 동사， 형용사， 부사) 과 NPJ로 접속시키연 비문법적인 연결이 

되고 만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동일법주 정속의 원리를 깨뜨려 틀리는 잘옷 

을 먼번히 만나게 된다. 다음 예를 보자. 

(1) 1일 부산 구먹경 기 장에서 벌어진 서 독프로텀초청 한국-뒤셀도르프 

와의 경기에서 국가대표팀은 l대 1로 비겼지만， 게임내용연에서 불 

확실한 패스원과 조직력이 뛰 어나지 못해 지난 25일 청소년과의 명 

가전에 이어 또다시 팬들을 실망시 켰다. ( C紙 84년) 

‘불확실한 패스획 과 조직력이 뛰 어나지 못하다’ 라는 연결은 바로 용 [NP와 

절]의 연결로서 비문법척이다. 양쪽을 모두 절로하여 고로 연결되도록 고쳐 

야 한다. ‘패스원이 불확실하고 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하다’라야 한다. 또는 

‘불확실한 패스웹과 먼약한 조직력으로’ 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뒤 

셀도르프와의 경기’에서 와는 영뚱한 위치에 놓여있다. 

다음은 용 [NP와 술부]의 정속으로 비문법적인 경우다. 

(2) . . .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에서 의 탈피 와 동시에 인 간의 자유와 평동 

을 존중하는 민주제도를 형성 하게 하였￡며， 사람들에게 생의 희망 

과 보람을 갖게 하였다. (Y , 윗책) 

우선 문법에 맞으려면 ‘NP와’ 부분을 ‘봉건제도에서 탈피하고’ 로 고쳐야 

한다. 또는 ‘ ... 탈피하게 하고’ 처 럼 여하튼 ‘인 간의 …형성하 ... ’ 와 같은 솔 

부범주가 오도록 고쳐야만 한다. ‘NP와’를 살리려 면 그 뒤에 ‘ . . . 민주제도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으며’가 따르도록 고쳐야 할 것이 다. 

다음은 용[솔부고 NPJ의 접속으로 비문이 된 예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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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안전하고 지름걸을 찾아서 갔읍니다. (KTV 84년 9월 21일 ) . 

여기서 접속을 살리 려면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길’처럼 ‘고’ 다음에 다 

시 같은 형용사법주인 ‘가까운’ 둥이 오게 하여 접속시키든가 아니면 ‘가장 

안전한 지름걸’처럼 접속을 희생시 켜야 할 것이다. ‘지름걸’의 ‘지름’은 따 

로이 형용사구실을 하지 옷한다*‘지릅인’도 쓰이지 않는다. 

다음도 *[술부고 NPJ로 매우 어색해진 예이다. 

(4) *그런 데 비하면， 이번의 「돈받고 미국신학대의 박사학위」수여는 국 

내의 분교를 준비중이라고 하니，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 

을는지는 모른다. ( C紙 84년 11월) 

여기서 ‘돈받고’ 다음에 ‘수여는’하는 명사가 뒤따르게 하여 문제를 일으 

키는데， ‘돈받고’ 뒤에 ‘미국신학대가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은’이라고 하여 

‘수여하’ 라는 동사형이 오는 철이 뒤따라야만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 뒤 

‘ ... 국내의 분교를 준비중이라고 하니’도 주어가 자의적으로 생략되었거나 

잘못 선택된 부분으로서 연결이 어색하다. 

다음 예는 용〔동사고 부사]의 접속으로 잘못된 경우다. 

(KTV 84년 10월 9일 ‘사 랑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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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 지내고 

과 슬픔의 

위에서 ‘호강하다’는 동사이므로 형용사에서 온 ‘안전하게’와 접속될 수 없 

다. ‘호강스럽고 안전하게’와 같이 동사를 형용사 ‘호강스럽다’로 먼저 바 

꾸고 부사역할을 하게픔 ‘안전하게’와 접속시켜야 한다. 동사를 굳이 유지 

하려면 ‘호강하연서 안전하게’로 고쳐야 한다. 

다음은 [NP와 명사절] 정속을 ‘-에’의 목적어로 쓴 경우인데 

법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역시 비운 

(6) 민한-국민당 등 야당은 ... 남북한 경제교류제의와 국민복지부문에 환 

영을 표한 반면 현실에 대한 낙관과 청치일정에 관한 구체 적 언급 

이 없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 다. ( C紙 84년 8월 22일) 

예 (6) 에서는 과 앞을 ‘현실에 대해 닥관한 것 ’ 등 o 로 바꿔야 최소한도 문 

법적 인 문장이 된다. 구문 • 의미 양면에서 최선의 표현이 되도록 궁리 해 볼 

여지가 있는 예다. 

다음 예는 역시 *[절고 NPJ의 잘못이다. 

‘돈이 

(7) 아무리 돈이 많고 생활의 펀리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 .. 

한다. 접속돼야 NP7} 그 앞에 NP이므로 ‘생활의 펀리’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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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대신 ‘부와’가 오든가 ‘고’ 접속을 살리려연 ‘돈이 많고 생활이 펀려 

한 것을’이 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의미상 ‘돈이 많고’가 ‘돈이 많￡면서’ 

의 뭇으로 쓰이지 않았￡으로 즉 추구의 대상에 ‘돈이 많음’이 들어가으로 

이 문장은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예를 보자. 

(8) 용MBC의 TV일일연속극 폐지조치는 단순히 국내 3개의 VHS TV채 
널중 한 채널에서 일일연속극이 사라졌다는 현상적 인 의미외에 암 

으로 TV드라마의 방향과 시청자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C 紙)

이 예는 [주어十NP외에 +VPJ의 구성을 가지고 두 VP의 접속이 이 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나， ‘NP외에’와 그 다음의 VP는 문법상 접속될 수 없 

다. ‘의미외에’ 대신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등이 와야 한다. ‘ ... 외에’는 

‘ 고’ 접속은 아니나 접속의 의미를 지난다. 

접속중 ‘-며’에 의한 접속의 경우에도 동일범주 원리가 적용되므로 이를 

어겼을 때에는 비문이 된다. 

(9) 용여자가 성욕을 어떻게 참아내며 인간의 욕망과 위선을 가장 적나라 

하게 표현시킨 성공작. (일간지 게재 ‘8요일의 이브’ 광고문) 

위 예에서도 *[절 며 NPJ의 연결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절을 영 

사화시켜 와로 뒤의 것과 접속시키든가 해야 할 것이다. 즉 ‘여자가 성욕을 

어떻게 참아내는가와 인간의 욕망과 위선을' "’로 고쳐야 약간 문법적드로 

나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그 명 사철을 와 뒤와 같은 명사구 충위로 낮추거 

나 최소한 어휘적 머리명사를 갖는 명사절로 고쳐야만 온전히 문법적인 둔 

장이 된다. 또한 ‘표현시킨’은 ‘표현한’의 잘옷이다. 

2. 2. 離接(選言) 상의 오류 

다음 離接의 경우를 잘펴보기로 하는데， 이접에서도 접속에서와 똑같이 

동일법주를 잇는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말에서 이접은 [NP나 

NPJ 또는 [명제거나 명제]둥으로 나타난다. 법주의 훈용으로 잘옷된 이점 

의 예를 보기로 하자. 

(1) 융이날 회의는 미성년자에게 솔 담배를 팔거나 풍기문란영염행위에 

대한 벌칙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미성년자 보호법개정안을 백지화， 

이 법을 개갱 하지 않기로 했다. (D紙 83년 5월 25일) 

예 (l)은 [솔부(동사구) 거 나]로 시작하여 이에 [명사구]를 이어놓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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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질렀다. ‘거나’뒤 를 ‘풍기문란영업훌 하는 행위’로 바꾸면 둬도 [동사 
구]가 되어 자연스려운 이접이 된다. 

다음도 비슷한 예로서 융[동사구거나 명사구]의 이접을 목적어로 삼았다. 

(2) 융시행령이 마련되연 정부는 부동산투기지역이거나 투기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고시후보지조사를 하여 ... (C짧83년 2월 15 

일) 

여기서는 ‘ ... 이거나’뒤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갱사 이가 나타나도록 ‘투 

기예상지역 인 곳을 대상으로 ... ’ 등이 되게 하든가 아니면 앞을 ‘부동산 

투기지역이 나 투기예상지역을 대상으로…’로 고쳐 명사구들의 이접으로 해 

야 한다. 

접속이나 이정에 의한 구조의 삭강 (reduction)으로 앞절의 시제는 떨어져 

나가고 해석상 뒷절의 시제를 따르는데， 다음은 이를 어겨 일어나는 오류다. 

(3) 품전국적무로 단비가 내리거나 내렸읍니다. (KTV 84년 4월 18얄 

오전) 

동사어간 ‘내리-’ 다음에 ‘-거나’가 바로 붙었a므로 그 앞절의 시제는 

뒷절의 시제인 과거로 해석돼야 하는데 동사가 같기 때문에 pvp 형태의 문 

장이 되고 말았다. 의도대로 표현하려면 ‘전국적으로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거나 이미 내렸읍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논리학에서 필요충분조건의 표현인 ‘ if and only if’의 번역을 ‘P고 P연’， 

‘þ , 그리고 다만 P연’ 동 여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양면을 동시에 나타내지 못하는 잘옷된 번역들이다. 충분조건인 

‘P면’이 나타나 주어야 하므로， ‘P면 그리고 P일 경우에 만’의 뭇이 모두 들 

어가는 번역이라야 옳다. 

2.3. 대 칭 술어 (symmetric predicate) 사용상의 잘못 

‘ [NP;와 NP;]의 승부’ 라는 표현은 각각 개별적인 ‘NP;의 송부’와 ‘NPj의 

승부’가 합쳐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두 NP가 갖춰져야만 ‘승부’와 맺어 

질 수 있다. 이는 ‘NP;와 NPj가 승부를 겨뤘다’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이와 같이 두 NP가 갖춰지는 것을 요구하는 숭어를 대칭술어라고 한 

다. 이 에 는 ‘NP와 NP가 같다’ , ‘NP와 NP가 다르다’ , ‘NP와 NP가 가깝다’ , 

‘NP와 NP가 싸우다’ 등이 있는데， 이들은 ‘NP는 NP와 같다’， ‘NP는 NP 

와 다르다’ 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한펀， 이 대청숭어의 NP접속도 두 NP사이에 동일범주원리가 적용되는데 

다음 예는 이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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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들은 아시아축구의 돌풍 한국의 정교한 테크늬과 투지 ， 체력 ， 

그러고 전형적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스피디하고 중거리슛에 능한 브 

라질의 한판승부는 지금까지 펼쳐 진 어느 대회 어느 경기 못지 않·은 

빅게임이 휠 것이며 이의 승자는 폴란드-아르헨티나의 송리 팀이 

강히 넘볼 수 없는 확고한 정상팀이 될 것이라고 흥분하면서 승부 

는 예측을 불허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C紙 83년 6월 15일 ) 

위 예에서 일견 ‘NP 그리고 NP의 한판승부’로 두 NP가 일단 갖춰져 있 

어 통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첫 NP는 추상병 

사이고 ( ‘헤크닉과 투지， 체력’) 두번째 NP는 고유명사(‘브라질’ ) 이어서 이 

두 NP는 동일범주가 될 수 없다. 이는 마치 ‘브라질이 테크넉 및 투지 체 

력과 한판승부를 겨뤘다’라고 할 때 이 상한 것과 마찬가지다. 앞에도 ‘브라 

질’처렴 NP의 머리명사가 ‘한국’이어야 한다. ‘NP 그리고 NP’의 ‘그리고’ 

도 와로 고쳐야 한다. 그 앞에서 과가 한번 쓰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궁여지책으로 그리고를 쓴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앞의 과는 및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主述문제이나 문장 맨앞의 ‘이들은’과 맨끝의 숭어간 

의 거리가 너무 별어져 있어 연결이 어렵다. ‘이들의 분석이} 따르면’퉁으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예는 접속자체의 문제는 아니 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기로 

하는데， 대청숭어가 나오는 솔부에서 사용할 와가 명사 앞에서 수식어로 쓰 

일 해에는 -의 가 붙어야만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 

(2) .. . 기록은 .. . 가를리리가 인도네시아와 경기서 처음으로 세운 해트트 

럭에 이어 두번째 기록이다. (C 紙)

마땅히 ‘인도네시아와의 경커’가 돼야 하는데 이러한 잘못은 너무 흔한 형 

펀이다. 

대칭숭어 사용상의 잘못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 

(3) 용이스라옐의 성적평가는 우리와 독특합니다. 정수를 주지 않고， 인 

내력， 창의력 동 인격형성을 중요시합니다. (KTV) 

(4) *거커다가 우리는 사랑방 안방의 남녀문화가 따로 발달돼 있기 때 

문에 냥녀공용의 문화마저 없어서 다용도인 서양가정의 응접실과는 

그 기능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 (C紙 83년 2월 25일 ‘응접실은 “전 

시장”이 이니다’ ) 

예 (3) 은 ‘ ... 우리와 달라 독특합니다’ 또는 ‘ .. . 독특하여 우리와 다릅니다’ 

가 돼야 할 것이다. ‘-와’ 다르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와가 나타난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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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 (4) 도 ‘응접실과는 달리 그 기능이 아주 제한되어 었다’ 라고 고쳐야 

할것이다. 

대칭술어중의 ‘다르다’를 ‘틀리다’로 

예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대단히 많아 그 

學術 • 言論에 나타냐는 國語構文上의 문제 정 

잘못 쓰는 사람이 

(5) 원칙적으로 소설과 영화는 다르지만， r젊은 사자들」으L경우는 마지 

막에 가서 원작과 너무나 툴리는 것이다. ( C紙 칼럼 84년 11월 ) 

(6) 내 가 틀려져서 라도 다시 시 작해 봐야겠어 . (MTV 연속극 84년 11 
월 11일) 

예 (5) 는 한 문장 안에 ‘다르다’와 ‘틀리다’가 다 나오고 있으며， 예 (6) 도 

‘내가 달라져서라도 ... ’의 뭇이겠다. ‘다르다’와 ‘툴리다’는 물 사이에 약간 

이나마 의미의 유사성이 있어 혼동이 심하며， 그 대신 그렇게 잘못 쓰이는 

‘툴리다’는 형용사처럼 현재형이 ‘툴리다’ 그대로 쓰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즉 ‘ ... 와 틀리다’가 않고， 동사의 현재나 과거의 시제표시와는 잘 나 

타나지 않아 ‘ ... 와 틀린다’ 또는 ‘…와 틀렸다’ 는 드물다. 호남방언중에 ‘달 

부다’(‘다르다’의 방언형)와 ‘틀리다’의 섞인 형태인 ‘틀부다’가 많이 나타 

냐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접속(또는 이접)과 관련해 의외로 많은 오류가 나타남을 

보았다. 

3. 內包文어미 

복문의 내포문과 주문을 잇는 내포문 어미의 형태는 주문술부동사의 성질 

과 내포문의 종류에 따라 결갱이 되는데 그러한 구문상의 특성에 의해 요구 

되는 어미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비문법적인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살펴보 

키로 한다. 

다음 예는 내포문에 의문사를 담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다. 

(1) 불교에서 緣起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국 

민윤리) 

마땅히 ‘ .. .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읍니다’로 수정해야 하며， 내포문을 

서숭형어미 ‘ 하다는 것을’ 로 연결시키려면 ‘ ...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로 

바꿔 의문사를 없애야 한다. ‘ ...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은 괜찮다. 

다음 내포문어미 -지의 예를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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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늘을 쳐다보며 이 구름에서 비가 올지， 저 구름이 

를 기대하는 天水짧의 농민에게 안정된 농사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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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횡하는 정치풍토에선 참다운 갱치안갱이 청착되기 어렵다. (C 
紙 84년 11월) 

이 예문의 의미는 충분히 통하나， 예문에서 불확실성의 樣相을 지닌 내포 

문어미 -지 다음에는 認知와 관련왼 동사， 예컨대 ‘모르다’， ‘알다’， ‘궁금 

해하다’， ‘눈치채 지 옷하다’， 또는 내심의 결갱과 관련된 동사나형용사， 예 

컨대 ‘청하지 옷하다’， ‘불분명하다’ 퉁이 主文의 술부동사로 와야 하는데， 

‘71 대하다’라는 동사가 옴으로써 구문상 어색해졌다. ‘ ... 올까 몰아줄까 

하고 기대하는’ 이 되든가 ‘ ... 올지 몰아줄지 몰라 마음을 조이며 기대하 

는’ 둥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그리고 대조에 있어 ‘이 구름에서 비가 올지’ 

다음에는 대개 ‘저 구름에서 비가 올지’가 기대되는 점도 생각해야 하겠으 

나， 이 점은 문체상의 문제일 뿐 문법상의 문제는 아니다. 

다음은 지어미가 주문의 술부에 이 어지지 않음오로써 非文이 된 경우이다. 

(3) 그러나 이들 부부가 실질적인 동거생활에 들어간 것이 80년 6월께 

부터 로 밝혀 진 만큼 李-張부부는 동거 에 들어 가기 전부터 함께 빼 

돌린것인지， 더구나 79년 10월부터 공모를 했 다연 李씨가 10대 국회 

의원 시절부터 張여인과 함세했다는 설명이 된다. ( C紙)

예 (3) 에서 ‘-지 ’ 를 연결어미로 취급해 쉽표(컴마)를 찍고 다른 운장을 연 

결해 놓았으나， ‘-치’에 이런 용법은 없다. 불확실한 일에 대한 독백으로 

문장을 끝마칠 때에 쓰려면 ‘ .. . 지 ?’로 물음표를 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연 주문의 솔어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컨대 ‘ .. ，빼돌린 것인지도 모른다’ 

동a로 이어 져야 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개인어적인 또는 방언적인 내포문어미가 나타나는 

데 학술적인 어문에서는 이를 피해야 할 것이다. 

{4) 분단은 강대국에 의해 되었다할치라도 통일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KTV) 

(5) 깅과장은 자기가 제일이다고 믿는다. 

예 (4) 에서는 ‘ .. 한다고 생각한다(믿는다， 말한다， 정의된다， 가정한다)’ 

라고 표현해야 할 자리에 ‘라’가 삽입되어 잘옷된 것이다. 보문이 직접인용 

되는 경우에 라고에 의해 주문동사와 맺어진다. 예 (5) 에서는 지정사 이 다음 

에 내포문 서 솔형종결어비로 다가 아닌 라가 와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내포 

문에서는 이 다음에 다가 라로 바뀌어 -고가 이어지나 호냥방언에서는 다가 

라로 바뀌지 않는다. 아니다도 내포되어 -고로 상위 문에 이어질 때에는 아 

니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아니다고’는 표준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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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格사용상의 문제 

格을 올바로 쓰지 않아 잘못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 

어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예는 목적격의 말이 빠져 非文이 된 경우다. 

(1) 문교부는 새 교과서를 펀찬함에 있어 국민갱신교육의 체계화， 과학 

기솔교육의 강화 및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두었으며， ' " ( C紙 83년 

2월 3일 ) 

예 (1)에서는 동사 ‘두다’가 ‘ .. . 을…에 두다’ 와 같이 목적격을 꼭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그 목적격의 명사구가 빠져있다. 목적격의 ‘그 목적을’이 

‘두었으며’ 앞이나 ‘연찬함에 있어 ’ 다음에 들어가 ‘ ... 충실화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또는 ‘.， .펀찬함에 있어 그 목적을 .. . 충실화에 두었으며’가 되도 

록 해야 한다. 

다음은 處格 다음에 존재사가 와야 하는 데 오지 않고 지청사가 옴으로써 

非文이 된 예다. 

(2) 재산적 저작권에는 발행권과 공연권의 2종뿐엄 . (í저작권법 개갱 안 

에 관한 대화의 모임」 참고자료) 

예 (2) 의 끝이 ‘2종밖에 없음’이라야 할 것이다. 다음도 비슷한 예이다. 

(3) 지난날의 번영의 이변에는 세계사적인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 

으며， 케인즈경제학의 성공의 덕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 C紙

칼럼 83년 l월 11일 ) 

‘ .. . 의한 것이 었으며’를 살리려연 ‘지난날의 번영은’을 주격주제화로 문두에 

두어야 하며 ， 그래야 그것 이 후속문장의 ‘생각하다’ 의 목적격 주제화로도 

동시에 쓰일 수 있다. 처 격 ‘-에는’을 살리려연 ‘ ... 의한 것이 있었으며’로 

고치 고， 그 뒤에 ‘그러한 번영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앞에서와 다르게 주제화된 주격이 쓰여야 할 자리에 처격이 나타난 

예이다. 

(4) 우리사회 에는 오늘날 교육확산에 의한 국민의식의 성장， 청치 적 경 

제적 참여욕구의 증대 ， 사회적 다원성의 증가， 경제개방， 88올림 

펙과 같은 일련의 중요한 변화들로 인해 이른바 자율화정책 이 추진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 . ( ‘言論，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S 誌 85년 l월호) 

예 (4)는 ‘우리사회 는 …없는 상황에 있고 ... ’라야 할 터인데 사이에 지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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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긴 수식 어가 들어가연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듯하다 

다음 예를 보자. 

第2 1卷語學6좌究 48 

(5) 교에이측은 토레즈선수가 세계타이틀을 앞두고 벌써부터 숙소에 아 

가써들이 찾아오거나 펀지가 많이 날아와 골치을 앓고 있다. ( C紙

82년 12월 17일) 

예 (5) 에서는 ‘토레즈선수에게’가 主題化된 다음 主題格대신 主格助詞 가가 

代置되어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때에 그다지 어색하지 않으나 좀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장이다. ‘세계타이플’은 ‘세계타이 틀전’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은 ‘에게’ 와 ‘에’의 混同현상이다. 사람이나 동물에는 ‘에게’를， 

그리고 기관 등 집단체에는 ‘에’를 적용해야 하는데 뒤바꿔 쓰는 예가 많다. 

다음 예들을 보자. 

통과하려 (6) 수십명의 학생들은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바리케이트를 

했고 경 찰은 최 루탄과 .. . ( C紙 83년 5월 26일 ) 

예 (6) 의 ‘경찰에게’는 ‘경찰에’ 라야 좋을 것이며 ‘에게 ’를 붙이려연 ‘경찰 

관에 게 ’ 라야 할 것 이 다. 그 밖에 소설 가 金聲輪씨 (1983) 도 지 적 한 바와 같이 

‘갱부에게 건의했다’， ‘미국에게 항의했다’ 또는 ‘체육회 에거| ’， ‘ xx대학에 

게 ’ 둥도 매우 어색하다. 

동시 에 신문이 나 잡지 에 흔히 ‘총장에 묻는다’ , ‘총장에 드리 는 글’ 동의 

제목이 나타나는데 글자 한 자 줄이기 위해서라면， 줄이지 않고 멀 어색한 

띈이 나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물론 ‘에’ 라고 붙임으로써 마치 개인보다도 

그 기관을 대표하는 長으로서의 어떤 公的 기능을 연 상케 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格사용상의 문제에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처격의 ‘-에 ’ 와 ‘-에서’의 흔 

동이 있다. 주로 ‘ 에서’를 써야 할 자리에 ‘-에’를 쓰는 잘옷이 많이 나타 

나고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들이 엄연히 구별되어 이들과 같이 나타나는 

동사가 구별된다. ‘-에’는 ‘있다’， ‘머물다’， ‘두다’ 동의 동사와 밀정히 

함께 나타나고， ‘-에 서 ’ 는 동작 및 상태 의 변화를 나타내 는 동사들과 함께 

나타난다. ‘-에 서 ’ 는 ‘놀다’ , ‘공부하다’ , ‘자다’ , ‘죽다’ 둥 넓 은 범 위 의 

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나， ‘-에 서’ 와 동사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 

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영어에는 이와 같은 동사 종류에 따른 쳐격 전치사의 구별이 존재하지 

고 ‘in’(또는 ‘at’ ) 하나가 양쪽에 다 쓰인다. 그러나 영어에서도 우리말의 

아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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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와 함께 쓰이는 종류의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와 함께 나타냐는 처격과 

나머 지 처 격 이 문법 상 구별되 커 해 문에 (예 컨대 , ‘He is (또는 remained) in 

London’에서 는 ‘ in London' 이 문두로 도치 될 수 없으나， ‘He solved the 

problem in London’ 에 서 는 형 태 상 같은 ‘ in London' 이 문두로 옮겨 가 ‘ In 

London, he solved the problem’ 이 될 수 있 다는 차이 가 있 다) 이 점 에 서 는 

그 구별이 형태상 나타나는 우리말이 더 세밀하다 할 수 있다. 

다음 예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 ‘-에’를 두어서 약간 어색해진 예 

이다. 

(7) 위에 살펴븐 말의 세가지 기능은 .. . ( S 誌 85년 l월호， ‘言論，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 

‘위에 ’는 ‘위에서’로 바꿔야 할 것이다. 같은 ‘있다’ 동사도 그 앞에 ‘-에 

서 ’를 쓴 경 우에는 ‘갱지’의 뜻이 아닌 ‘동작’의 뜻을 나타낸다. 예컨대 

“코메다쇼’가 오늘 저녁 7시부터 공개흘에서 있율 예갱입니다’에서 ‘있을’ 

은 ‘진행될’올 뭇한다. 

다음은 소유격 ‘-의 ’가 ‘에’로 발음되키 돼문에 발음대로 적는 데서 오는 

잘못의 예이다. 

(8) 사실상 「윤리학」 및 그 밖에 기초적인 이론적 탐구를 전개한 이후 

저자의 관심 도 주룩 현실 사회의 문제에 경주되고 있는 듯 보이며 

. . . ( S 誌 85년 l월호 부록) 

여기서 백 략으로 보아 ‘그밖에’는 ‘그 밖의’ 라야 할 것이다. ‘및’ 앞에 명 

사가 와 있으므로 그 다음에 오는 영사구 ‘ .. . 이론척 탐구’ 와 정속되는데 이 

를 수식하려면 ‘그 밖의’가 돼야 하고 또한 그래야만 ‘올리학’도 ‘기초척인 

이흔적 탐구’에 포함돼 의도된 의미 에 맞는다. 여기서 책이픔을 ‘탐구’로 

추상화시켜 썼는데 크게 무리하지는 않은 것 같다. 끝의 ‘있는 듯 보이며’는 

‘있는 듯하며’로 해야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아니연 ‘있는 것으로 보이 

며’ 라고 해야 할 것이다. 

5. 수식상의 문제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데에는 부사류를 쓰고， 명사 등을 수식하 

는 데에는 관형어를 쓰는 것이 문법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 부사류를 가지 

고 실제로는 명사를 수식하도록 잘못 씀으로써 비문법성을 빚어내는 예가 

많다. 다음 예 를 가지고 따지기로 하자. 

(1)*미국은 67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법」을 제청， 연령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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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용， 해고，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대 우를 금지 하고 있다. (C紙)

위 예문에서 부사구 ‘연령을 이유로’가 ‘차별대우’를 수식하도록 의도되 

고 있으나 후자가 명사이기 때문에 수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의도대로 

라면 이 문장은 비문법적인 것이 된다. 오히려 ‘연령을 이유로’는 동사인 

‘금지하고 있다’를 수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도된 의미와 동떨어진다. 마 

땅히 ‘차별대우’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고쳐 동사가 나타나야 ‘연령을 

이유로’라는 부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명사형 ‘차별대우’를 그대로 

유지하려연 부사구를 관형어미를 갖도록 ‘연령을 이유로 한’으로 고쳐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 ... 등에서’도 부사구를 이루고 있어 ‘차별대우’를 수식 

치 못하므로 ‘ .. . 퉁에서으|’로 동시에 고쳐야만 하겠다. 관형형이 쓰인 문두 

의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에는 문제가 없다. 

비슷한 예로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2) 며칠 약물치료 후 아픈 증세가 없어져서 ... (YD誌 84년 12월호) 

여기서도 ‘며칠’은 부사구실을 하므로 명사형인 ‘약물치료’를 수식할 수 없 

기 때둔에 약간이나마 어색한 감을 준다. ‘며칠(동안) 약물치료한 후’로 바 

꾸어 동사형이 나타나도록 하든가 아니면 ‘며칠동안의’로 고쳐 ‘약뭉치료’를 

수식할 수 있게 하연 좀 더 나아진다. 

예 (1), (2) 에 서 ‘차별대우’와 ‘약물치료’는 각각 동착을 나타내는 漢字語

이어서 부사로 수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끼커 쉬우나， 문법상 엄연히 

영사형이어서 그러한 수식은 규칙위반이다. 

다음은 명사와 명사가 합쳐서 복합명사를 이룰 때 역시 부사로 첫 영사를 

수식할 수 없음을 보이는 예이다. 

(3) 그네는 가장 인기 종목업니다. (KTV 84년 추석날) 

예 (3) 에서 

수 없으며， 

이다. 

부사 ‘가장’은 복합명사 인기종목 

따라서 ‘인기’를 ‘인기있는’이라는 

다음도 비슷한 예이다. 

속의 명사 ‘인기’를 수식 할 

형용사형으로 바꿔야 할 것 

(4) 0표는 동창회에 직접납부자 ( K고교 동창회회보) 

여키서 부사구 ‘동창회에’가 ‘직접 납부’ 를 수식할 

자’를 ‘직접납부한 사람’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다음도 마찬가지의 예이다. 

수 없으므로 ‘직접납부 

(5) 중앙대책 본부는 19일 지난번 폭우로 피해를 본 수채민들에게 겨울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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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주택복구를 위해 86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C紙84년) 

부사구 ‘겨울철 이전에’는 명사형인 ‘주택복구’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복구를 위 해 ’ 를 ‘주택 복구롤 하도록’ 으로 고쳐 야 한다. 

다음 예 를 보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어떤 뭇으로 수식시키 

느냐에 따라 수식어의 선택에 잘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6) 녹내장은 어떻게 생기는지요? (YD誌 84년 12월호) 

예 (6) 에서 녹내장이 생기는 원안을 묻자는 것이 의도된 의미라면 ‘어떻 

게’ 대신 ‘어떻게 해(서)’가 와야 한다. 생기는 과청을 묻자연 그대로 좋A 

나 그러한 뭇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생기다’에서 파생하여 결과 

싱태표시의 형용사로 굳어진 ‘(잘) 생겼다’ 퉁의 뜻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요’라고 쓰는 것은 바르다. 물론 제목을 쓰면서 한 자라도 절약해 줄이고차 

하는 특수한 상황이 이해는 되나 그렇다고해서 뭇과 자연스러움을 희생시켜 

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造語(word.formation) 문제와 관련된 예이나 이 자리에서 다루고 

넘 어 가기로 한다. 

(7) 안전의식개혁 (지하철공사장 표어 ) 

‘안전의식 ’과 ‘의식개혁’은 각기 바른 造語이나 ‘안전의식개혁’은 의미상 

바르지 않다. ‘의식개혁’에서 ‘개혁’의 대 상이 ‘의식’인 것처럼 ‘안전의식 

개혁’에서는 ‘개헥’의 대상이 ‘안전의식’이다. 그런데 ‘안전의 식’은 그 자 

체가 좋은 것이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되어도 그 상태가 좋으냐 나 

쁘냐가 둔제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 

므로 ‘안전의식개혁’은 바르지 못한 결합이다. ‘안전의식고취’ 퉁이 바른 

표현이다. 한현， 표어도 이처럼 추상적 이고 어려운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 

적이고 쉬운 표현을 써야 더 호소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안전제일’ 또는 

‘안전우선’ 퉁이 나아 보인다. 

6. 피동구문 

피동문은 그에 대응하는 능동문과 개념적 의미에 있어서는 같고 다만 맥 

락과 관련하여 주제와 초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맥 락에 따라 피동문이 자연스럽고 적절한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는 원래 영어나 그 밖의 언어에서처럼 피동 

문이 많이 쓰이지 않았고， 또 쓰이더라도 행위자 명사가 나타냐지 않는 피 

동문이 더 많았다. 그런데 요즘의 文語에 는 지 나칠 갱 도로 피 동문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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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뿐 아니 라， 펴 동문이 부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많고 이중피동의 

잘옷된 표현도 흔하다. 피동문 그 자체는 非文法的이라고 할 수 없으나 능 

동문을 써서 자연스러울 맥 락에서 굳이 피동문을 써서 부자연스럽게 만들 이 

유는 없을 것이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1) 녹차에는 비타민 C, 카페인， 타닌， 필수아미노산， 철분， 회분 등몸 

에 이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셔 

지는 음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C*Jl2 칼럼 ) 

여기서 ‘마셔지 는’ 이라는 피동형이 꼭 쓰여야 할 이유가 없다. ‘마시는’이 

라는 능동형을 쓰는 펀이 훨씬 우리말로서 자연스럽다. 능동형을 쓸 경우 

마시는 행위자는 일반 사람들이 라서 우리말에서 쉽게 탈락될 수 있다. 그리 

고 ‘녹차에는’으로 시작해놓고 ‘마셔지는’ 문장의 탈락주어로 삼는 것보다 

는 ‘녹차는’으로 시작하여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의 주제화된 주어로 하고 

동시에 그 두l ‘ .. . 마시는’문장의 목적어가 주체화된 것으로 삼는 쪽이 문법적 

이다. ‘녹차에는’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마시는’문장의 주어로 ‘녹차’를 

받는 말(예 : ‘이 차는’)을 표시해 주는 것이 문법적이 다. 또한 여기서 ‘ ... 된 

것이다’는 ‘ .. . 되 었다’로 충분하다. 

‘마시다’라는 동사는 늘 능동형으로 쓰이고 ‘마셔지다’라는 피동형이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쓰일 때에는 그 뜻이 특수하여 마시는 대 상물， 

마시는 몸의 기관 및 사갱이 순조로운지의 여부를 따질 때 쓰인다. 그러므 

로 ‘이 국은 건데기가 많아서 잘 마셔지지 않아요’ 등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예운 (1)은 엄 밀히 따지연 비문볍척 이다. 

다음 예를 보자. 

(2) 현상응모에 응한 엽체 중 「서울 건축」에 의해 설계된 박물관은 ... 

(DH 신문 84년 11월 12일)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 ... 에 의해 ... 되다’ 라는 피동구문은 이제 흔히 쓰 

이게 되어 탓하기 힘들게 된 정도이나 이 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서울 건 

축」에서 설계한 박물관은 . ..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예 (2) 에서 의 

미의 중복 해문에 ‘현상응모에 응한’은 ‘현상모집에 응한’이나 ‘현상응모한’ 

으로 고쳐야 한다. 

다음은 이중피동의 잘뭇된 표현의 예들이다. 

(3) a. 이것은 ...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곤 했다. (Y, I現代美術

의 理解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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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재원은 ... 복구자금흐로 쓰여진다. ( C紙 84년 ) 

c .... 나뉘어진다. (석 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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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 (3) 의 밑줄친 부분은 각각 ‘표현되곤 했다’， ‘쓰인다’ ， ‘나힌다’ 로 

고쳐 피통화된 것에 또다시 ‘-지다’를 덧붙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3a) 

는 맥락에 따라서는 ‘ ... 표현하곤 했 다’ 로 고쳐도 무방하다. ‘이것은’ 은 주 

어의 주제화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어의 주제화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모두가 좋아했다’에서 ‘그 사람은’은 목적 어기

주제화된 것인데， 이 를 주어주제화로 삼아 피동문으로 바꾸려 할 때 바꾸어 

지겠는가? 피동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랑 가운데에는 이 주제격 조사‘-은’ 

이 붙은 명사가 주어로만 쓰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어로 시작했으니 거기 

에 피동형동사를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 하는 궤변을 펴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음은 한솔 더 떠 진행형까지 넣은 예이다. 

(4) 일본외무성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오후 「북한이 최근 개방경제체 

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 고 있으나그렇다고…J(Y통신) 

예 (4) 에 서 ‘보여지다’는 ‘보이다’로 고쳐야 하며， ‘보이다’는 이 미 섬 리 

적인 피동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 형 이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밑줄친 부분은 ‘보이나’ 로 줄여야 한다. 능동형일 때에만 

‘ .. .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처럼 진행형 모양을 띨 수 있다. 

상태 의 변화나 동작이 시작되는 모습을 나타내는(起動性) 표현들은 자동 

사인 경우가 많은데 거기 에 군더더기로 ‘ .. . 해지다’ ， ‘ ... 되다’ 가 덧붙거나 

대신 들어가 피동형처럼 되는 다음과 같은 예 가 허 다하다. 

(5) a . 

b 

내 일 아침 이 면 또 마음이 변해 진다구. (KTV 84년 11월 18일) 

下00변호사는「가뜩이나 鄭00군사건을 맡고서부터 검찰과 
미묘한 입장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번 일까지 터져 ... J ( C 紙)

c. 열차가 곰 도착될니다. (전철역 안내문) 

예 (5) 의 각 예문의 윗점있는 표현은 각각 ‘변한다구’， ‘처해 있었는데’， 

‘도착합니다’로 고쳐야 하겠다. ‘ ... 해지다’나 ‘…되다’ 가 들어가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연서 표현에 군더 더기만 붙는 꼴이 된다. 

다음은 오히려 펴 동형이 와야 할 데에 오지 않은 경우이다. 

(6) 黃은 반사신경이 무척 빠른데다 뱃정이 강하고 테크닉도 잘 다듬어 

한 변 해볼만한 경기라는 게 복성인들의 말. ( C紙 82년 2월 3일) 

위에서 ‘반사신경’， ‘뱃집이’와 같이 주격이 두번 나온 끝에 ‘테크닉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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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므로 이 를 갑자기 목적 어 로 삼기 보다는 주어 에 특수조사 ‘~도’ 가 붙은 

것으로 보아 ‘다듬어’ 대신 ‘다듬어져’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음은 이와 달리 피동형 이 맥 락에 자연스럽게 맞지 않는 경우이다. 

(7) 돗이 없는 미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생활화되어 아무렇지도 않 

겠지만， 외국 사람에게는 일종의 불쾌감을 주고 오해받기 쉬운 것 

도 사실이 다. ( C紙 83년 3월 12일) 

여기서 ‘불쾌감을 주다’의 뭇주어가 ‘뭇이 없는 미소’이고 ‘오해받기 쉽 

다’의 뭇주어도 마찬가지이므로， 뒷부분을 ‘외국사람에게는 뜻이 없는 미소 

가 오해받기 쉰 다’라는 표현으로 옮겨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우래도 어색 하 

다. ‘오해 받기 쉽 다’ 를 ‘오해 사기 쉽 다’ 로 바꾸연 나아질 듯하다. 더 우기 

같은 ‘외국사람에게는’이 ‘불쾌감을 주다’의 對格으로 쓰이고 ‘-고’로 접속 

된 ‘오해 받다’의 행 동주로 쓰이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더 부자연스러워졌다. 

다음은 번역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피동구문의 예이 다. 

(8) 아마도 이런 잘못에 가장 적게 드러내진 공식은 비어비쉬의 그것이 

다. (H외 譯 「意味論J)

예 (8)은 피동을 피해 ‘아마도 좀처럼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 공식은 ... ’ 

퉁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이다. 

피동구문이 文語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영어학습이 번 

역방식을 통해 많이 이 루어지고 있기 해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모두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실제로 그 

영향이 있지만， 그것만이 원인이 되는 것 갚지는 않다. 사회언어학적으로 

보연， 영어 둥 외국어의 경우에도 일상척인 대화에서보다는 격식을 갖추는 

학술적인 논의나 文語에서 피동형이 더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사 

회언어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연 우리말의 피동형 사용도 주로 文語에 국한되 

는 것이 사실이다. 일상대화에서 ‘녹차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셔지는 음 

료야’라고 말할한국인은 별로 없다‘ ‘ . .. 에 의해 설계된 (또는 만플어진)’퉁 

의 피동구문도 여간 현학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화에서 쓸 사람이 별로 

없다. 다만， 위의 예 (5) 에 나타나는 ‘변해 진다’， ‘처해 져 있다’， ‘도착된 

다’와 같은 상태변화동사에 이중적으로 붙는 ‘-지다’， ‘-되 다’가 약간 대화 

에 침투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특히 ‘도착되다’의 경우 주어 ‘열차’가 

非有情物이므로 ‘도착하다’ 라고 하면 주어로 쓰인 것의 의지로 오는 것 같 

고 ‘-되다’라고 해야 안성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변하다’， ‘도착하다’ 둥은 

원래 주어의 상태변화를 나타낼 뿐 의지유무와는 관계가 없키 때문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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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염려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도착되다’ 등으로 쓰는 습관은 영어의 영 

향과는 무관해 보인다. 영어에서 ‘arrive’와 같은 자동사가 피동화되는 일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우리말에서도 ‘도착시키다’라는 타동사가 별로 쓰 

이지 않기 때문에 ‘도착되 다’가 설 여지가 별로 없다. 

이와 같이 대화에서 잘 쓰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피동구문이 文語에 범 란하 

는 것은 文語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현학적인 태도가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말로 해서 부자연스러운 것은 대 

개 글로 써놓아도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1I. 의미론적 문제 

1. 否定관련구문 

1.1. 否定과 수량사의 상호작용 

다음과 같은 수량사나 不定稱(대 명사나 관형사) 에 ‘-도’ 가 붙은 다음 否

定의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쓰이연 상호작용으로 강조된 전적 인 否定의 뜻 

이 나온다. 다음 예를 보자. 

(1) 불량품이 하나도 없다. 

(2) 그 일을 마무도 모른다. 

(3) 누구 하나(도) 내 다보지 않았다. 

위 예의 ‘없다’， ‘모르다’는 각각 ‘있지 아니 하다’， ‘알지 못하다’의 돗으 

로서 형용사(존재사) ， 동사의 否定이 어서 그 앞의 ‘하나도’나 ‘아무도’와 같이 

쓰여 강한否定의 문장을이루고있다. 이는예 (3)에서처럼 ‘내다보다’ 라는동 

사의 否定이 ‘누구 하나(도)’와 같이 쓰여 강조된 否定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否定의 형용사나 동사가 다음과 같이 각각 ‘-지다’와 결 

합하여 자동사가 되거나 ‘몰래’처 럼 부사가 되어 다른 낱말일 때에는 위와 

같은 현상이 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비를 갖도록 의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도’， ‘아무도’와 함께 쓰면 비문법적 인 것이 된다. 

(4) 용하나도 없어졌다. (KTV해성주간 84년) 

(5) *아무도 몰래 (KTV ‘독렵 문’ 사다JiL역 ) 

예 (4) 는 예 (1)과는 달라 ‘하나도’가 ‘없어지다’라는 동사의 ‘없 어’(원래 

형용사) 부분과 따로 상호작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하는 돗이 나올 수 없 

고 비문볍적언 문장이 된다. 그것은 마치 용‘하나도 사라졌다’가 전적인 否

定의 돗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의도대로 표현하려면 ‘하나도 없게 되었 

다’ (또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로 고쳐야 한다. 그러 면 ‘하냐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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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용하여 전적인 부정을 나타내게 된다. 이 째에는 ‘없-’ 이 독렵된 형용 

사로서 부사구실을 하게(‘-게’로 인해) 된 것이다. 아니 연 ‘모두 없어 졌다’ 

로 고쳐야 한다. 이는 ‘모두 사라졌다’와 같이 온전하다. 

예 (5) 는 예 (4)와 비슷한 경우인데， 마땅히 ‘아무도 모르게’로 고쳐야 한 

다， ‘아무도 모르게’에서는 ‘모르-’가 동사성을 유지하여 ‘아무도’와 작용 

하여 전적 인 부청을 나타내나 ‘아무도 몰래’에서는 ‘몰래’가 ‘모르-’를 통 

사적인 단위 로 담지 않고 있는 전혀 다른 부사이기 때문에 ‘아무도’와 상호 

작용할 부정의 동사가 없어서 의도된 뜻으로 예 (5) 와 같이 함께 나타날 수 

없다.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살펴보자. 

(6) 아무도 몰래 오지 않았다. 

(7) 아무도 모르게 오지 않았다. 

예 (6)은 ‘몰래 온 사람이 전혀 없다’ 라는 뭇이 되어 ‘몰래’는 ‘오다’를 

수식 하고， ‘아무도’ 는 오히 려 주어 로서 ‘오다’ 동사의 부갱 인 ‘오지 않다’ 의 

否定요소와 상호작용하여 전적인 부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예 

(7) 은 생략된 주어가 지시하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지 않 

았다， 즉 누구나 다 냥이 알게 왔다는 뭇이 된다. 부차적으로는 ‘아무도’ 를 

주어로 잡아 ‘(남이 ) 모르게’ 오치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예 (5) 는 방언이나 개인어에 따라 예 (4)보다 빈도가 훨씬 크고， 젊은 충에 

번져가는 형연이나 이들도 ‘아무도 몰래 왔다’와 ‘아우도 모르게 왔다’를 대 

초시 켜 세 시하연 후자가 더 자연스러움을 인정한다. ‘남몰래’는 훌륭한 낱 

말이나 이상하게도 사전에 수록돼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냥이 몰래’는 주 

격조사 때문에 슐부동사가 펼요해 비문법적인 연결이 되며 마찬가지로 ‘쥐 

도 새도 몰래 달아났다’는 조사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 ’ 

라야 한다. 그러 나 조사가 탈락된 경 우에 는 ‘냥몰래 ’ 가 가능하듯 합쳐 부사 

노릇을 하키 때문에 가능해진다. 즉 ‘저자 몰래 재판을 찍었다’ 퉁이 가능 

하다. 그러나 조사가 붙으연 ‘저자가 모르게 ... ’, ‘저자도 모르게…’라야 한 

다. 이 때 ‘저자 몰래’와 ‘저자(가) 모르게’ 사이에는 뭇의 차이가 발생한다. 

암의 것은 ‘행 위자가 재판을 찍지 않은 것처럼 저차에게 보이게 할 셈 A로’ 

라는 전제 (presupposition) 가 따르냐 뒷것은 그렇지 않다. ‘몰래’에 붙은 이 

러 한 (좋지 않은) 전제 의 뜻이 사전에 는 수록돼 있지 않다. ‘사장은 그럴 

의도 없이 저자 몰래 재판을 찍었다’는 의미상의 모순을 일으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 된다. 

냐아가 다음 예를 분석해 보자. 

(8) *만들리코바가 렌들과 한번도 혼합복식에 나가기를 거철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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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테니스 아니연 문학 밖에 몰라 재미가 없기 때문」이 라고 말 

한다. ( C紙 84년 3월 6일 ) 

예 (8) 은 ‘한번도’가 상호작용할 명시적 인 否定의 요소가 뒤에 요지 않고 

‘거절하다’가 왔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거절하다’는 (‘부인하다’ 도 마찬 

가지) 의미상으로는 否定과 우관하지 않으나 통사성으로r ‘아니 ’ ， ‘없-’， 

‘모르-’ 와 달라， ‘하나도’， ‘한번도’， ‘아무도’ 등과 상호작용을 하지 옷한 

다. 그러므로 예 (8) 에서 ‘거절한’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않은) ’으로 고쳐 

‘아니 ’가 꼭 나타나도록 해야 문법에 맞게 된다. 곧 ‘만들리코바가 렌들과 

한번도 혼합복식이l 나가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웅낙하지 않은) 이유를 .. . ’ 

이라야 한다. 영어에도 否定의 영 향권 (scope) 안에 들어 와야 말이 되는 

any , ever, yet과 같은 이 른 바 否定極語 (.negative polarity item) 가 있 다. 다 

음 예 (9)는 any가 否定과 같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非文이다. 

( 9 ) *John has talked to aπy of the students. 

(10) John hasn’ t talked to any of the students. 

그 밖에 否定과만 나타나는 숙어 인 ‘ lift a finger ’ 'drink a drop' , ‘eat a 

bite' , ‘budge an inch' 등도 같은 성 격 을 가지 고 있 다. 

1. 2. 수량사와 암보표현 

앞의 1. 1에서 살펴본 예문 (1), (2) , (3) 의 하나도， 아무도， 누구 하나 등은 

순수한 긍정문에는 쓰이지 않으나， 특수한 수량사나 不定稱 冠形語가 양보 

표현과 함께 나타날 때에 한해서 긍정문에 쓰인다. ’ 

(1)*불량품이 하나도 있다. 

(2) *그 일을 아우도 안다. 

(3) *누구 하나 내 다 보았다. 

이와 대조하여 다음 양보표현이 들어간 예를 보자. 

(4) 하나라도 좋다. 

(5) 아무라도 좋다. 

(6) 누구 하나라도 내다 보겠지. 

그러띤 다음 실례를 분석해 보자. 

(7) 오히려 그 당시엔 단 한명의 기자냐 프로듀서를 뽑는 일엔 바르고 

떳떳했다.(D紙 ‘視覺’ 84년) 

예문 (7)은 ‘ ... 뽑는 일엔 ’ 의 특수조사 ‘는’ 때문에 운자그대로 ‘단 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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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자나 프로듀서를 뽑는 일’에 한갱해서 ‘바르고 떳떳했다’고 하는 뭇이 된 

다. 그러므로 단 한명의’를 ‘단 한명이라도’라고 양보표현을 넣어 바꿔야만 

‘더 많은 수를 뽑을 때에는 물론이려니와’ 라는 뭇이 따라 온다. 아니면 ‘뽑 

는 일맨’을 ‘뽑는 일에도’라고 뒤에 양보표현을 붙여 주어야 ‘더 많은 수를 

뽑을 때에는 물론이려니와’나 또는 ‘단 한명의 기자나 프로듀서를 뽑는 일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에는 물론이려나와’ 라는 뭇이 따라 온다. 이른바 

上向含意 (upward -entailing) 의 표현 이 되 기 때 문이 다 CLadusaw 1979참조) . 

다음은 (의문)형용사 ‘어떠한’이 보통 긍정명서문에는 쓰이지 못하고 다 

만 양보표현이 뒤 따를 때에만 궁갱명서문에도 쓰일 수 있응을 보커로 하자. 

(8) a. *어 떠 한 사람이 왔다. 

b. 어떠한 사람이 왔니 ? 
c. 어떤 사람이 왔다. 

위의 (8c) 에서처럼 관형사 ‘어떤’(원래는 ‘어떠한’의 준말) 이 오면 물론 

괜찮다. 그런데 다음 예문을 보자. 

(9) 권리칭해의 피해를 엽은 저작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이 원조는 가해자에게 부과된 처별 

에 추가된다. (r저작권이란 무엇인가J) 

예문 (9) 에서 ‘어떠한’이 그대로 쓰여서는 (8a)처럼 문법에 어긋나 이상해 

진다. ‘어떠한’이 다음 예들과 같이 양보표현과 함께 쓰얼 혜에는 괜찮다. 

(10) 어떠한 사람이 와도(또는 오더라도) 문을 열어 주기로 결갱했다. 

(11) 어떠한 일이든 열 심히 하면 재미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문 (9) 도 ‘어떠한 종류의’를 ‘어떠한 종류이든’으로 고치 

연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야 바로소 그 표현이 엽의 선택의 돗을 지니게 된다. 

1. 3. 否定과 樓相， 二重否定

양상논리에서 必然、과 가능 사이에는 否定을 매개로 하여 다음 관계가 성 

랩된다. 

(1) 명제 P가 펼연적이라 함은 P의 부갱이 불가능하다 함과 同{直이다. 

(口P드 "-'O"-'p) 

(2) 명제 P가 펼연적이 아니라 함은 P의 부정이 가능하다 함과 同f直이 
다. (rv口P三O"，p)

위의 공식(l)에서 공식 (2) 가 유도될 수 있으며(二重否定은 공갱이 되는 

논리법칙을 써셔)， 이 양상논리의 콩식은 행위가 의무척이냐의 여부 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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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는 의무논리 (deontic logic) 에서도 평행적으로 성 립된다. 즉 A라는 행위 
가 반드시 해야되는(의우적인) 것이 아니라 함은 A를 안 해도 된다 (rvA가 

허용된다) 함과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3)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C紙 83년 5월 2~ 

일 週궤政局) 

문장 (3)은 위에서 본 논리공식에 따라 ‘임시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 라고 

하는 말과 논리적인 의미 내용이 같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임시 국회를 열 

어도 된다’와 모순되지 않으나， 문장 (3) 이 否定의 표현을 써서 否定的 가능 

성에호 주의를 이끈 것은 C紙의 정치부 기자들이 좌담에서 말한 것처럼 ‘국 

회소집 不願의 우회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이중부정 표현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예 (4) 를 보자. 

(4) .. . 하지 아니한 증거가 없다할 것은 아니로되 .. . ( C紙 83년 5월 21 

일 ‘判決文’)

예 (4) 에서 ‘없다할 것은 아니로되’는 이중 부정으로서 논리적으로 긍정을 

뭇하여 ‘있다할 것이로되’와 같은 돗이라고 해야할 것이나， 그것은 형식논 

리 체계 안에서의 사갱이고 대화의 상황에서는 대화의 格律로 인하여 그보다 

사정이 좀 복잡해진다. 우리는 증거가 확실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주장을 

할 때에는 단도직입적이고 간결한 斷言형식을 쓴다 예컨대 ‘해는 동쪽에 

서 뜬다’ 라고 말하지 ‘나는 해 가 동쪽에 서 뜬다고 생 각한다’ 라고 더 걸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깅형욱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연의 함축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창밖 

을 내다보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비가 안 오는 것 

은 아니다’가 되기는 지극히 어렵다. 간단히 ‘비가 온다’가 된다. 

예 (4) 의 ‘증거가 없다할 것은 아니로되’는 단순한 ‘증거가 있다’와는 다 

른 함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자연언어에서 否定文이 쓰이는 맥락은 그에 

대응하는 공정문이 주장되었거나 想定된 경우이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라 

는 부청문은 ‘증거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맥락에서 이를 부갱하기 위해 

쓰이는 단언이다. 그런데 그러한 否定단언을 끌어들여 그러한 否定의 입장 

을 취해 그것을 다시 否定하는 이중부청을 쓰는 것은 ‘증거가 있지만 불충 

분하거나 흠이 있다’라는 함축이 있거나 최소한 ‘증거가 있긴 있지만 그에 

대조되는 어떤 유보적인 사실이 있다’ 라는 함축이 있게 마련이다. 단순히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 긴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 다’라고 하는 

2 섬재기외(1984) ， r의 미 론서설」 제 3 부 화용론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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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이와 같이 의 미가 똑같지는 않다. 판결문이 ‘긍쟁과 부정이 엎치 락 

둬치락하는 우회논법’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펀으로 판결의 어려 

움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판결문은 

좀더 확신있는 간결한 표현을 써서， 지냐치게 함축적인 의마를 자아내지 않 

도록 해야 독자인 국민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相과 時制의 문제 

2. 1. 相의 문제 

형용사와 동사는 같은 현재형시제에서도 相의 차이를 나타낸다. 전자는 

상태를 후자는 동작을 나타내며 그 相의 차이가 운장어미 부분이나 명사 앞 

冠形語 위치에서 형태상3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를 바르게 나타 

내지 옷하고 흔통하여 잘옷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1) *동서 분단점이기도 하는 한반도의 관운점을 택해 ... ( C紙 사설 

81년) 

(2) *그 내용중 상당부분이 그 학자들이 남긴 原典에는 들어있지 

것들임 이 얼마후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 C紙)

(3) 용죄송하유는 말씀이오나 . .. (박사과갱 학생 펀치 ) 

(4) 융무사하지 못한다구 (TV) 

(5) 융별 신통치 도 않는 연설대목에서 . . . ( C紙 85년 2월) 

예 (1)의 ‘동서분단정이다’나 ‘동서분단점 이기도 하다’는 관형형이 각각 ‘동 

서분단정인’과 ‘동서분단점이기도 한’으로서 형용사의 관형형과 일치해야만 

바르다. ‘-이다’의 ‘-하’代用 ‘-이기도 하다’는 相에 있어 형용사적이 다. 그 

런데 예 (l)은 그것을 동사인 것처 럼 취급해 동사의 관형형 *‘-이 키도 하는’을 

써서 문법에 어긋나게 되 었다. 융‘예 쁘기도 하는’이 비문법적인 것과 같다. 

예 (2)와 관련하여 ‘늘 집에만 있는 아이’의 ‘있는’은 동사이나， ‘있다’의 

부청관형형 ‘없는’이나 ‘있지 않은’은 형용사이다. ‘플어 있다’는 형용사이 

고 (그러므로 %‘들어 있어라’*‘들어 있을래 ?’는 비문법적 ) 그 부정 인 

‘들어 있치 않다’나 ‘들어 있지 않은’도 형용사이다 (*‘들어있지 않는다’는 

비문볍적) . 따라서 예 (2) 의 ‘들어 있지 않는’은 비문법적이므로 ‘들어 있지 

·L 

τ
 

·
아
녕
 

않은’으로 고쳐야 한다. 

예 (3) 의 ‘죄 송하다’ 는 형 용사이 므로 융 ‘죄 송한다’ 가 불가능하듯， 률 ‘죄 

송하용는’은 비문법척이므로 ‘죄송하온’으로 고쳐야 한다. 통사일 때에 그 

관형형이 온다. 즉 ‘여쭈용는 말씀’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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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도 ‘무사하다’ 가 형 용사이 고 그 부정 의 하나인 ‘무사하지 못하다’ 도 

마찬가지이므로 ‘무사하지 못하다구’로 고쳐야 한다. 예 (5) 도 ‘않다’가 형 

용사이 므로 ‘별 신통치 도 않은’ 이 라야 한다. 

형용사의 상태표시의 相과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자. 

(6) *날씨가 전국적으로 맑고 있읍니다. (TV 일커예보)‘ 

‘맑다’의 상태相에 진행의 相을 나타내는 ‘-고 있다’가 결합될 수 없으므 

로 예 (6) 은 문법에 어긋난다. ‘맙습니다’ 하거나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려연 

‘맑은 상태입니다’라고 하고， 맑은 상태로의 상태변화(起動相)를 나타내려 

면 ‘맑아치고 있읍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음도 동사의 관형형을 써서 잘못된 예이다. 

(7) *자로 챈 듯하는 정 교한 솟패 스와 변화있는 다양한 전숭이 우선 돋 

보였다. (C紙)

예 (7)에서 ‘채다’는 동사이지만 ‘관형형+돗하다’는 의존형용사이기 때문 

에 그 자체가 관형형을 취할 때에는 형용사 관형형 ‘-듯한’이 되어야 하는 

데 통사관형 형 ‘-듯하는’ 이 와서 운법 에 어 긋난다. 

다음은 학숭 • 언론의 글 아닌 어린 아이들 알 가운데 문법을 둬툴어 쓰는 

예이다. 

(8) *웃기 지 도 않다. 

이 말은 ‘웃기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것의 부갱도 통사여서 문장어미 

부분에 통작相 ‘-는~’ 이 나타나야 되 는데 ( ‘웃기 지 도 않는다’ 와 같이 ) 마치 

‘웃기다’가 형용사인 것처럼 상태相을 써 ‘-는-’을 빼버림으로써 문법을 뒤 

튼 결과이다. 형용사가 와서 ‘우숨지도 않다’가 되면 괜찮다. 

문장어미의 相이 잘못돼 나타냐는 예가 학술 • 언론의 글에도 많다. 다음 

예를 보자. 

(9) 日本은 벗인가 敵인가， 교과서 좀曲파동 3년*그들은 왜 인색하 

나 (C紙 84년 6월 21일 기사 제목) 

예 (9) 에서 ‘인색하다’가 형용사이므로 ‘ ... 인색한가’로 의문문이 끝나야 하 

는데 ‘ .. . 인색하나’가되어 비문법적이다. ‘ ... 얀색하냐’는 문볍적이냐 격식있 

는 의문문이 되지 뭇하여 적합치 않다. 경상도 망언의 ‘와 얀색하노?’가 

영향을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예도 文尾의 相이 잘못:된 경우인데 잘못이 내포문에서 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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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아이들은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친구짐에라도 다녀오는 날이면 

으례 우리칩은 왜 이렇게 가난하느냐연서 불평을 늘어 놓지만 ... 

( C紙 독자칼럼 ) 

‘가난하다’ 가 형 용사이 기 때 문에 내 포의 문문어 미 가 ‘가난하냐-’ 라야 바르 

다. 마찬가지로 ‘묻다’ 앞에서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물었다‘가 된다. 동 

사일 때에 ‘-느 ’가 들어간다. 즉 ‘고생하느냐연서 ’이다. 다음 예에서도 

‘-느-’ 가 잘못 쓰였다. 

(l1) 용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 (r언어 J 8권 1 호， 83년 6월) 

‘그렇 다’ , ‘그렇 지 않다’ 는 형 용사 相을 취 하고， ‘그러 지 않는다’ , ‘그러 

지 않느냐?’는 동사의 동작相을 취한다. 

다음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표현의 예들이다. 

(12) 張여인이 ... 유통시킨 어음액수나 기업체별 피해액수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부와 금융기관에서 파악중이며 수일내에 그 전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 ( C紙)

(1 3) 옛 청취를 풍기던 중국인다운도 사라져 있었다. ( C紙 아침 논단 

83년 2월) 

(1 4) 국산신형 미사일을 새로 개발， 대체할 방침으로 있다고 니혼게이 

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y통신 ) 

예 (12) 의 ‘파악중이며’는 많이들 쓰나 ‘파악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루어 

지는 認知과정이기 때문에 주어진 맥락에서 의도된 의미의 표현으로서 약간 

부적합하다. 진행형 ‘ 고 있다’를 붙여 보아도(‘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결 

과상태의 뭇이 되고 만다. 의도된 뜻은 ‘파악코자 조사중이며’ 또는 ‘파악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일 것이다. 

예 (1 3) 의 ‘사라져 있었다’는 ‘사라진 상태가 되어 있었다’ 라는 뭇으로 운 

법상 바르다고 하겠A나 ‘사라지고 없었다’ 동의 표현이 자주 쓰이기 때문 

에 ‘사라지다’의 뜻과 ‘있다’의 뭇이 언돗 어긋나는 듯한 문체상의 인싱을 

주묘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예 (14)의 ‘방침으로 있다’나 또는 ‘계획으로 

있다’가 가끔 쓰이나 약간 부자연스러워 ‘방침이다’나 ‘계획이다’가 나을 

것 같다. 

相과 관련된 중요한 부사구를 만드는 ‘동안’과 ‘동안에 ’가 차이가 있는 

데도 이를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를 살펴 보자. 

(15) 샤미국의 이혼건수는 1960년부터 20'd 동안 3배로 늘어녔고 l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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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 %도 1970년대 후반에 배로 는 5.0에 이르러 ... ( C紙 83년 2 

월 13일) 

예 (1 5) 가 들어있는 같은 기사에 ‘작년 10월까지의 1년동안에 이혼이 인정 

된 건수는 ... ’이라는 올바른 표현이 들어있다. ‘ ... 동안’은 상태나 통착이 끄 

기간 전체에 걸쳐 줄곧 치속된 것으로 언식될 경우에 쓰인다.‘그러므로 ‘미 

국의 이흔건수는 20년동안 줄곧 늘어나기만 했다’는 바르다. 그러나 예 (15) 

와 같이 3배로 늘어났다고 할 때에는 줄곧 늘어나다가 3배가 되는 것은 20 

년기간의 마지막부분에 순간적으로 단 l회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3배 로 늘어 났다’ 라고 표현해 야 한다 융 ‘20년동안 줄곧 3배 로 

늘어났다’는 ‘3배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20년동안 늘어나 

(결국) 3배가 되었다’처럼 ‘20년동안’이 들어있는 문장에서 ‘3배로’ 를 빼 어 

별도의 문장에 넣으면 문제가 없게 된다. 다른 문제지만， ‘ l천명당 %도’ 라 

는 표현은 맞지 않다. %는 百分比를 나타내므로 ‘1천명당 비 율도’ 라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힘을다’의 쓰임을 살펴보가로 하자. 

(16) 농어촌도 電話달기 힘든다.(D紙) 

(17) 오락성은 좀처렴 찾기 힘든다. ( C 紙)

사전에는 ‘힘들다’가 E 변칙 자동사로만 올라 있고 학교운법에는 취급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만 따르변 예 (16) , (1 7) 은 바르다. 그러나 엄밀 

한 분석을 해보면， ‘힘들다’는 형용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그 경 

우에 형용사로 다루어야 의미상 자연스러우으로 이 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이다. 다음 예를 보자. 

(18) 그런 일은 이해하기 힘을다. 

(19) 그건 이 해 하기 힘든 일이다. 

예 (19) 의 ‘힘든’은 형용사 관형형 이며 동사의 과거 관형형 (‘힘이 들어간’ 

의 뭇)이 아니다. 또한 예 (18) 의 ‘힘들다’는 ‘힘든다’와는 달리 통사의 동 

착相(동사 현재형)을 드러내지 않는 형용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사의 경 

우에는 ‘힘이 든다’로 분리되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용‘힘이 들다’로 분리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 (19) 에서 *‘힘 이 든’이 안된다. 다음을 비교해 

보자. 

3 이 문제 에 대 한 자세 한 논의 는 c. Lee C!982) ‘Aspects of Aspect in Korea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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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기도 전화달기 힘든 곳이다. 

(21) 여기도 전화달기 힘드는 곳이다. 

예 (20) 의 ‘힘든’은 ‘어려운’의 뭇이고 예 (21) 의 ‘힘드는’은 ‘(해 보니까) 

힘이 들어가는’의 돗이다. 따라서 ‘힘이 드는’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반 

적인 성질을 논할 때에는 ‘힘들다’라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런 관점에서 예 (16) , (17)을 다시 원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관계절 아닌 補文이 머리명사 앞에 올 해의 관형형에 관해 알아보 

자. 우선 예문을 살펴보자. 

(22) *중소기업에 2천 2백억원의 자금을 특별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 
로 한 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C 紙)

(23) *예를 들어 보증금 3백만원중 i벡 50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받는 뜻 

이 아니다. (D紙 84년 3월 22일) 

머리명사 ‘내용’， ‘뭇’， ‘이 론’이나 ‘소문’ ， ‘보도’， ‘주장’둥의 암에 오 

는 보문은 문장어미 (여기서는 서솔문어미 ) ‘-다’를 갖춘 완전보문이라야만 

한다. 이들 명사는 앞의 보문을 同格節 비슷하게 취하되 그 보문의 사실성 

을 온전히 전제하지 않는 특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장어미가 없는 불완 

전보문을 취하지 옷한다. 그러므로 예 (22) 의 ‘ ... 지원해주는 내용’을 ‘ .. . 지원 

해준다는 내용’으로， 예 (23) 의 ‘ . .. 변제받는 뜻’을 ‘ ... 변제받는다는 뜻’으로 

고쳐야 한다. ‘것’， ‘죄’， ‘사실’동은 사실성 전제와 더불어 불완전 보문을 

취할 수 있다(예: ‘아이가 온 것을 몰랐다’， ‘양말을 훔친 쥐로 끌려 갔다’， 

‘부모는 그 아이가 합격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 동) . 완전보문을 취하는 

다른 명사들은 ‘명 령’， ‘제의 ’， ‘질문’， ‘약속’， ‘취지’， ‘가정’ ， ‘요지’， 

‘기대’ 둥이다(예: ‘퇴장하라는 명령’， ‘산에 가자는 제의’ ， ‘언제 기자회 

견을 갖겠느냐는 질문’， ‘대화가 이루어지리 라는 기대’둥) . 

2.2. 時制의 문제 

지나간 때를 가리키는 표지에 ‘ 었-’과 ‘-었었-’ 두 가지가 있으나 이 둘 

은 그 쓰임에 차이가 난다. ‘-었-’은 과거 일의 결과로서의 영향이 발화시 

까지 느껴진다는 것을 함축적 의미로 삼을 때， 그리고 ‘-었었-’은 과거 일의 

결과상태가 발화시 이전의 시구간에서 단절왼 일이 있음을 본연의 의미로 상 

을 때 쓰인다 (C. Lee 1983 참조) . 예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l) 이 대학 한 관계자는 ‘ ... 先시험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 영어 B는 격주간으로 시험을 치른다. 

이 제도는 …꼭같이 적용되고 있다 . 

... 이 어 40분간 수엽 이 진행 된다. 



學術 • 言論에 나타나는 國語構文上의 둔제 첨 65 

. .. 이 시험으로 출석 이 체크된다. 

이 대학 영문학과는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 지난 달 28일 소속교 

수 19명과 25명의 시간강사， 14명의 조교가 연석회의를 열고 ‘쿄수 

부담이 커지더라도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다집까지 했었다. 

영문학과장 최익환교수는 ‘ ...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 

다. ( C紙 83년 3월 27일) 

위의 ‘ ... 다짐까지 했었다’는 다집까지 했는데 그 뒤 그 결과에 역행하는 

(또는 대 조되는) 어떤 일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어진 맥 락에서 

그러한 결과의 단절을 느끼게 할 어떤 일이 발견돼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 

기 때문에 잘옷 쓰인 것이다. ‘ .. . 다짐까지 했다’로 고쳐야 先시험後강의 제 

도에 대한 긍정적인 소개와 평가에 어긋나지 않는다. ‘ ... 다집까지 한 일이 

있다’는 결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괜찮다. 다음은 ‘-었었-’ 이 바 

르게 쓰인 예이다. 

(2) ... 나리따공항을 한번 다녀오면 진이 빠지고 맥이 풀렸었다 

그런데 최근 나리따왕래가 그전처럼 짜증스럽지만도 않아졌다는 

느낌이다. 첫째， 걸이 좋아져 ... 둘째디즈닐랜드가 연변에 등장 

했고 세째， 일본최초의 역사 민속박물관이 퉁장유용한 ‘휴게 

소’틀이 사람들을 즐캡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C紙 83년 5월 8 

일) 

에 (2) 에서는 ‘ ... 액이 풀렸었다’ 를 써서 전에는 맥이 풀리곤 했는데 그 뒤 

사갱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그 의미를 뒷받침하는 사갱의 변화를 기솔하고 

있다. 또 다음 기사의 바른 시제사용을 잘펴보자. 

(3) 재일한국인작가 김학영씨 가 4일 오전 .. . 집 이충에서 가스에 질식돼 

숨진 채 발견됐다 . 

... 경찰은 김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 통일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작품활동을 해왔었다. (D紙

85년) 

위 에서 ‘발견됐다’는 실제로는 발견됐다가 이미 치워져 단절이 일어난 상태 

일지라도 ‘발견됐었다’로 보도될 수 없다. 그것은 보도의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그뒤의 실제적인 사건상의 단철은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 

도 상황에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며， 영어에서도 사건보도가 과거일이지만 

현재완료로 표현되는 점과 공통된다. 현재의 심리상태(생각 동)는 현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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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 ...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사건시 현재의 

현장을 옮겨 전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의 ‘ .. ，작품활동을 해왔었다’는 작 

품활동을 해오다가 죽음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배경적 설명으로서 작품활동 

한 것을 기솔하는 것이므로 중첩형 ‘-었었 ’이 쓰였다. 그터나 다음 예에서 

의 ‘-었었-’ 의 사용을 살띄보자. 

(4.) 대통령의 딸이 시집가던 날 필 리 핀의 한 조그만 도시는 동화속의 

마을로 바뀌었다 결혼식이 ... 사라트市에서 D7세기 스페인風」으 

로 호화롭게 올려 졌다 

(?)이 날을 위 해 수백명 의 인부와 균인들이 사라트의 면모를 일 

신하는 대사업 을 벌였었다. 

배경적 설명으로 ‘대사업은 별였었다’가 적합할 듯하나 그럴 경우에 끼어드 

는 ‘단절’의 의미가 약간 마음에 걸린다- 대사업을 벨이고 진행 • 완성하고 

그 결과가 ‘조그만 도시가 통화속의 마을로 바뀌었다’로 단절없이 나타났기 

때문이 다. 그런데 ‘-었었-’을 씀으로 해서 대사업을 벨이기만 하고 어 찌 된 

것 같은 느낌을 언뜻 준다. 

그러나 외신이나 외국논저의 번역에서 영어의 과거완료형을 무조건 L있 

었-’ 으로 옮겨놓는 일이 많고 또 ‘-었었-’올 그러한 상황에 무조건 쓰는 사 

람이 많아져 예 (4) 와 같은 경우는 아우렇지도 않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다음 예를 보자. 

(5) ??서울역까지 뛰어갔을 때 기차는 떠났었다. 

예 (5) 는 우리 말로서 대단히 부자연스러우나 번역에서나 우리 말 원둔에서 

나 그렇게 쓰는 사람이 꽤 많은 데에 둔제가 있다. 다음도 잘옷 쓰인 ‘-았 

었-’ 의 예이다. 

(6) 말레이지아와는 ... 결청적인 중요한 경기에서는 일격을 당하는 징 

크스가 있어 이번에야말로 이 징크스를 허물어뜨려야겠다는 것 이， 

선수들의 각오이다. 

융71년 9월 윈헨올립픽 .. . 한국은 ... 올림픽출전권을 따낼 것을 예 

상하고 있다가 말레이지아의 기습골에 분루를 상켜야만 했었다. 또 

73년에도 … 고배를 마셨다. ( C紙 85년 3월 10일 ) 

결정적 인 순간에 분루를 삼키는 일이 71년 경기 이후 끊겼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 ... 삼켜야만 했었다’는 잘못이며 ‘ ... 상켜야만 했다’ 

가 옳다. 73년의 ‘고배’보다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었었-을 쓸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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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다음에는 명사앞에 놓이는 시제의 관형형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피기로 하 

자. 

(7) a. 먹 은 사람， 꽂먹었는 사람 

b. 소년이었던 시절， 용소년이었는 시절 

과거 관형 형 이 예 (7) 과 같이 냐타나냐， 다음 실례를 보자. 

(8) ?* ... 이에는 물론 철군에서 기인했던 새로운 남북한관계의 위기를 
질 처리하였는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 D紙 키고) 

예 (8) 의 ‘처리하였는 정’ 은 ‘처리하였던 정’， 또는 ‘처리한 정’이라야 바르 

다. 다음 예도 비슷하다. 

(9) 싹학생 회 의 축제선언이 축제개시일 겨우 3일전에 발표되었는 데다 

가， 학교측이 학도호국단 총학생 장대 행 인 체 육부장의 도장을 요구

( D紙 85년 ) 

예 (9) 의 ‘발표되었는 데다가’는 ‘발표된 데다가’라야 바르다. 다음 예는 위 

의 예 (7b) 와 관련있는 종류이 다. 

(10) 싹케인즈가 문제시한 실엽은 자유방임시대의 실엽이었는 데 반해 

오늘의 실엽은 복지국가시대의 실엽이라는 차이가 있다. ( C紙 기고) 

‘성엽이었던 데 반해’ 라고 해야 바르다. 

과거시제 ‘-었-’ 과 관형어미 ‘-는’이 합쳐진 ‘-었는’이 과거시제관형형으 

로 쓰이는 것은 원래의 뭇으로 보면 타당한 것이나， 일부방언과 개인어에 

나타날 뿐 표준어문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펀， 위에서 ‘-었는’으로 잘 

못 쓰인 예가 모두 불완전명사 앞에 관형형이 오는 경우라는 점은 주목할 

현상이다. 

다음 다른 예들을 보자. 

(ll) ? .. 책 임자는 그런 사청을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여간 미안해하 
지 않았지만 ... ( C紙 기고 83년 5월 21일 ) 

예 (ll) 의 ‘있었다가’ 는 ‘있다가’ 로 바꾸어야 더 자연스럽 다. 상태를 나타내 

는 ‘있 (다) ’는 과거시제형 없이 ‘ 다가’와 결합하고 그 일이 과거라는 것은 

그 뒤의 주절시제 과거가 나타낸다. 다음 예도 부자연스럽다. 

(1 2) ?82년과 83년 경기가 좋아 미국내 캉러 TV의 수요가 늘어났긴 

하나 값싼 한국산 TV에 비국업체들이 고객을 빼앗겼으며 ... 



68 語學~究 第21卷 第 1 號

‘늘어녔긴 하나’는 ‘늘어 나긴 했으나’로 고쳐야 한다. ‘동사어간+기+특 

수조사(-는도) 하다’의 구문에서는 시제가 끝의 ‘하다’ 에 표시된다. 따라 

서 ‘많기도 했다’도 마찬가지이고， 동사어간이 되풀이되는 ‘많기 도 많았다’ 

의 경우에도 뒷쪽에 시제가 표시된다. 다음은 시 간과 관련해 낱말이 잘못 

쓰인 예다. 

(13) *"비행기가 추락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들어 갔다. (KTV 외 

신 85년 1월 6일 ) 

‘추락된 것’이 과거일이기 때문에 ‘예상’될 수는 없고 ‘추측’될 수 있을 

뿐이다. ‘예 상’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추락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이라연 팬찮다. 또 다음 예는 시제를 잘못 써서 해독에 혼란을 

준다. 

(14) 싼지금까지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선수들은 소속팀을 위해서 휠 

기 회가 별로 없는 데다가 뉴델리의 참패로 국가대표팀에서는 사실 

장 은퇴를 선언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 C紙 83년 2월 3일 ) 

‘소속팅을 위해서 휠 기회가 별로 없는 데다가’로 현채를 쓰면 앞으로도 

못 뛰는 게 되어 앞의 ‘지금까지’와도 맞지 않아 해석을 어 렵게 만든다. ‘없 

는’ 대신 그것의 과거를 써야 한다. 

이밖에도 時 • 相과 관련하여 잘못 쓰는 예가 너 무나 많은데 다음 예들도 

위에서 이미 분석된 것들과 유사하다. 

(15) a. 한국텀 위험할 순간 (장연을 보며 하는 말이으로 ‘위험한’ 이라 

야) 

b. 뛰는 것에 약하고 있융니다. (상태相의 형용사이므로 ‘약합니 
다’라야) 

c. 변화구를 받아쳤는 것이 (‘받아친 것이’라야) (이 상 TV스포츠 

중계 및 해설) 

한펀 우리 말에서 비래에 완료되는 움직임에 대한 시제표시가 다음과 같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16) 기 상대는 20일에는 날씨가 다소 누그러져 잠시 예년기온을 되찾겠 

으나 21일과 23일， 크리스머스이브인 24일 3일간 전국척으로 눈이 

내리연서 기온이 다시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하고 눈이 그친 

25일부터는 기온이 더 옐어 져 연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 

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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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6) 에서 ‘눈이 그친’은 ‘눈이 그치는’이 돼야 할 것이다. 

3. 前提 (presupposition) 으| 문제 

주절동사의 성질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내포철의 사실성이 쳐음부터 언 

청되는 경우 그 주철은 내포철을 전제 (presuppose) 한다. 

(1) 철이는 가수가 된 것을 후회했다. 

예문 (1)은 ‘청이가 가수가 되었음’을 전제하고 그것의 부정인 ‘ ... 후회하지 

않았다’ 도 같은 것을 전제 한다. 그런데 다음 실례를 보자. 

(2) 나브라틸로바가 정말 남자답치요. (KTV) 

예문 (2) 를 들￡연 나브라틸로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은 ‘남자 

답다’ 때문에 나브라틸로바가 남자인 것으로 알게 되는데， 그것은 ‘X가 Y 

답다’하면 거기에 ‘X가 Y다’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나브라틸로 

바가 여자이기 때문에 예문 (2) 는 비청상적이며， 농당이나 과장으로나 쓰일 

수 있겠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보자. 

(3) a. 그 사람은 여 자당지 않다. 

b. 그 사람은 여자 같지 않다. 

예문 (3a) 에서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 이 여자라야 하지만 (3b)에서는 ‘그 

사람’이 남자일 가능성이 열 려 있다. ‘ .. . 같다’는 앞서의 전제가 없기 째문 

이다. 이러한 의미차이가 사전에 밝혀져 있지 않고 용례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다음 예를 보자-

(4) 생 명 을 무릅쓰고 …했 다. (MTV) 

‘무릅쓰고’의 목적어로는 으례히 어려운 일， 불리한 일이 와야 하므로 예 

(4) 는 갱상적으로는 ‘생명의 위험’ (또는 ‘죽음’)을 무릅쓰고’가 돼야 한다. 

‘생명을 결고’는 물론 좋다. 이는 사실상 선돼제한과 관련된 문제이다. 

4. 代用

이미 언급된 것을 되돌아가 가리키는 것을 대용이라 하는데， 대용의 수단 

으로 쓰이는 대명사 등의 대용어와 탈락의 사용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것 

이 많이 나타난다. 다음 예 들을 살펴 보자. 

(1) 2종 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대한 2 종 지도서의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문교부 교과용도서 에 관한 규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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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에서 ‘그 교과서’ 는 앞의 ‘2종 교과서’ 를 대신해 쓰였고， 그 특정한 

교과서에 대한 1종 지도서는 따로 없기 때문에 ‘2종 지도서’라고 한 것은 

혼란만 일으키는 군더더기 이다. ‘그 교과서에 대한 지도서’라고만 해야한 

다. ‘2종 지도서’라는 말을 펀의상 앞으로 쓰기 위해서라면， ‘그 교과서에 

대 한 지도서 인 ‘2종 지드서”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용어가 앞의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아 혼란을 주는 여} 

이다. 

{ 2) 문장 ￠가 거짓이연 ~여는 참이며 ， 그렇지 않으연 거짓이 다. ( L 외， 

‘「意味論序說」 초고) 

예 (2)에서 ‘그렇지’가 앞의 어느 것을 대신하는지 분명치 않아 혼란을 주 

고 또 끌의 i거짓이다’의 주어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는 앞의 솔부나 문장 

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연’은 우선 앞 문장 전체에 걸려 ‘문장 ￠ 

가 거짓이연 r-..I rp는 참인데 (그 전체가) 그렇지 않으변’ 의 뭇이 될 수 있고， 

앞 문장의 조건철과 후건철에 각각 결리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선뭇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후건절에 결렬 가능성이 커 예문필자의 의도(조건절 

을 가리키게 한)와 어긋난다. 끝의 ‘거짓이다’의 주어를 ‘rvrþ가’로 밝혀 놓 

아도 같은 문제가 냥는다. 그런 점에서 쓰이는 맥락이 영어의 ‘or else’와구 

별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도 비슷한 예이다. 

(3) 그보다도 갱작 혜택을 얻어야 할 사람보다 돈있는 사람을 위해 또 

몰상식한 사람을 위해 위락시설을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는 

정정당당한 맛이 안난다. 많은 시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건설 

을 강행한다는 데는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난다. 아니라고 해도 그렇 

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 D紙)

예 (3) 에서 ‘그렇다고’ 가 통사구조상 앞문장중의 어느 것올 가리키는가 하 

고 먼저 찾아 보게 되고 마땅한 것이 안 나와 의미상 바로 앞의 ‘아니라고 

해도’의 ‘아니라’를 받음을 겨우 판독해낼지 말지 할 정도이다. 의미로 보 

아 ‘아니라’가부청하는명제는앞문장의 ‘석연치 않다’엄을알수있다. 

다음은 주제화된 명사구를 받는 목적격대용형의 예이다. 

(4) 이 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 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문교부 교과용도 

서에 관한 규정) 

(5)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 평 • 연구 둥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볍 개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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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복덕방영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 ..... . 새로 규정한 「부동산거래법」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 

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현행 「소개영업벙」은 이를 폐지키로 했다. 

(D紙 78년 8월 26일) 

위 예들에서 ‘이를’의 ‘이’ 는 각각 주제화된 명사구 ‘ .•. 수수혹’， ‘ ... 저작 

물’， ‘ .，.현행「소개영업볍」’을 받도록쓰였으나， 이러한대용은주로문어에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주제화된 명사구가 원래의 명제속에서 목적 

어의 키능을 가진 경우인데， ‘이를’이라 하여 대용어 목척격을 씀으로써 딱 

딱한 인상을 줄 뿐 문장내에서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어 보인다. 예 (4) 의 

경 우에 도 ‘이 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하여 불분명하지 도 

않고 잃는 것이 생기지도 않는다. 주제명사구에 ‘-는’이 붙었다 해서 그것 

을 주어로 착각하거나 목적격이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크게 허전하게 

느끼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예 (4) , (5) , (6) 모두에서 ‘이를’을 빼도 좋 
을 것 같다. 예 (5) 의 ‘ ... 연구 동을 위한 청당한 범위 안에서’는 인용의 목 

적과 범위를 법벅이를 만들어 의미의 혼란을 주므로 ‘ .. ，연우 둥을 위해서는 

정당한 뱀위 안에서’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5. 조건문과 가정법 문제 

다음은 학솔 • 언론의 언어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한국인이라도 얼 

마나 한국인의 언 어 직 관에 어 긋나는 한국어 의 사용이 가능한가를 보여 주는 

에이다. 국인학교 3년 중퇴자(19세)의 글이다. 

(l) 또 한가지을 명심하여야게소*경찰이나 국가에 알이것던(알려거든) 

당신을 헤 치 겠소 안보내 주연 당신의 목을 배 로가겠소.(D紙가 안용 

‘85년 3월 2일) 

예 (l)의 ‘알이것던’ (알리거든)은 ‘알리면’으로 고쳐야 문법어I 맞는다. 우 

리말에서 ‘동사+거든’과 ‘동사+(으) 면’ 은 쓰임이 다르다. - (으)면은 조건 

이 강조되기 때문에 후건문장의 양상 종류에 구애됨이 없음에 반하여거 

든은 전건의 동작이 나 상태 변화가 先行하는 데 따라 (그 확인하애) 후건의 

행동이 뒤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건문장은 명령 • 제의 • 마음묶는(의 

도) 양상에 국한된다 (이정만 1980 참조). -거든은 그에 달린 사건을 공갱잭 

으로 기대하게 하으로 협박을 위한 의도를 나타내는 후건문장(‘당신을 해차 

겠소’)와 前提에 있어 어긋난다(이 갱민 1980 참조) . 여기서 ‘경찰에 얄리는 

것’은 실제로는 화자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화자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제가 어긋나지 않는 다음 예는 훨씬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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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에 알리거든 상금을 내놓으마. (간청신고 등의 경우) 

그러나 화자의 의도표시(-겠- 동)로 끝나는 문장의 -거든 전건문장에 2인 

칭의 행동이 냐오연 약간 부자연스럽 다. 행동의 마무리를 나타내는 표현은 

낫다. 

다음은 좀더 생 각을 하거L. 하는 예 중의 하나이 다. 

(3) 방송은 국민의 것 인데， 파업 사태까지 벌어 져 방송펀성에 혼란이 생 

겼다연， 그 책 엄이 너무나 막중하다. ( C紙 칼럼 85년 l월 12일 ) 

예 (3) 에서 별문제는 없을지라도 ‘생겼다면’과 같이 가갱 적으로 前件문장 

올 썼을 경우에는 후건문장의 끝은 直說法의 ‘막중하다’ 보다는 ‘막중하다 

하겠다’와 같이 가청법에 해당되는 표지 -겠-이 들어가는 말로 맺는 것이 

약간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조건문에 관해 이갱민 1980 참조) . 

6. 의미의 중복， 훌훌훌의 뚫用 

문장내에셔 같은 의마의 단어들을 중복해 씀으로 해서 째로는 강조의 효 

과를 얻을 수도 있으나， 간결해야 할 학숭 • 언론의 언어에서 군더더기가 되 

는 의미의 중복은 극력 피해야 할 것이다. 예를 살펴보자. 

(1) *앵커리지 를 이륙한지 이미 반이 상의 코스를 비행하여 연료소모로 

가벼워진 기체는 그만큼 고도를 올렬수록 연료소비가 적게 든다. 

( S 誌 83년 10월호) 

예 (1)에서 ‘연료소비가 적게 든다’는 ‘소비’와 ‘들다’ 라는 두 낱말의 뭇의 

중복으로 문장의 운법성이 깨져 있다. 마땅히 ‘연료가 적게 든다’라야 한 

다- 추상명사인 ‘소비’가 적게 ‘들’ 수가 없다. ‘이륙한지 이미 ‘반 이 상의 

코스를 비행하여’는 선택제약을 어겼으므로 ‘'"한지’ 뒤에 경과한 시간의 표 

현이 따르게 하든가 ‘이륙한지’ 를 ‘이륙한 뒤 ’ 로 고치든가 해야 바르다. 다 

음 예들도 의미가 겸치는 점에서 비슷하다. 

(2) .. . 갱주영 KOC.위원장과 북한올림픽위원장 깅유순은 ... LA올렴 픽시 

찰에서 같은 버 스에 동송， 경기장을 돌연서도 대화의 걸을 열지 못 

했고， .. . ( C紙 84년) 

'(3) 잘옷 오해 하고 계 신 경 우가 많습니 다. (KTV 84년 11월 19일 ) 

(4) 다른 모든 개 혁 이 그렇듯이 남녀명퉁의 시작은 지금까지 아주 J당 

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과 관숨이 실은 남녀차별이었다는 것을 깨 

닫는 데서 출발한다. CD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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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때마다 뛰어오른 정프력을 합친다연 출잡아 2백 m， 70총빌딩의 

높이다 . . ( C紙)

(6)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약 19분 

남겨놓고 있읍니다. (TV 스포츠중계) 

(7) a. 매시간마다 

b. 풀場， 립값， 스랩진 

예 (2) 에 서는 ‘동송’대신 ‘타고’ 라 고치연 되고， 예 (3)은 ‘잘옷’을 빼든 

가 ‘잘못 이해’라 해야 하며， 예 (4) 에서는 ‘시작’대신 ‘실천’ 동을 써야 

한다. 예 (5)에서 ‘뛰어오른’과 ‘정프’는 의미가 겹치고 또한 ‘캠프력을 합 

쳐 ’ 높이가 될 수 없다. ‘정프력’대신 ‘높이’ 퉁을 써야 하겠다. 예 (6) 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뒤 ‘남다’를 되풀이하면서 

도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또 되풀이가 안 되면 허전하게 느끼는 듯 

하다. 예 (7) 의 ‘매시간마다’는 ‘매시간’ 또는 ‘시간마다’라야 겹치지 않으 

나， 흔히들 쓰고 있는 실갱이다. ‘풀’은 이미 ‘수영장’이 기 때문에 또 場이 

펼요하지 않고， ‘팅’은 이미 ‘봉사에 대한 값(代金) ’이기 때문에 ‘값’이 덧 

붙을 이유가 없다. ‘수영장’， ‘봉사료’도 좋을 것이다. ‘스랩’이나 ‘出演陣’

이라야지 ‘스랩’ 에 ‘-陣’이 덧붙으연 중복적이다. 

다음도 약간 의미의 중복을 보이는 예이다. 

(8) 모든 대학이 학사징계제도운영을 충실히 운영， 자율적A로 연학분 

위기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판단 퉁에 따른 것이라고 설영 

했다. ( C 紙)

(9) 또한 이 식당의 특정은 쉬는 시간이 없어 언제나 식사를 할 수 있 

다는 것이며， 식당 안에 종합매장을 설치하여 문방구 일용품을 구 

입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현의를 도모하게끔 하였다는 것이라고 

한다. (DH신문) 

예 (8) 에 서 ‘학사징계제도운영을 충실히 운영’부분을 ‘학사징계 제도를 충 

실히 운영’으로 고쳐야 하며， ‘도모’에는 ‘앞으로의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 노력하다’라는 뭇에서 보듯이 ‘노력’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도모하고자 노력하다’는 뭇의 겹치기이다. ‘도모하고 있다’로 충분하다. 

예 (9) 도 비슷해 ‘도모했다는 것(또는 점)’으로 충분하다. 말 가운데에는 

‘차이가 달라요’ (KTV) 동의 중복까지 나오고 있는 형연인데 이런 것은 수 

갱 • 펀접해서 방송해야 할 것이다. 

문장 중에 語義가 맞지 않는 단어를 써서 망쳐 놓는 경우도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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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KTV 84년 1월 21일 830 산부인과의사) 

‘100억 분의 1의 확률’ 이 라든가 ‘ 100억 대 l의 여기 서 ‘경쟁’은 잘옷 쓰였다. 

경 쟁’이라 해야 바르다. 

다음도 語義가 맞지 않게 쓰인 예이 다. 

( 0) * '^~^"의 경쟁 입 니 다. 100억 

(11) 전문가들은 여의도에 컴퓨터타운이 밀집되고 있는 이유로 ... ( C 紙)

多數의 것만이 밀칩될 수 있커 혜문에 ‘컴퓨터회사들이 밀집되고 있다’든 

가 ‘컴퓨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라야 한다. ‘밀집되다’는 복수의 주어 를 

요구한다는 선택제약을 위배 했다. 

다음은 복합적 인 원인으로 의비가 혼란된 예이다. 

(12) 대 표팀 은 오는 28일 출국할 때 까지 정 확한 슈팅 력 향상과 부분전 

솔숨득 둥 그동안 국제경커에서 드러난 미비점보완에 역점을 둔 마 

무리 연습을 질시한다. ( C 紙)

예 ( 1 2) 에서 ‘정확한 슈팅력을 기르’ 든가 ‘슈팅력을 향상’시키든가 해야 

바르다. 또한 뒤의 ‘미비점 ’ 은 앞의 ‘ ... 향상’과 ‘습득 퉁’을 받는 것으로 

되어 거북하다. ‘ ... 향상시키고… 습득하는 등’으로 하여 앞의 것을 맺어 놓 

고 시작해야 그러한 혼란을 피하겠다. 

다음은 수식된 명사구를 그대로 그 뒤에 오는 동사의 목적어로 삼아서 흔 

란이 일어 난 예이다. 

(1 3) 그 학생은 일본학자의 논문을 학기내내 강의한 어느 한국학강좌를 

예로 들연서 우리 고유의 것으로 소화되지 않은 강의들을 더 집중 

적으로 파헤쳤으면 좋았겠다고 아쉬워했읍니다. ( C紙)

예 (1 3) 에서 ‘더 집중적으로 파헤쳤으면’의 ‘파헤치다’의 목적어가 바로 

‘ ... 강의들’이기 때문에 어색하다. ‘'"강의들에서 소화되지 않은 주제들을’ 

둥으로 ‘파헤치 다’의 목적어가 바르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음은 語義가 불확실하게 쓰인 예이다. 

(14) 의사는 발뺑을 위한 구상，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진료행위에 

서의 기피보다는 사전-사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 오해의 여치를 

없애도록 하는 방향의 노력이 바람직하며， 이러기 위 해 서 는 환자 

量塵이 불가피한 현실정의 개선도 병행되어야겠다. ( C紙 칼럼 ) 

이해하커가 쉽지 않다. 빨리 뭇인지 스
 
」

디
 
T ‘환자量훌’ 이 라는 말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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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환자를 생산한다는 것이 진찰을 해서 환자로 분류한다는 뭇으로 쓰 

언 것으로 집작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個A語 (idiolect) 的인 어 휘 사용의 예 이 다. 

(15) 유괴법의 신원이 피유괴자에게 알려질 경우， 살해하지 않으연 안 

된다는 기초적 법죄섬리쯤이야 특히 사법대학까지 냐온 법인이 몰 

랐을 터문은 없었을 것이다. ( C紙 81년 12월 1일) 

예 (15) 에서 맥락으로 보아 ‘터문’은 ‘관계된 까닭’의 뭇인 ‘턱’으로 고 

쳐야 할 것이다. ‘그럴 턱 이 있나’의 ‘턱’과 같은 뜻이어야 할 것이다. ‘터 

무니’ 없는 말 등의 ‘터무니’가 없는 것은 아니냐 위 맥락에서의 ‘터문’은 

개인어적인 사용으로 보인다. 여기서 ‘없었을 것이다’는 ‘없을 것이다’로 

충분치 않을까 본다. 짐작은 지금 하는 것이고 ‘과거에 몰랐으리라고 볼 까 

닮’의 과거표시는 이미 ‘몰랐을’에 나타나며， 까닭이 없으연 계속 없는 것 

(사실은 지금 따져 보아서 없다는 뭇)이기 때문이다. 

7. 번역의 문제 

번역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 글의 주제와는 별 관계가 없으나 우선 誤

譯이 문제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영어회화책에 다음과 같은 번역이 있다. 

‘전화’ 상황에 서 얼어나는 말이다. 

(1) The party is on the line. Please go ahead. 

파티가 시작되었읍니다. 들어가십시요. (어느 회화책 p.110 VI. 전 

화와 우체국) 

예 (1)에 나타난 말의 바로 위에는 ‘The lines are crossed’가 있고 그 다 

음에는 ‘Whère are you calling from now?’가 있어 모두 전화와 관계 있는 

대화인데 예 (1)과 같은 틀린 번역을 내놓고 있다. 물론 ‘(상대방이 ) 나왔읍 

니다. 말씀하세요’라는 안내양의 말이다. 얼마전에는 「나는 코리안의 아내」 

가 수십군데가 원문내용과 다른 엉터리 번역이어서 원저자가 시중의 번역책 

을 모두 사들였다는 기사가 나온 일이 있다(조선일보) . 

상대방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번역의 오류도 많은데 다 

음은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日A의 오역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2) Mary blanked John. 

메 리는 존을 황량하게 했다. (일본의 어느 사전) 

영미인들이 외설스려운 단어라 하여 인쇄하지 않는 四字語 fuck라는 동사 

가 전에는 여자를 주어로 해서는 쓰이지 않다가 요즈음은 여자가 활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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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쓸 수 있게 된 형펀이다. 그런데 그 동사 대신 대개는 밑줄을 그어 공 

백 을 남거 나 위 영 어 예 문에 서 는 그 공백 이 라는 표시 로 fuck 대 신 ‘blank’라 

넣어 fucked를 뭇하는 것인데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 blank 

라는 동사의 뭇을 찾아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잘못을 저지른 것이 다. 원 

문 논의의 맥 락에서 최소한 blank가 ‘황량하게 하다’ 라는 뭇이 아니 라는 것 

은 짐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역의 문제를 떠나 이번에는 번역해 놓은 

우리말 문장이 문제가 되는 예들을 놓고 살펴보키로 하자. 

(3) 정치국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새로운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타 

스통신이 11일 발표했다. (紙上 외신) 

(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케인지언의 이론은 인플레나 失業은 재정금융 

정책을 써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경제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는 관념 위에 서 있는 것이다. (C紙 83년 2월 칼럼) 

(5) 프로그래 빙 을 합니 다. (KTV 컴 퓨터 강좌) 

(6) ... 선수의 슛을 후반전에 많이 카바해 야겠읍니 다. (TV 스포츠중계 ) 

(7) 이건(件) 

예 (3) 에서 보듯이 ‘새 서키장’이라고 하면 될 것을 번역할 때의 습관으 

로 ‘새 로운 서기장’이라고 했다. ‘새 국무총리에 노 ... ’가 ‘새로운 국무총리 

에 노 . .. ’ 보다 더 짧고 더 우리말답다. 예 (4)의 케인지언은 채 번역이 다 

안 된 느낌을 준다. ‘케인즈系(또는 系列， 系純， 學派) ’로 옮겨주연 친절할 

듯하다. 예 (5)는 ‘프로그래멍’이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 것’이므로 그 뒤 

또 ‘하다’가 붙어 뭇이 겹치는 인상을 주므로 ‘프로그램 (문제풀이 절차) 작 

성을 합니다’ 갱도로 하는 것이 덜 얼치기 말이 되겠다. 예 (6) 에 서는 ‘저 

지’ 라고 좋은 우리말을 쓰면 의미도 제대로 맞지 않는 영어단어 ‘카바’ 를 

피할 수 있겠다. 예 (7)에서 보듯이 법 률용어 ‘本件’ 대신 ‘이건(件) ’이 라 

고 하는 것은 우리말 造語法에 맞지 않아 심히 어색하므로 ‘이 사건’ 또는 

‘이 일’등으로 바꿔 써야 할 것이다. ‘件’ 은 홀로 설 수 있는 명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 우리말 지시사 ‘이’， ‘그’， ‘저’와만은 결합될 수 

없다. 

번역에 있어서는 原語와 목표언어의 구조 차이가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기계번역에 있어서도 日本語를 영어로 옮길 때에 영어의 관사 

처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몇년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일본 

어로 옮걸 띠}에 (후지즈즈) ‘The woman who loved the man ... '의 who를 ‘누 

구’ 라는 뭇의 일본어로 잘못 옮겨 놓고 다만 ‘T he woman such that .. . ’이라 

고 논리적 표현을 넣어주어야 비슷하게 번역해 놓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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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계번역이 과학문현번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미처 인청 관계대명사 

의 필요에 대비하지 옷한 점과 who의 重義性 문제 해문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8. 敬짧문제 

경 어사용이 학슬 • 언론언어에서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높원 데를 낮 

추고 낮출 데를 높이는 현상을 비롯해 여러가지 잘못이 예사로이 저질러지 

고 있다. 예를 보자. 

(1) 윷아버넙이 그 돈 은행에다 도루 넣어놓으시돼. 一아들이 아내에게 

(KTV ‘사랑이 머 무는 곳’ 84-년 11월 18일) 

여커서 물론 ‘넣어놓으라고 하셔 (또는 ‘넣 어 놓으라셔’ )’ 라고 하여 넣 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어인 ‘아버닝’을 높여야 한다. ‘넣어 놓는 것 ’ 은 지 

시받는 아플의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가 붙을 수가 없다. 

다음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의아할 갱도의 말이 다. 

(2) 지금까지 고생하신 고 3 학부모넘께 치하합니다. (KTV ‘오늘’ 85 
년 1월 14-일 )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 도는 그렇 지 않았겠으나 ‘치 하하다’ 라는 말을 씀 

으로 해서 많은 고3 학부모가 모욕을 느겼을 것을 생각하연 딱하다. ‘치하 

하다’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인 탓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평안’하시라는 

인사말을 박사과정을 마치고 국문과 교수로 있는 제자에게서 펀지로 받을 

때， 전통적 인 경어체계가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교육 

되지 않응을 새삼 느끼게 된다. 

높이지 않아도 될 곳(원래는 높이지 않아야 할 곳)을 흔히들 높이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3) 교장선생 넙 의 인사말씀이 계 시 겠읍니 다. 

예 (3) 과 같은 말은 사회를 볼 때 정중허 말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 다. 

論著에서 사람의 이 름을 쓸 때 ，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 보면， 

아직 통일된 양식은 없으나， 서문이나 논문초두의 각주에서 감사의 뭇을 표 

할 때에는 ‘홍걸동교수께(또는 아랫사람에게는 -에게) 감사한다’로 하되 누 

구의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흥걸동 (1985) ’ 등 c 로 표기하는 것이 우난해 보 

인 다. 자기 논저 는 각주에 서 대 개 ‘뼈橋’ , ‘빼著’ 라 표시 하는 것이 전통이 나 

펀의 상(특히 뒤 ‘참고도서’ 목록의 표기와 일치시키 기 위해) 이름을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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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나아가는 경 향이 크다. 

9. 話用훌훌的 문제 

9. 1. 품위의 문제 

예를 들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아첨합니다. (KTV 830) 

(2) 송광호선수는 주먹에 있어서는 일단 안성을 놓아도 좋을 것입니다. 

(KTV 83년 6월 4일) 

(3) 작년 ... A2에는 ... 이름이 낯선 아카데미프랑세즈회원이 나와 소리 

치고 있었다. 그는 「어떤 무기로도， 갱치적인 미사려구로도 인간의 

자유는 짓밟을 수 없다」고 핏대를 세웠는데 그의 목소리는 시적 운 

율로 가득차 있었다. ( C紙 83년 3월 12일) 

(4) 한국의 컬러 TV업체들은 지금 조기심사요청을 위해 다각적으로 자 

료를 모으고 있으나， 그들이 진짜 해야할 일은 국내가격을 낮추는 

일이다. ( C紙)

(5) ... 그는 이렇게 말했다. r과거에도 학생 재야인사와 대화한다고 열을 

올리다가 순간적으로 달라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읍니다. J ( D紙)

공공적인 언론매체에서는 전국민을 상대하여 말하는 것이므로 언어사용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품위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예 cl) rv (5) 는 다소간 

에 품위가 떨어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 

이 좋겠다. 예 (1) 에서는 ‘아첨합니다’ 대신 ‘비위를 맞춤니 다’ 를 써도 의 

도가 전달된다고 보며， 예 (2) 는 사석에서나 쓸 말로서 ‘안성을 해도’를 써 

도 안심이 될 듯하며， 예 (3) 의 ‘핏 대 를 세웠는데’는 ‘시척운율’과도 어울 

러지 않고 언론에서는 피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예 (4) 의 ‘진짜’도 ‘정 

착’， ‘정말’ 등으로서도 충분할 것이다. 예 (5) 의 ‘열을 올리라’도(물론 

인용 속에 들어 있지만) 즐겨 쏠 표현은 못될 것 같다. 예 (1) rv(5) 속의 

표현들은 말하는 이의 강정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 쓰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9.2. 안내， 겸양， 불확실의 표현문제 

우리의 언어표현 가운데에는 본래의， 전형척인 뭇으로가 아니라 대화상황 

과 관련된 특별한 뭇으로 쓰이는 것들이 꽤 있다. 먼저 ‘-겠-’의 예를 보자. 

(1) 버스가 곧 떠나겠읍니다. 

이 예문의 ‘-겠-’은(안내양의 말일 경우) 그 뭇이 짐작， 미래나 의도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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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안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기예보의 상황에서도 이 뭇의 ‘-겠-’ 

이 자주 나온다. 그 밖에 -겠-은 단도직 입적인 칙설법적 단언을 피해 약간 

가상적으로 들리게 하여 다소 겸양을 나타낼 때가 있다. 길을 물을 때 ‘잘 

모르겠읍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예이다. 

그런데 지정사 ‘-이다’가 쓰여야 할 문장에 ‘-겠-’이 올 때에는 지갱사를 

통사 ‘되다’로 바꾸어 ‘-겠-’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 즉 ‘얼밥녁까? ’하고 울 

으면 ‘700원 되겠읍니다’ 라고 대당하는 경우를 가픔 보게 된다. 사청에 의해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상대를 의식해 딱 부러지는 표현을 

피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상엽적인 인상을 준다. ‘열차가 곧 도 

착됩니다’ 라고 할 때에도 ‘되다’로 인해 상대방 즉 손념들에게 안내한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다. ‘-겠-’ 이 원래 미래나 짐작의 돗이면서 그와 같 

이 안내의 뭇으로 쓰이듯이 ‘되다’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태의 변화를 나 

타내는 동사이면서 약간 안내의 뭇을 따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러한 표현 

은 대부분 상대방이 있는 대화상황에서 일어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만’의 예가 있다. 

(2) 뉴텔리의 맑은 하늘에 만국기가 휘날리고 있읍니다만 지금 곧 각국 

선수들의 입장이 있겠읍니 다. (TV 중계) 

위와 같이 ‘ .，. 합니다만’은 꼭 相反， 대조의 뭇이 아니더라도 상황， 배경， 

전제 등을 설명하기 위해 간흑 쓰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제시의 

경우에도 나머지 내용과 대조성이 클수록 자연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다. ‘상 

황은 이러이러한데’ 정도의 돗을 약간 양보， 겸양의 기색으로 대화상 나타 

내나 상황에 잘 맞지 않게 또는 되풀이해 쓰게 되면 너무 어색하게 들린다. 

다음 예를 더 보자. 

(3) 양팀에 모두 골게터가 있어 득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양팀선 

수 열심히 뛰고 있읍니다. (TV 중계 ) 

예 (3) 을 그대로 을으면 어색하지만 ‘ .. . 마는’ 다음에 ‘여하간’을 넣으면 많 

이 나아진다. 

9.3. 1인침에 쓰이는 마음상태 표현 

다음 예를 보자. 

(l) ??뭐 사다준다고 껴가 고맙기나 하겠냐? (MTV 85년 l월 13일) 

‘고납다’ , ‘괴 롭다’ , ‘줍다’ 등 마음상태 를 냐타내 는 형 용사는 현재 시 제 

의 경우 1인칭과만 쓰인다. 남의 마음상태를 발화시점인 현재에 알 수가 없 

기 때문에 이들 형용사는 2인칭， 3인칭과 함께 쓰띤 어색해진다. 3인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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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의 동사형을 써야 한다. 예 (1)은 ‘껴 

‘ ... 고맙게 느끼기 나 하겠냐?’)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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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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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對象言짧와 上{立言語의 구벌 

다음 예를 들어보자. 

(1) 가격하다→때 리 다， 월당하다→담을 넘다， 힘j殺→찔러서 살해함， 

論→다른 견해로 ( C紙 84년 4월 14일 副題)

위의 예에서 ‘異論→다른 견해 ’ 는 언급대 상이 되는 대상언어이고 ‘ ... 로’는 

실제설명상 쓴 上位言語이므로 「異論→다른 견해 」로 등으로 구별표기해줌으 

로써， 마치 ‘異論’이 ‘다른 견해로’로 바뀌는 것으로 얼핏 착각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引用의 부호를 안 쓰려면 ‘다른 견해’ 

뒤에 사이 떼어 ‘동으로’를 붙이는 것이 나을 것 같고 紙面이 문제라면 화 

살표가 있으므로 ‘ ... 로’는 아예 빼는 것이 나을 것이다. 

9.5. 불가능한 縮約

다음 예를 보자.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公共언어 예 (1)의 ‘하려 도’는 ‘하려 해도’를 축약시켜 쓴 것드로 보이나 

에서는 이러한 축약은 피해야 하겠다 

다음 예를 더 보자. 

직장을 ·
도
 

”
해
 

을
 
紙

이
t
 C 

싹
 
다
 

D 
/
-
-
、

(2) *물론 사전에 원고를 걷열받았고 출판허가를 마쳤던 책인데， 발매 

금지 란 말이 되느냐고 총독부를 찾아 항의했다.(J 紙 킬 럼 85년 4 

월 9일 ) 

예 (2) 의 ‘말매금지란’은 문맥상 잘옷 쓰었다. ‘발애금지란 말이 안된다’ 

는 괜찮으나 의문내포문에서는 불기-능하다. ‘ -란’ 은 ‘-라는 것은’이라는 主

題格으로 바꿔 넣어 보면 더 알기 쉽다. ‘발매금지라는 것은(또는 발매금지 

는) 말이 되느냐?’는 역시 어색하다. 그보다는 이 경우 ‘발매금지라는 것 

이 (또는 발매금지가) 말이 되느냐?’로 주격조사가 쓰여야 될 문액이므로 

‘-란’이 쓰일 수 없다. 다음 예를 보자‘ 

인생이란 유한한 것이다. 

인생아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다. 

C.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한 것이다. 

(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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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와 (3b)는 같은 뭇이치만 (3a) 와 (3c)는 다른 뜻이다. (3a， b) 에서는 

‘인생’이 주제로서 솔부가 그에 대한 論評(새 정보)인 데 반해， (3c) 에서는 

‘유한한 것이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이미 되어 있고 오히려 ‘언생’쪽이 초 

점을 받는 부분이다. 

다음도 불가능한 축약의 예 이 다. 

(4)*술집에서 그 상사가 복수하겠단 말을 들었어 . (KTV 851건 4월 5 

일 형사기동대) 

예 (4) 의 ‘ 단’은 의도한 뭇으로는 잘못된 축약이다. 의도는 ‘상사가 복수 

하겠다’ 인데 예 (4) 가 나타내는 것은 ‘그 상사가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복 

수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상사’에 주격조사가 붙으면 ‘그상사가 복수하 

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 상사가 복수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 까지는 허용되겠으나 -고와 하-가 축약된 ‘ ... 복 

수하겠다는 말을 플었어’나 더 줄어든 ‘복수하겠단 말을 들었어’는 전혀 허 

용되지 않는다. 뒤의 두 경우에는 주격조사 ‘가’가 살아냥을 수가 없고 그 

대신 ‘ 의’ 둥이 쓰여야만 한다. 같은 문제가 앞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9. 6. ‘말다’ 와 ‘아니 하다’ 의 구벌 

다음 ‘말다’의 쓰임은 적절치 않다. 

(I) 싹잊지 말고 생활하다보면， . .. (KTV 85년 1월 3일) 

예 (1)에서 ‘말고’는 ‘않고’로 고쳐야 한다. 아니연 ‘잊지 말고 생활해 

보세요. 그러다 보연’이 돼야 한다. ‘말다’는 물론 뭇이 ‘아니하다’ 와 

같지만 否定의 명령， 요청， 제의 등에 주로 쓰이고 서솔문 퉁에 쓰일 때에 

도 否定명령 (금지 )의 樣相이 작용해야 한다(이정민 1977 참조) . 

9.7. 지나친 추측 

학술이나 언론의 글은 자료에 업각한 사실， 진실， 진리를 밝히는 記述과 

주장이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추측에 그치는 내용은 성실성을 의성케 한다. 

다음 예를 보자. 

(l) 한국사람은 돈이 생커지 않으면 나라 임금의 자리도 버린다고 말해 

왔다. 돈이 안 생 기 는데 시 민의 비 판을 받으면서 뽑t樂施設을 건설 할 

펼요가 어디 있겠는가. 생기는 돈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아 

니 면 政治資金에 충당되는치는 알 수 없으나 업자로부터의 두둑한 

謝禮金이 있을 것같은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D紙) 

위 에의 마지막 윗점찍은 부분은 노골적인 추측으로 그친 글이다.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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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가 있고 사실을 파헤치기가 어렵더라도 그럴수록 파헤치고자 하는 노 

력을 기울여 그 결과를 보는 쪽이 더 성실해보일 것이다. 예문 첫 부분도 

지나친 일반화로 시작하여 크레헤사람이 ‘모든 크레헤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케하는 遊說을 연상시킨다. 이 상 대화 

상황과 관련된 언어사용의 측면인 화용론적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ill. 마 무 리 

우리는 우선 모법적인 論著와 언론매체의 언어사용에서 비문법적 인 또는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되는 데에 놀라웅을 금할 수 없다. 

학숭 • 언론의 언어는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운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책이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첫째 한국어구조상의 특징 

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 언어정책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앞서 I .1. 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어가 주어 • 목적어 동의 탈락 

을 비교적 많이 허용하는 언어로서 대화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文語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 때로 의미파악을 어렵게 하는 경 향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는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가지고 있어서 보문의 중앙내포현상으로 상 

위문의 주어와 술어의 간격이 벌어져 기억상 연결에 불펀을 느끼게 하는 특 

정이 있음도 사실이다 C I. 1. 2 참조) . 또한 等位접속과 종속적 연결이 표면 

구조상 구별이 잘 안되는 점이 접속구문사용에 약간의 어려움을 줄 수도 있 

을 것으로 보인다(I .2 참조) . 그밖에 본래 통사의비의 漢字語가 우리말 속 

에 借用되어 명 사역할을 하는 경우 마땅히 명사로서 수식받아야 함에도 동 

사처럼 부사수식을 받게 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借用語문제가 있다(I . 5 참 

조) . 또 한국어에 특정적으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경어체계가 사용상의 흔란 

을 빚고 있다 C ll .8 참조) . 이러한 共時的인 특정의 영향 외에 또 변천과정 

에 있는 문법적 현상의 영 향도 있어 보인다(I .4 둥 참조) . 

그러나 위에서 모든 비문법적인 또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의 분석과 오류에 

대한 처방을 통해 보았듯이， 그 어느 경우에나 문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구문 

의 형성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학술 • 언론의 필자들이 비문법적이거나 부 

자연스럽지 않은 모법적인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구문상의 오류기

꼭 한국어의 구조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훈련에 의해 바른 構文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 

을 가지고 써내는 글들이 학숭 • 언론 언어의 발전을 가져올 것 이 틀렴없다.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는 언어갱책 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수년전부터 

학계 언론계에서 作文교육의 중요성을 역섣해왔고 특히 대학업 시에 논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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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넣자는 제의가 받아들여져 이 를 실시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교사훈련， 

교재개발을 통한 그러한 底邊교육과 더불어 획기적 인 국어사전 펀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글쓰는 이가 늘 참조해 야 할 국어사전에 단어의 돗에 맞 

는 용례가 없고 (예 : ‘-답다’) , 단어의 풍사가 제대로 다 나와 있지 않고 

(예 : ‘힘 들다’ (자동사로만)) ， 단어의 돗이 제대로 수록돼 있지、않다(예 : ‘ 찾 

다’는 ‘탐색하다’ (look for) 의 뜻만 나오고 ‘발견하다’ (find) 의 뭇이 안 나 

오는 동) . 또한 충실한 한국어 규법문법이 발달하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야 하 

겠다. 현재의 고퉁학교까지의 학교문법으로는 주어진 문장이 문법적인지 비 

문법적인지를 가릴 수 없는 경우가 너우 많아 큰 문제이다. 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는 고급한국어 (규뱀 )문법도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물론 이론적 인 문법， 의미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랑의 업 장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빨리 써내고 보자’ 

하는 생각보다 ‘제 대로 써놓고 보자’ 하는 생각으로 좀더 주의함으로써 글 

의 문법성의 파괴를 방치하고 의미를 바르게 나타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어 가 의성어 • 의태어의 발달로 情的인 표현에 적합하고 論理的인 표 

현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일부 주장은 대체로 근거가 없으며 ， 오로지 글 쓰 

는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학술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바르고 아름다운 것으 

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틀링 없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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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mmatical Problems in Academic and Mass Media Korean 

Chungmin Lee 

The present study analyses erroneous Korean sentences appearing in 

ácademic writings as well as mass media writings and speeches in terms of 

their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properties. 

Syntactically, subject-predicate relations are not explicitly represented. 

Subjects (or objects) drop without recoverability. The distance between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verb is made so long as to lose the link. Or the 

main sentence verb is deleted when the sentence has the [Subj [Subj X V] 

VJ se\f-embedding because of the SOV order. Violation of selectional 

restriction is also found . The most frequent errors arise in conjunction 

constructions: confusion between the NP conjunction (with ‘kwa ’ ) and the 

clausal conjuction (with ‘ko’ ) , violation of the identical category principle, 

etc. Some mistakes involve the embedded S ending. Others are observed in 

case-marking. Adverbial modifiers are erroneously associated with Sino

Korean noun forms (which originally have verbal meanings). The frequent 

use of unnatural passive-like forms is also discussed. 

Semantically, negative polarity items are wrongly associated with some 

lexical categories (with original negative senses) . Stative and action aspect 

markers are confused (action markers being used for stative prenominals) . 

The duplicate tense marker - ;)s’;)s’ - is used in the wrong association with 

the past perfect sense in English. Some errors in lexical presupposition are 

detected , and anaphoric relations are not clearly established. Use of condi

tionals and subjunctives is another problematic area. Duplication in meaning 

is a problem. Confusion in honorific expressions and other pragmatically

motivated misuses ar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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