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사론과 통사 단위 

엄 통 훈 

1. 서 론 

본고는 통사론의 기본 단위 설정과 관련한 몇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음운론과 형태론이 과학적 연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음 

소와 형태소라는 기본 단위의 설정에 힘업은 바 크다고 할 때， 통사론 역 

시 과학척인 연구를 위해서는 그 기본 단위의 성격이 더 분명해져야 할 것 

이다. 

그 동안 통사론의 기본 단위와 관련된 논의는 척지 않게 진행되었다. 혹 

자는 전통 문법의 어미 단위에 의존하여 통사론을 전개하기도 하고， 혹자는 

형태론에서 정립된 형태소 단위에 의존하여 흉사론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혹자는 변형 생성 문법의 를 내에서 활용소(lNFL) , 보문자(COMP) 풍의 

단위에 의존하여 통사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들은 통 

사론 체계 내에서 엄밀하게 청의된 채 사용되었다기보다 그때그때의 필요 

에 따라 통사론 논의에 도입되는 경향이 많았다. 더구나 통사 단위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다른 문제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부차척요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통사 단위의 셜청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 

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사론의 기본 단위 설정과 관련하여， 크게 분석의 문제 

와 범주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분석의 문제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어디까지 분석할 것언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범주화의 

문제는 분석의 결과 정립된 단위들이 통사론 체계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 

지는 것인가를 주된 내용￡로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통사론에는 두 충 

위가 존재하고， 각 충위에는 서로 다른 통사 단위가 설정되어야 하며， 냐아 

가 두 충위의 통사론 사이의 관계는 통사론의 주요한 연구 분야임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 이론에서 도업된 보문자 등의 개념들은 국어 흥사 

론의 체계 내에서 다시 정립될 필요가 었다는 점이 아울러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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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문제 

2. 1. 형태소와 어미 

형태소는 흔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정의되어 왔다. 물 

론， 이 때의 의미는 넓은 돗의 의미로서 그 속에는 기능도 포괄되는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소의 정의가 통사론적 분석에 사용될 때에는 문법 

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라는 돗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굴절 표 

현이 주된 연구 대상인 통사론에서는 어휘적 의미가 관심 밖으로 밀려 나 

고， 한 표현이 문장 내에서 가지는 문법척 기능이 주된 관심이 되기 때문이 

다. 즉， 형태소라는 개념이 통사론에 도업될 때에 형태소는 최소의 기능 단 

위로서 도입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통사론적 논의에서는 형태소 외에 어미라는 단위도 빈번하게 언급 

되어 왔다. 어미는 원래 단어 내에서 굴절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주로 형태론에서 사용되었￡나， 어미가 지배하는 영역이 선행 어간을 넘어 

문창 단위까지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사론척 단위로 많이 다루어 

졌다. 그러나 어미는 본래 형태론적인 단위였다는 점에서 이를 본격적인 통 

사 단위의 하나로 다루기 위해서는 통사론척 체계 내에서 그 개념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동안 통사론적 논의에서 분명히 개념 정립을 하지 않고 도입된 

형태소와 어미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국어 통사론을 과학의 영역에 올 

려 놓는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형태소와 어미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좋은가? 앞서 소략하게 언급한 대로 형태소를， 기능적인 측 

면에서 청의하여 문법적 기능을 지니는 최소의 단위라고 이해한다면， 어미 

는 어떤 단위로 보는 것이 좋을까? 어미는 형태소와 달리 형식적인 측면에 

서 청의하여 결합력을 지니는 최소의 단위라고 보면 어떨까? 아마 형태소 

와 어미에 대한 이러한 개념 규정은 기존의 논의에 버춰 볼 때 그리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이 엄밀한 것이 되려면， 그리하여 형 

태소와 어미라는 개념이 통사론의 전개에 유용한 도구가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적절한 탑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 1. 형태소를 기능 단위라고 할 때 ‘기능’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a 

로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확인하는 체계척인 절차를 

찾을 수 있는가? 

L. 어미를 결합 단위라고1 할 때 ‘결합’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1 여기서의 결합 단위는 통합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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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언가， 그리고 이러한 ‘결합’울 확언하는 체계척인 절차를 찾 

을 수 있는가? 

c. 통사론에서 차지하는 ‘기능’ 충위와 ‘결합’ 충위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가， 그리고 ‘기능’ 충위와 ‘결합’ 충위의 관계는 무엇인가? 

형태소와 어미의 개념 규정 빛 통사 단위로서의 형태소와 어미의 유용성 

올 살펴보기 위한 재료로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2) -'. 어미 목딛흔 病 좋야셔 겨으레 외를 머건좌략 좋거늘 (삼강 효 

: 30) 

L. 냐는 홈人 忠닮이라 ...... 흔 말 니 클고 죽간좌갚 니 클라 흉니 

(삼강 충 : 15) 

L '. 將軍 宰相이 듣고 장송 제 모틴로 鬼神의게 비럼좌으l다 請좋거 

늘 (내훈 2상 : 30) 

c. 吳二 어미 놀꿇가 너겨 아~ '<1 밥 흉야 이받고 누의 지빅 값간 
녀러 오난좌략 흉야놀 (삼강 효 : 29) 

(2-" L , c)은 중세 국어에서 기원을 나타낸 것A로 보이는 ‘-거지-’의 

용례이다. (2 -, )은 타동사 ‘먹-’에 ‘-어지-’가 결합된 예이고， (2L)은 자동 

사 ‘죽-’에 ‘-거지-’가 결합된 예이며， (2c)은 통사 ‘오-’라는 특정의 어간 

뒤에서 ‘-거지-’ 대신 ‘-나지-’가 실현된 예이다.2 (2L)에서는 서술어 ‘죽-’ 

의 주어가 화자이기 때문에 ‘죽거지라’로 나타나지 않고 ‘죽가지라’로 나타 

났다. 즉， 이때의 ‘-가-’는 ‘-거-’에 선어말 어미 ‘-요-’가 화합된 것무로 이 

해된다F 

(2) 의 ‘-거지라’ 형태에서 결합 단위， 즉 어미는 무엇인가? ‘-거지라’ 형 

태에서 결합 단위를 파악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을 듯하다. 첫째는 ‘-거 

지라’ 전체를 하나의 결합 단위로 보는 입장이다(고영근 1981 : 37). 그러나 
이 입장은 (2L' )에서 보듯이 ‘-거지-’와 ‘-라’ 사이에 선어말 어미 ‘-이-’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하다? 굳이 ‘-거지라’를 하냐의 
결합 단위로 보자면 ‘-거지라’는 (2L' )에서처럼 불연속 형태 ‘-거지…라’로 

2 고영근(1980)은 ‘-거-’는 비타통사 어간에 결합되고， ‘-어-’는 타통사 어간에 
결합되며， ‘-나-’는 ‘오-’라는 특정 통사 뒤에 결합된다고 보았다. 
3 허웅(1975)에서는 서술어의 주어가 1인청일 때 그 서술어에 ’-오-’가 결합된다 
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국어에서 인칭 병주를 정립할 만한 통사 현상이 달리 찾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 조건을 1인청에서 화자로 조정하였다. 
4 물론， 이때의 ‘-다’와 ‘-라’의 관계는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이다“-다’와 달리 ‘-라’는 ‘-지-’， ‘-더-’， ‘-리-’와 같은 몇몇 특청의 형태 뒤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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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타나기도 한다고 기술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중세 국어의 일반적인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거지-’와 ‘-라’를 각각 하나의 결합 

단위로 보는 업장이다. ‘-지-’가 선행 형식￡로 ‘-거/어/나-’만을 요구한다 

는 사실에 주목한 이 견해는 ‘-지-’가 ‘-거/어/나-’와 가지는 의존성을 통사 

적!언 의존성으로 해석한 경우이다. 즉， ‘-지-’는 그 자체로 결합력을 지니는 

통샤 단위가 아니며， ‘-거/어/나-’라는 선행 형식과 결합하여서만 하나의 

결합 단위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거지-’ 전체가 하나의 

선어말 어미가 되는 셈이다. 셋째는 ‘-거-’， ‘-지-’， ‘-라’ 각각을 하나의 결 

합 단위로 보는 입장이다. ‘-거지라’에서 ‘-거-’는 선어말 어미 ‘-거/어/나-’ 

와 형태와 의미상에서 구분되기 어려우며? ‘-지-’의 ‘-거-’에 대한 의존성은 

통사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적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견해의 주요 근거 

이다. 과연 ‘-거지라’의 ‘-거-’와 선어말 어미 ‘-거-’는 형태와 의미상에서 

푸렷이 구분짓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2L)에서 보듯이 ‘-거지 

라’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면 ‘-가지라’가 된다는 점에서 ‘-거지라’ 

의 ‘-거-’는 선어말 어미 ‘-거-’와 동일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거지라’의 

‘-껴-’와 선어말 어미 ‘-거-’가 형태와 의미상에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는- 사실이 ‘-거지라’에서 ‘-거-’를 분석해내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거 
지와’에서 ‘-거-’와 ‘-지-’를 각각 결합 단위로 분석해 내려면， ‘-거-’와 ‘-지-’ 

가 공시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하냐， 공시적으로 ‘-지-’는 ‘-거-’에 의존 

하여서만 하나의 결합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와 ‘-지-’의 결합은 

통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지-’의 ‘-거}’에 대한 의 

존성이 통사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거-’와 ‘-지-’의 

의페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아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결합 단위의 측면에서， ‘-거지라’를 ‘-거지-’와j ‘-라’의 두 

단휘로 이해하는 것이 가창 합리적임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기능 단위 

의 측면에서 ‘-거지라’는 어떻게 나닐 수 있올까? 이 질문은 ‘-거지-’가 하 

내의 기능 단위인지， 두 개의 기능 단위인지를 묻는 질문과 상흉한다. ‘-거 

지?를 하나의 기능 단위로 보고자 하는 입장은 ‘-거지-’가 {기원}의 기능을 

나타내는 한 단위라는 것이고， ‘-거지-’를 ‘-거-’와 ‘-지-’의 두- 단위로 보고 

자 하는 입장은 ‘-거-’와 ‘-지-’가 각각의 기능을 가진다는 컷이다. 그러나 

g의미면에서 ‘-거지라’의 ‘-거-’와 선어말 어미 ‘-거-’를 구별짓는 판의도 가능하 
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화자가 심중(心證)과 갈은 주관척 믿음에 근거하여 사 
태를 확정척￡로 판단할 때 선어말 어미 ‘-거’가 쓰인다는 주장에 바탕하고 있다. 
고영근(1981)을 창조하기 바란다. 

8찌는 감탄의 선어말 어미 ‘-옷-’에서 ‘-오-’를 분석해 내지 않는r 컷과 갈다. 
‘-옷←’의 ‘-오-’ 역시 의도법 선어말 어미 ‘-오-’와 통일한 형태 교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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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가 {기원}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거지-’ 전체 

를 하나의 기능 단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원}의 기능은 ‘-거지-’ 

전체가 가지는 것 인지， ‘-거지-’의 ‘-지-’가 가지는 것 인지 불분명하기 때문 

이다. 본고에서는 아직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거지라’와 유 

관하다고 판단되는 현대어 구문 “소망이 이루어지이다.”， “양친 부모 모셔 

다가 천년 만년 살고지고"를 참고하여 {기원}의 기능은 ‘-지-’가 담당한다 

고 보고자 한다. 

이상은 중세 국어의 ‘一거지라’ 형태를 재료로 해서 결합 단위와 기능 단 

위의 성격에 대해 살펴 보았다. ‘-거지라’는 결합 단위의 측면에서 ‘-거지-’， 

‘-라’로， 기능 단위의 측면에서 ‘-거-’， ‘-지-’， ‘-라’로 분석되었다? 결합 단위 
는 통사척 결합력을 가지는 최소의 단위이며， 기능 단위는 문법적 의미 기 

능을 가지는 최소의 단위이다. 이 점에서 기능 단위는 기존의 형태소 개념 

과 비슷하다. 다만， 형태소는 언어 단위를 분석하는 과청올 염두에 둔 용어 

이기 때운에， 통사 과정에 참여하는 통사 단위의 명칭으로는 푸척절하며， 

통사적으로 단일한 기능을 하는 어휘 형태도 단얼하지 않게 처리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었다. 즉， ‘냐는 책상 위에 앉아 있다’라는 문장에서 형태소는 

‘나는， 책， 상， 위에， 앉-，아， 있-，다’가 되냐， 기능 단위는 ‘나는， 

책상， 위에， 앉-，아， 있-，다’가 된다. ‘책상’이라는 어휘 형태는 두 개 

의 형태소이나， 기능 단위로서는 한 단위인 것이다. 결국 기능 단위는 통사 

구조 내에서 발휘하는 기능에 의해 확인되는 문법 요소라는 점에서 형태소 

와 통일하지 않다P 
또， 결합 단위 역시 어미와 통일하지 않다. 어미는 결합 단위 충 굴절 형 

태의 결합 단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로 형태소， 어 

미라는 용어 대신에 기능 단위， 결합 단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2. 분석의 여러 양상 

본절에서는 분석의 여러 양상올 살펴 봄으로써 앞서 논의한 결합 단위와 

기능 단위의 개념을 더욱 청확히 하고， 그 의의와 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 

715세기의 접속 어비 ‘-거든’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15세기에서 ‘-거든’은 
‘-더든’과 계열 관계를 이루고 ‘-거-’와 ‘-든’ 사이에 ‘-시-’가 옹 ‘-거시든’도 존재 
하나， ‘-든’은 그 자체로 결합력을 지니지 못하고 ‘-거-’라는 선행 형식에 의존하여 
서만 결합력을 획득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 단위， 하나의 결합 단위의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후 ‘-더든’이 소멸하고， 선어말 어미 ‘-거-’의 기능이 약화되면 
서 현대 국어에서는 ‘-거든’이 하나의 결합 단위이자， 하나의 기능 단위의 지위롤 
가지게 되었다. 

8 이런 점에서 ‘기능 단위’라는 명칭보다도 ‘칙능 단위’라는 명칭이 더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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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2.1.에서는 통사적 의미 기능에 따른 분석 양상을 살펴 봄으로써 기능 

단위의 성격을 드러내고， 2.2.2.와 2.2.3.에서는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에 따 

른 분석 양상을 살펴 봄으로써 결합 단위의 성격을 드러내며， 2.2.4.에서는 

융합 형태를 대상￡로 그 분석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 볼 것이다. 

2.2.1. 통사적 기능에 따른 분석 
앞서 우리는 기능 단위를 통사척 의미 기능을 가지는 최소의 단위라고 정 

의하였다. 여기서는 몇 가지 문법 형태를 대상으로 하여 통사적 기능에 따 

른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기능 단위 

의 개념 빛 그 성격이 본격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3) -'. 그 여자가 봐쁜냥? 

-,: 예쁘-+ø+-냐 

L. 그 예자가 옐짧는냥? 

L: 예쁘-+-었느-+-냐 

(3 -，)에서 ‘예쁘냐’는 ‘예쁘-’라는 형용사 어간에 현재 시제와 의운의 서 

법(敎法)이 실현된 형태이고， (3L)에서 ‘예쨌느냐’는 ‘예쁘-’라는 형용사 

어간에 과거 시제와 의문의 서법(敎法)이 실현된 형태이다. 즉， ‘예쁘냐’와 

‘예했느냐’의 차이는 시제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3 -，)과 (3 

L)에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는 무엇인가? 

(3 -, )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영형CJl (zero morph)라고 판단된 

다.9 (3 -, )의 영형태 ￠는 다른 시제 형태와 계열 관계를 이루며， 현재 시제 

를 나타낸다. 이는 형용사의 ‘ -L ’ 관형사형에서 ￠가 ‘-더-’와 대립하여 현 

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3L)의 ‘예쨌느냐’에서 과거 시 

제를 나타내는 형태는 무엇인가? (3-')과 (3L)을 비교하면， ‘-었느-’가 ￠ 

와 대립되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이는 (3 -, )을 (3 -，')으로， 

(3L)을 (3L ')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통사적 기능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 ‘-였느-’가 하나의 단위로 분석되고， ‘-었느-’는 형태소 

{-었-}의 이형태가 된다 11 

본고에서는 통사척 의미 기능의 관정에서 ‘예했느냐’를 ‘예쁘-+-었느一+ 

9 영형태(零形態， zero morph)는 어떤 형식(또는 표현)올 가지지 못하는 의미 단 
위이고， 공형태(호形態， empty morph)는 어떠한 의미 단위와도 연관되지 못하는 
형식(또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서는 Bybee(1985 : 3) 참조. 앞ξ로 영형태는 ‘￠’ 
로 나타내기로 한다. 

10현대 국어 관형사형의 시제에 대해서는 임동훈(1991 L)올 참조하기 바란다. 
11 현대 국어에서 의문문에 나타나는 ‘-었느-’가 {-었-}의 이형태로 기술될 수 있 
다는 언급은 이현희(1991)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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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로 분석하고 ‘-었느-’를 하나의 기능 단위로 다루나， 기존의 논의에서는 

보통 ‘-었-’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느냐’가 의문의 서법(敎法)을 나타 

낸다고 보아 ‘예쁘-+-었-+-느냐’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과거 시제 

를 나타내는 형태를 ‘-였-’으로 단일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문의 서법을 나타내는 어미 ‘-느냐’의 분포에 대한 복잡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느냐’는 일반척으로 통사 어간에 결합하고， 

‘-냐’는 형용사 어간에 결합하는데， ‘예쨌느냐’에서는 형용샤 어간에 ‘-느냐’ 

가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용사 어간에 ‘-었-’이 결합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통사 어간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아래 (4)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미 ‘-느냐’를 제외하면 동사 어간 ‘먹-’에 결합할 수 있는 어미 

들이 형용사 어간에 ‘-었-’이 결합한 ‘예쨌-’에는 결합하지 못한다. 

(4) 1. 먹느냐， 먹는다， 먹자， 먹어라 

L. 예쨌느냐*예쨌는다*예했자*예했어라 

결국， ‘예쨌느냐’를 ‘예쁘-+-었-+-느냐’로 분석하는 업장에서는 동사 어 

간이나 선어말 어미 ‘-었-’， ‘-겠-’ 뒤에는 ‘-느냐’가 오고션그밖의 경우에는 

‘-냐’가 온다는 기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과거 시제 형태를 단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문법의 기술만 복잡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 

키 어려워 보인다. 

또한， ‘-느냐’가 통사적 기능에 따른 분석에서도 한 단위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결합 단위의 측면에서 ‘-느냐’를 한 단위 

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13 통사적 기능에 따른 기능 단위의 측면에서도 

‘-느냐’를 한 단위로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 

는 의문의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는 ‘-느냐’ 전체가 아니라 ‘-냐’라고 본다싼 
선행 어간의 범주가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 의문의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 

가 ‘-느냐’와 ‘-냐’로 분화된다는 것은 선돗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관형사형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가 선행 어간의 범주에 따라 ‘-는’ 

과 ‘-은’으로 분화된다는 설명의 이상함과 상통하는 것이다. 엄통훈(1991 

L)에서 지적한 대로 관형사형에서 관형화의 기능을 하는 요소는 선행 어 

간의 범주에 관계없이 ‘-L’이라고 할 때， 의분형에서도 의문의 기능을 나타 

내는 요소는 선행 어간의 범주에 관계없이 ‘-냐’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 

12‘예쁘겠느냐’， ‘예했겠느냐’의 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결국 우리의 논의에서는 

‘-겠느-’도 {-겠-}의 이형태로 보는 셈이다. 
13결합 단위의 측면에서 ‘-느냐’가 한 단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는 2.2.2.에 
서 자세히 행해질 것이다. 
14‘-느냐’의 ‘-느-’는 상(相， aspect)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의문’의 통사적 기능 
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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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통사적 기능에 따른 분석에서 의문의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가 

‘-냐’이라면 ‘예했느냐’를 ‘예쁘-+-었-+-느냐’로 분석한 기폰의 논의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안은 셈이다. 

위에서 우리는 ‘예쨌느냐’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가지는 문제들을 살펴 

보았다. 이제 아래에서는 우리의 분석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들올 찾아보기 

로 한다. 우선 다음 예를 주목해 보자. 

(5) -'. 예쁜가/먹는가.*먹은가 

-치 예했는가/먹었는가.*예쨌은가/*먹었은가 

L. 예쁘냐/먹느냐. ?먹냐 

L: 예했느냐/먹었느냐. ?예쨌냐/?먹었냐 
c. 예쁜데/먹는데.*먹은데 

c: 예쨌는데/먹 었는데 .*예했은데/*먹 었은데 

(5-' , -，')은 형용사 어간과 통사 어간의 현재형 빛 과거형에 의문 형식 

‘-L가’가 결합한 경우이고， (5L , L’)은 역시 이에 의문 형식 ‘-냐’가 결합 

한 경우이다. 그리고 (5)에서 각각의 오른쪽 예는 ‘-느-’가 탈락된 어형들 

이다. 그런데， (5 -, )과 (5L)에서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형 
용사인 ‘예쁜가’， ‘예쁘냐’의 경우는 ‘-더-’와 구조척으로 대 립하는 ￠가， 통사 

얀 ‘먹는가’， ‘먹느냐’의 경우는 ‘-느-’가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 

다. φ는 ‘-더-’ 및 ‘-었느-’， ‘-었-’과 대립할 수 있는 위치에 나타나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현재를， 통사 어간 뒤에서는 과거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 

고자 한다 15 동사 어간 뒤에서 과거를 표시하는 φ는 현대 국어에 들어 매우 

약화되어 종결형에서는 신문 제목이나 얼기문 퉁에서냐 가끔 찾아볼 수 있 

1'5‘사라진 범행의 흔적’， ‘법행의 흔적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지다’에서 ‘사라진’， 
‘샤라지다’는 과거흘 나타내고， ‘예쁜 영희의 얼굴’， ‘영회는 얼굴이 창 예쁘다’에서 
‘예쁜’， ‘예쁘다’는 현재를 나타낸다면， 이 때 시제흘 결청짓는 것은 ‘-은’， ‘-다’인 
가， 영형태 ￠인가? ‘-은’， ‘-다’가 통사 어간， 형용샤 어간 뒤에서 각각 과거와 현 
재롤 나타낸다는 주장은 ‘잔란진늪 통일의 꿈’， ‘영회는 얼굴이 렌밸단’에서 ‘-다’， 
‘-운’이 각각 과거， 현재와 무관한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고， 영형태) ø가 과거 및 

현재 표시와 관련된 듯한 현상은 ￠가 不定 語幹(i可野 1951) 또는 總對 語幹(엄흥 

빈 1983)과 결합했을 때인데， 이는 ￠가 나타내는 시제성이 시제 법주로 파악될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듯하다. 특정의 시제 법주가 부정 어간에서만 실현되는 경 

우는 일반척 시제 이론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시제가 아니라 
상척( aspectual)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냐아 보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느-’ 
나 φ가 시제 표현에 쓰인다는 본고의 설명은 ‘-느-’나 #가 시제 범주롤 나타내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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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종결형에서는 그 시제 체계가 보수적인 관형사형에서만 존재하나16 형 

용사 어간 뒤에서 현재를 표시하는 ￠는 형용사 어간과 ‘-느-’가 결합하지 

못한다는 제약에 힘업어 아주 분명히 그 기놓을 발휘하는 듯하다. 그러나， 

￠가 이처렴 시간을 표시한다고 해서 φ를 바로 시제 형식의 하나로 볼 수는 

없올 것이다.rþ.가 온전한 시제 요소라면 ‘-다’， ‘-은’ 등의 아주 제한된 어말 

어미 앞에서， 그것도 다른 선어말 어미가 개재하지 않은 환경에서만 나타난 

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듯하기 때문이다 17우리는 φ를 선행 어간이 

자신의 상척 특성 (aspectual character)율 드러내는 한 형식으로 이해하고 

자 한다. 마찬가지로 ‘먹는가’와 ‘먹느냐’에서의 ‘-느-’ 역시 시제 (tense)가 

아니라 상(aspect)을 나타내는 요소로 보고자 한다. ‘-느-’가 온전한 시제 

요소라면 형용사 어간에는 결합하지 못하고， 더구나 통사에도 ‘-다’， ‘-구냐’ 

풍의 아주 제한된 어미 앞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느-’가 나타내는 상척인 특성이 체계상 시제 범주로 확대되어 현재 시제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는 본질상 상 범 

주와 시제 범주로 구별되는 ‘-느-’와 ‘-었-’이 대립하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예쁜가’， ‘먹는가’의 기능 단위 분석은 각각 ‘예쁘

+φ+-L가’， ‘먹-+-느-+-L가’이고， ‘예했는가’， ‘먹었는가’의 기능 단위 

분석은 각각 ‘예쁘-+-었느-+-L가’， ‘먹-+-었느-+-L가’이다. 

‘먹었는가’에서 ‘-었느-’가 ‘-었-+-느-’로 분석되지 않는 것은 의문문에서 

형태소 {-었-}의 통시척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현회(1991)에 따르면，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의 형성 과청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았다. 

(6) ..,. 먹다， 머것\;:-다， 머것다 
L. 머근， 머것는， 머거신 

c. 머그냐， 머것\;:-냐， 머거시냐 

(6.." L , c)은 각각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 쓰언 평서 종결형， 관형사 

형， 의문 종결형의 예이다. 각 예의 가장 왼쪽에 있는 ‘먹다， 머근， 머그냐’ 

16 cþ의 시간 표현 기능은 충세 국어에서는 얼반적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 
사형에서만 일반적이다. 이는， 중세 국어는 아직 시제 체계가 정렵되지 못한 단계 
였기 때문에 ￠의 기능이 상대척으로 컸고， 현대 국어의 관형사형은 그 시제 체계 
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보수척이라는 첨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중세 국어는 과 

거 시체를 나타내는 형식 ‘-였-’이 존재하지 않아 과거 내용율 표현할 때 ￠냐 
‘-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현대 국어 관형사형은 그 기능상 다른 성분에 내 
포되지 않고는 문장에 실현될 수 없다는 특청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시제 체계가 
개신되지 못하고 ‘-었-’에 의한 과거 표시 방식을 수용하지 못했다. 
17φ는 자신과 계열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션어말 어미와도 함 
께 나타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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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법 ￠에 의한 과거 표시 형태이고밴 두번째와 세번째 어형은 각각 
‘-엇\;--’와 ‘-엇-’의 도웅을 받아 과거가 표시된 형태이다. 여기서 ‘-엇\;--’ 

와 ‘-엇-’은 각각 ‘-어 잇 \;--’와 ‘-어 잇-’이 줄어든 형태로， ‘-엇 \;--’는 통사 

‘잇-’의 현재형과 관련되고 ‘-엇-’은 통사 ‘잇-’의 과거형과 관련된다. 근대 

국어에 들어 ‘-엇-’이 문법화되면서 차츰 ‘-엇-’은 과거 표시의 형식으로 자 

리잡게 되고， 드디어 과거 표시 형식은 (6)에서 보듯이 세 부류가 공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 평서형의 과거형은 ‘머것다’ 형식을 이어받아 ‘먹 

었다’가 되었고， 관형사형의 과거형은 ‘머근’ 형식을 이어받아 ‘먹은’이 되었 

으며맨 의문형의 과거형은 ‘머것\;-냐’ 형식을 이어받아 ‘먹었느냐’가 되었다. 
즉， 현대 국어에서는 ‘-었-’뿐만 아니라， ‘-었느-’와 ￠도 과거를 표시하는 기 

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먹었느냐’에 나타나는 ‘-었느-’는 통시적으 

로 {-었-}의 이형태로 정립되었다는 점에서， ‘-었느-’의 ‘-느-’는 ‘-L/는다’ 

의 ’-L/는-’과 달리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된 화석적인 성격을 띤다. 다만， 

‘-었느-’의 ’-느-’ 형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었느-’ 다음에 다 

시 ‘-느-’가 오지 않을 뿐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L , L')은 형용사와 통사 어간에 ‘-냐’ 의문 형 

식이 결합한 경우이다. 이 때는 (5 .., )과 달리 구어체에서는 약화된 ‘-느-’ 
가 탈락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L가’ 의문 형식과 달리 ‘-냐’ 의문 형식에 

서 ‘-느-’가 쉽게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느-’의 탈락은 뒤에 오 

는 형식이 ‘L’으로 시작하는 ‘-냐’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보 

다도 ‘먹느냐’가 ‘먹-+-느-+-냐’의 구조에서 ‘먹-+-느냐’의 구조로 바뀌 

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느-’가 하나의 기능 단위일 때에는 

그 전체가 탈락하기 어려우나 ‘-느-’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의문을 표시 

하는 ‘-느냐’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에는 탈락하기가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 

다. 결국 (5)의 ‘-느-’는 점차 공형cjJ (empty morph)화하는 과정에 있는 형 

식으로서， ‘-느-’의 탈락은 ‘먹-+-느-+-냐’의 구조가 ‘먹-+-느냐’의 구조 

로 바해는 기능 단위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5 c , c')은 과거를 표시하는 ‘-었느-’가 의문 형식에만 나타나지 것이 

아님을 보이는 예이다. (5c)의 ‘-L데’는 주로 접속 어미로 쓰이는 형식이 

다. 따라서 (5 c , c')의 예는 ‘-었느-’ 형식의 분포를 기술할 때 어려움을 

18중세 국어에서 부정법 ￠에 의해 과거 시제가 표시된다는 주장은 고영근(1981)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 ‘-2 ’ 관형사형은 ‘-L ’ 관형사형과 달리 ‘-었-’에 의해 과거롤 표시한다. ‘먹었 
을’의 예가 참조된다. 
20방언에 따라서는 ‘먹는가’ 외에 ‘먹은가’도 가능한 듯하다. “그 아이 밥 잘 먹은 
가?"의 예가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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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었느-’를 의문문에 나타냐는 {-:-었-}의 이형태 

로 보아 왔기 때문이다. ‘-었느-’는 ‘-어 잇-’이 문법화하는 과정에서 형성 

된 것으로서 현대 국어에서는 의문 형식에서 주로 발견되나 모든 의문 형식 

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비의문 형식에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였느-’는 통시적A로 ‘잇-’의 현재 형과 관련을 맺은 ‘-L가’， ‘-냐’， ‘-L 데’ 

풍에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냐’ 의문형이라 할지라 

도 ‘-냐’의 바로 앞이 아니면， ‘-었느-’가 나타나지 않는마. 다음의 예를 보 

기로 한다. 

(7) -'. 예했었느냐 

-,: 예쁘-+-었-+-였느-+-냐 

L. 예쨌겠느냐 

L: 예쁘-+-었-+-겠느-+-냐 

(7 꺼， L)은 모두 ‘-냐’ 의문형이나 ‘-였-’이 나타난 경우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그 뒤에 ‘-었느-’， ‘-겠느-’가 있어， 국어에서 어미가 결합되는 과정 

이 어간에 순차적으로 첨가되는 선조성(linearity)만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7-" L)은 ‘예했-’에 각각 ‘-었느-’， ‘-겠느-’가 결합 

되었다기보다 ‘예했느냐’， ‘예쁘겠느냐’에 ‘-었-’이 삽업된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21 만약 ‘예했-’에 ‘-었느-’， ‘-겠느-’가 결합되었다면， 이들이 빠진 ‘예 

쨌냐’가 자연스러워야 하냐 비격식적인 상황이 아니면 수용키 어렵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기능 단위 분석을 지지해 주는 자료를 찾아보기로 한다. 

(8) -'. 가더냐/*가더니’가냐/가니 

키 ??갔냐/갔니??가겠냐/가겠니 

L. 크더냐/*크더니， 크냐/?크니 

L: ??컸냐/컸니’크겠냐/크겠니 
c. 그분이더냐/*그분이더니， 그분이냐/???그분이니 

다 ??그분이었냐/그분이었니??그분이겠냐/그분이겠니 

위의 (8)은 이송재(1985) 에서 제시한 경기 방언 자료이다. (8-" -, ’)은 

통사의 활용형이고， (8L , L')은 형용사의 활용형， (8c , c')은 계사의 활 

용형이다. 경기 방언에서 어미 ‘-니’는 기능적으로 {-느-}를 함유하고 었다. 

(8-" L , c)의 ‘*가더니*크더니*그분이더니’를 보면 ‘-니’는 ‘-더-’와 

공기할 수 없는데， 이는 ‘-니’가 {-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 

21비록 근대 국어를 대상ξ로 한 논의이나， 국어의 선어말 어미들이 션조적으로 
결합되는 컷이 아니라 수칙척으로 삽업되어 통합되기도 한다는 논의는 이현희 
(1982) 에 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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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느-}는 {-더-}와 계열 관계 

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냐’는 기능적으로 {-느-}를 함유하지 못하 

는 어미이다. 따라서， 형용사와 계사에 결합한 ‘크냐， 그분이냐’는 자연스러 

우냐， 통사에 결합한 ‘가냐’는 상당히 어색하다22 

그런데， (8γ ， L' , C')은 동사， 형용사， 계사 가릴 것 없이 선어말 어미 

‘-였-’과 ‘-겠-’ 뒤에서는 모두 ‘-냐’가 아니라， ‘-니’가 쓰임올 보여 준다. 이 

는 앞서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였-’과 ‘-겠-’의 통시척 형성 과정과 관련 

이 었다. ‘-었-’과 ‘-겠-’의 앞 시대 형식은 각각 ‘-어 잇-’과 ‘-게 햇-(<-게 

좋엿-)’으로 볼 수 있는데F ‘-어 잇-’과 ‘-게 햇-’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잇“-’은 기원적으로 ‘-L’ 관형사형 구성에서 유래한 어미 앞에서는 향상 

‘-~-’를 통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원적으로 ‘-L’ 관형사형 구성에서 유 

래숲}였다고 보이는 ‘-냐’ 앞에서는 ‘-었-’이나 ‘-겠-’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었느-’와 ‘-겠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국 ‘-냐’는 {-느-}를 

함유하고 있지 못하고， ‘-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느-}를 함유하고 

있다는 차이 때문에F ‘*갔냐*컸냐*그분이었냐’는 상당히 부자연스럽지 

만， ‘갔니， 컸니， 그분이었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예쨌느냐’에 대한 우리의 기능 단위 분석을 뒷받침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위에서 살펴 본 경기 방언 자료와 관련하여， ‘예쨌니?’의 분석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예쨌느냐’의 기능 단위 분석이 ‘예쁘-+-었느-+ 

-냐’라면， ‘예쨌니’의 기능 단위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이숭재(1985)에서 

제시한 대로 형용사와 계사에 결합한 ‘?크니???그분이니’가 어색하다면， 의 

문형 종결 어미 ‘-니’에는 {-느-}가 있다고 보아야 할 텐데， ‘예쨌니’를 ‘예 

쁘-+-였-+-니’로 분석할 수 있는가? 만약 이숭재(1985)에서 제시된 자료 

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니’는 하나의 기능 단위가 아녁니라 두 개의 기 

능 단위， 즉， {-느-}와 {의문}의 두 단위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요 

즘의 대다수 사람들이 형용사나 계사 어간에 ‘-니’가 결합한 “그 여자 예쁘 

니?’: “이 기계가 컴퓨터니?" 등의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면， ‘-니’는 하냐의 결합 단위여면서 하나의 기 

22이에 대한 문법성 판단은 전척으로 이승재(1985)를 따랐다 .. 서울말 및 여러 
방언에서는 ‘-느냐’의 ‘-느-’가 탈락한 ‘-냐’가 존재하기 때문에j; 비격식적 상황에 

서는 ‘가냐’가 자주 쓰인다. 그러나， 이 때 ‘-느-’ 탈락형 ‘-냐’와: 이송재(1985)에 

서 제시한 ‘-느-’ 랄락형이 아닌 ‘-냐’롤 통일시해서는 안훨 것이다. 
23‘-겠-’이 ’-게 햇-(<-게 흉엿-)’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은 냐진석(1953) ， 이지 
양(1993)이 참조된다. 

24‘-니’는 선어말 어미 구성 ‘-다니-’가 어말 어미화되어 ‘-다냐17~ 되고， 이것이 
형돼척 화합을 일으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현회(1982)를 창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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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단위가 된다. 즉， ‘-니’는 {-느-}의 기능이 크게 약화 또는 소멸되어 

{-느-}가 분포할 수 없었던 환경에까지 그 분포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그분이니’를 아주 어색하게 본 경기 방언 화자들도 ”크니’는 별로 어색하 

지 않다고 본 사실과도 연관된다. 

그런데， ‘-니’를 두 개의 기능 단위로 보았을 때 ‘예쨌니’는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를 ‘예쁘-+-었j-+-니 i’로 표시하기로 한다. 기능 단위 

상 ‘-었느-’는 별개의 단위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운이다~ {-느-}를 함유하 

는 ‘-니’의 ‘-었-’에 대한 이러한 의존성은 ‘-니’의 어휘부에 표시되고， 이러 

한 어휘척 특성은 통사부에서 ‘-었-’의 ‘-니’로의 핵 이동을 요구하여26 그 

결과 ‘-었-’과 ‘-니’ 사이에는 ‘-겠-’을 제외하면 다른 요소가 개재하지 못하 

게 된다. ‘-었-’과 ‘-니’ 사이에 오는 ‘-겠-’은 ‘-겠느-’와 갈은 것으로 역시 

‘-니’와 의존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니’를 하나의 기능 단위로 본다면， 

‘예했니’는 ‘예쁘-+-었-+-니’로 분석되기 때문에 ‘-었-’과 ‘-니’의 의존 관 

계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 

2‘ 2.2. 통합 관계에 따른 분석 

본절에서는 통합 관계 (syntagmitic relation) 에 따른 분석 양상을 살펴 보 

기로 한다. 통합 관계는 어떤 구성체( construction)에서 그 구성체를 이루는 

여 러 구성 성분(constituent) 사이 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각 구성 

성분은 결합의 측면에서 정의된 대표적인 통사 단위가 된다. 역시 기능 단 

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쨌느냐’， ‘먹었느냐’의 예를 가지고 통합 관계 

에 따른 분석 양상을 논의해 보자. 

(9) '. 예쁘-+-었-+-느냐 

" 예쁘-+-냐 
L. 먹-+-었-+-느냐 

L: 먹-+-느냐 

(9, )은 ‘예쨌느냐’에 대한 통합 단위 분석이고， (9L.)은 ‘먹었느냐’에 대 
한 통합 단위 분석이다. (9" L)에서 ‘-였-’과 ‘-느냐’는 각각 해당 구성체 

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서 통합 단위가 된다. ‘-었-’은 그 뒤에 

‘-느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미들과 통합될 수 있고， (9L)과 (9L' )을 비 

교하면 ‘-였-’은 그 자체가 통합 관계에서 빠질 수도 었다. 문법 단위가 의 

미·기능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을 함께 지닌다고 할 때 통합 관계는 문 

법 단위의 형식적인 측면과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느냐’와 ‘-냐’의 의 

25다리부호(subscript) 는 ‘-였-’과 ‘-니’의 의존성을 나타낸다. 
26국어의 핵 이동에 대해서는 엄통훈(1991 L)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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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기능이 동일하지는 않지만27 통합의 측면에서는 각각 하나의 단위가 된 

다. 결국， ‘-느냐’와 ‘-냐’는 서로 이형태 관계를 가지는 형식플로서 ‘-느냐’ 

는 통사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었-’， ‘-겠-’ 뒤에 오고， ‘-냐’는 그 밖의 환 

경에 옹다고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관계에 따른 분석을 받아들이면， ‘예쨌느냐’， ‘먹었느냐’의 통 

합 관계에 참여하는 문법 단위는 각각 ‘예쁘-，였-， 예쨌-，느냐였느 

냐’， ‘먹-，었-， 먹었-，느냐었느냐’가 된다. 이 때 ‘먹었-’이나 ‘-었느냐’ 

도 다른 통합 단위와 결합하여 통사적 구성체를 형성하는 데 활발히 참여한 

다는 점에서 하냐의 통합 단위가 된다. 이것은 기능 단위 분석과 통합 단위 

분석이 가지는 또 하냐의 차이점이다. 기능 단위 분석에서는 개념적으로 특 

정의 통사척 기능을 담당하는 최소의 단위만을 기능 단위로 분석하지만， 통 

합 단위 분석에서는 꼭 최소의 통합 단위만을 대상￡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 

다. 

다음의 예는 기능 단위와 통합 단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10) '. 가-+-았-+-다 

,: 가-+-았-+-다 
L. 가-+-L-+-다 

니 가-+-L다 

(10" L)은 통사적 기능에 따른 기능 단위 분석이고， (10-γ ， L')은 통 

합 관계에 따른 통합 단위 분석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통사 어간 ‘가-’에 과 

거의 기능이 실현된 것은 ‘갔-’이고， 이에 현재의 기능이 실현된 것은 ‘간-’ 

이지만28 통합적 측면에서 ‘갔-’은 통합 단위가 되고 ‘간-’은 통합 단위가 되 

지 못한다. ‘간-’ 다음에는 ‘-다’ 이외의 형태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을 독자적인 통합 단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L다’는 기능 

단위상 두 개의 단위이나， 통합 단위상 하나의 단위가 된다. 

2.2.3. 계열 관계에 따른 분석 

계열 관계 (paradigmatic relation)는 주어진 기능(예컨대， 격 기능)에 대 

27의문이라는 기능은 통일하지만， ‘-느-’의 기능이 있고 없다는 차이가 있다. 
‘-느-’의 기능이 아직도 살아 있음은 ‘예쁘냐’， ‘먹느냐’에 서 처 럼 선행 어간이 통사 

냐， 형용사냐에 따라 ‘-느-’의 실현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 
다. 

28우리가 ‘간-’이 현재를 나타낸다고 할 때， 이는 엄밀한 의미의 현채 시제를 의머하 
는 것이 아니라 상(aspect) 표현에 의해 현재 시제성이 표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또 ￠가 ‘-느-’， ‘-더-’와 계열 관계를 이룬다고 할 때， ‘간-’의 기능 단위 
분석은 ‘가-+rþ+-L-+-다’가 아니라 ‘가-+-L-+-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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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직 한 요소만이 선택되는 관계에 있는-그리하여 그 요소들은 서로 

배타척인 관계에 놓인-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는 형태 

론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열 관계는 단어나 단어 

이상의 단위에 적용되면서 통합 관계와 더불어 통사척 관계를 분석하는 논 

의에 긴요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국어에서는 통사론적 단어가29통합되어 하 
나의 구성체를 이룰 때 통합 구조상 같은 위치에서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놓아는 성분들 간의 관계를 주로 의마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열 관계가 국 

어 문법에 이용될 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었다. 

첫째는 계열 관계의 전제가 되는 통일한 위치에 대한 개념 규청이다. 그 

통안 15세기 국어를 다룬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선어말 어미 ‘-\;--’와 ‘-더-’， 

‘-리-’가 계 열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으나， ‘-~’는 ‘-시-’에 후행하나 ‘-더-’ 

는 ‘-시-’에 선행하며， 또한 ‘-，，-’는 ‘-오-’에 선행하냐 ‘-리-’는 ‘-오-’에 후 

행한다. 이는 ‘-\;--’, ‘-더-’， ‘-리-’의 구조적 위치가 통일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비록 ‘-\ç--’, ‘-더-’， ‘-리-’가 서로 함께 구성체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이는 의미 • 기능상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이지 그 구조적 위치가 통 

일해서는 아닌 것이다. 만약 구조척 위치에 따라 계열 관계를 규정한다면， 

‘-\;.--’와 ’-리-’는 같은 위치에 올 수 있는 영형태 없}. ‘-더-’는 같은 위치 

에 오는 선어말 어미 ‘-거-’， ‘-어-’나 영형태 ￠와 계열 관계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 ‘-더’， ‘-리-’가 계 열 관계를 이룬다고 기술하는 경우 

는 이들이 통일한 문법적 기능(예컨대， 시제나 양태 기능)을 나타내는 한 

부류로서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음을 캉조한 것이다. 계열 관계는 꼭 구 

조적 위치의 통일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통일한 기능 표현에 있 

어서의 배타성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한 구조적 

위치에서의 계열 관계를 구조척 계열 관계， 통일한 기능 표현에서의 계열 

관계를 기능적 계열 관계라 하여 이 둘을 구멸하고자 한다. 

둘째는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의 관련성 여부이다. 국어에서 계열 관계는 

통합 관계에 기반한 것이 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 

를보자. 

냐
 냐
 
뇨


‘
더
-
느
 느
 

었
 
겠
-
였
 

버
「
 머
「
 머
「
 

냐
 냐
 냐


느
-
느
 

느
 

었
 
었
-
었
 

머
「
 머
「
 머
「
 

「
L 

E 

--‘ 

(1 1 ，)에서 ‘-느-’와 ‘-더-’. (11 L)에서 ‘-였-’과 ‘-겠-’은 흔히 계열 관 

계에 놓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1 1 ，)에서 ‘-느-’와 ‘-더-’가 

29음운론척 단어와 통사론척 단어의 구벌에 대해서는 박진호(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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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계열 관계와 (11 L)에서 ‘-었-’과 ‘-겠-’이 맺는 계열 관계는 그 성격 

이 다르다~O (11ï)에서 각 어형의 통합 단위 분석은 ‘먹-+-었-+-느냐’， 

‘먹-+-었-+-더-+-냐’로 된다고 할 때 ‘-느-’는 독자적 인 통합 단위가 되 

지 못한다얀 반면에， (11 L)에서 각 어형의 통합 단위 분석은 ‘먹-+-었-+ 

느냐’， ‘먹-+-겠-+-느냐’이묘로， ‘-었-’과 ‘-겠-’이 독자적 인 통합 단위가 

된다. 즉， (1 1 ï)의 ‘-느-’와 ‘-더-’의 관계는 버통합 단위로서 가지는 계열 

관계이고， (11 L)의 ‘-었-’과 ‘-겠-’의 관계는 통합 단위로서 가지는 계열 

관계이다. 본고에서는 통합 관계에 바탕을 둔 계열 관계를 공시척인 계열 

관계라 하고， 통합 관계에 바탕을 두지 않는 계열 관계를 화석적인 계열 관 

계라 하여 이 둘을 구별하고자 한다. 계열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가지 

는 약점의 상당 부분은 공시척인 계열 관계와 화석적인 계열 관계를 구별하 

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충셰 국어의 ‘-거든’， ‘-더 

든’은 몇 개의 형태소인지， 몇 개의 어미인지가 논란이 되어 온 형식이나，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거든’， ‘-더든’에서 ‘-거-’와 ‘-더-’ 

는 계열 관계를 이루냐 그 후행 형식인 ‘-든’이 독자적인 통합 단위가 되지 

못하기 때운에， 이 경우의 ‘-거’와 ‘-더-’의 관계는 공시적인 것이 아니라 화 

석척인 계열 관계이다. 아마 ‘-거든’， ‘-더든’은 ‘-거-’， ‘-더-’와 접속 어미 

‘든’의 통합체가 재구조화하여 하나의 통합 단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32 

따라서 어미가 일종의 통합 단위로 해석되고， 형태소가 우리의 기능 단위 

와 비슷하다면， ‘-거든’， ‘-더든’은 모두 하나의 통합 단위， 두 개의 기능 단 

위가된다. 

(11 c)의 ‘-느냐’， ‘-느뇨’ 역시 통합 단위의 측면에서 각각 ‘-느-’， ‘-냐’ 

및 ‘-느-’， ‘-뇨’로 분석필 수 없는 하냐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때의 ‘-냐’와 

‘-뇨’는 계열 관계의 측면에서 (11ï)과 마찬가지로 화석척 계’옐 관계에 속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대 국어에서 ‘-느냐’와 ‘-느뇨’를 구별지어 주는 

/아/와 /요/의 대립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계열 관계가 어떤 기능상의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문체상의 차이를 가져 올 뿐이다. 

30‘-였-’과 ‘-겠-’이 맺는 계열 관계는 구조척 계열 관계라기보다 기능척 계열 관 
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었-’과 ‘-겠-’이 구조상 통일한 위치에서 배타척인 관 
계롤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먹었겠느냐’의 예가 참조된다; 
31 ‘먹었더냐’의 ‘-더냐’도 ‘-더-’와 ‘-냐’로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풍합 단위로 폴 
수도 있올 것이다. 선어말 어미 ‘-더-’는 뒤에 오는 어미가 제한되어 있고， ‘먹었더 
냐’에서 ‘-더-’가 빠진 ‘”먹었냐’는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1"먹었냐’의 
‘-냐’는 ‘-느냐’에서 ‘-느-’가 랄락되어 재구조화된 ‘-냐’가 아니라 ‘-으냐’임에 주의 
해야 한다.) 

32장윤희(1991: 17)에서는 ‘-거든’의 ‘-거’를 과도적 형태라고 특별히 명명하고 
있는데， 본고의 술어롤 이용하면， 이 때의 과도척 형태는 화석척 계멸 관계에 참 
여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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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우리는 계열 관계가 통합 관계에 바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밝히고 통합 관계에 바탕을 둔 계열 관계를 콩시적 계열 관계， 그렇 

지 않은 것을 화석척 계열 관계라 하여 이 풀을 구별하였다. 그런데，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는 모두 주어진 표현의 형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 따라 그 내용이 규정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언어 표현 ‘가나다’ 

를 ‘가-나-다’로 형태 분석하면 ‘가’， ‘나’， ‘다’ 각각의 계열 관계와 통합 관 

계를 따질 수 있지만， ‘가-나다’로 분석하면 ‘나다’의 얼부분인 ‘나’나 ‘다’의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는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방언 자 

료를 바탕으로 하여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가 기반하고 있는 형태 분석의 

성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2) ,. 가느니?/간다. 
껴 크느냐?/큰다. 

L. 먹느니?/먹나. 

니 족느냐?/족나. 

t:. 족으냐?/족다. 

(12)는 홍종렴(1983) 에서 가져온 제주 방언 자료이다. 각 예의 왼쪽은 

의문형이고현 그 요른쪽은 평서형 o 로서 의문형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12" ，')은 받침없는 통사， 형용사의 어간에 ‘-느니/냐’， ‘-L다’가 결합 

한 어형이고， (12L , L')은 받침 있는 통사， 형용사의 어간에 ‘-느니/냐’， 

‘-냐’가 결합한 어형이다현 홍종렴 (1990)에 따르면， ‘-느-’는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0 니’， ‘-으냐’ 등의 앞에 오고， ‘-L-’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다’ 

등의 앞에 오는데， ‘-느-’， ‘-L-’은 양태 범주의 하나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실연 판단(實然判斷)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제주 방 

언에서는 ‘-느-’의 의미 기능이 개연 판단(蓋然判斷)과 대립하는 실연 판단 

이기 때문에 표준어와 달리 통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에도 결합된다고 한다떤 
이는 현대 표준어에서 개연 판단에 해당하는 ‘-겠-’이 통사뿐만 아니라 형 

용사에도 결합하는 사실과 평행하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12)의 어형에서 

‘-느-’， ‘-L-’이 충분히 하나의 기능 단위가 됨을 보여 준다. (12L’ )의 ‘족 

33홍종렴(1983)에 따르면 ‘-니’는 설명 의문의 어미이고， ‘-냐’는 판정 의문의 어 
미이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니’와 ‘-냐’의 구별이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 
에 이의 구별을 무시하기로 한다. 

34제주 방언은 특이하게도 형용사 어간에도 ’-느-’가 결합한다. 이에 대해서는 홍 
종렴 (1983)을 참조하기 바란다. 

35이때 개연 판단은 현대 표준어의 ‘-겠-’과 의미 기능이 비슷한 듯하다. 제주 방 
언에서는 이러한 개연 판단올 위해 형태소 ‘-2 거-’， ‘-크-’가 쓰인다고 한다. 홍종 

렴(1990)을 창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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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와 (12c)의 ‘족으냐’는 양태의 측면에서 그 의미의 차이가 나기 때문 

이다. 

또한 (12L , ν)의 ‘먹나’， ‘족나’에서 ‘-나’는 ‘-L-’과 ‘-아’로 기능 분석 

될 수 있을 듯하다. 제주 방언에서는 (12. )의 ‘간다’에서 보듯이 ‘-\;--’가 

받침 없는 어간에 결합할 때에는 /、/가 탈락하여 현대 표준어처럼 ‘-L-’이 

되었으나， (12L)의 ‘먹나’에서 보듯이 ‘-\;--’가 받침 있는 어간에 결합할 

때에는 현대 표준어와 달리 ‘-，，-’가 중가(重加)되지 않고， ‘-다’가 ‘-아’로 

변한다. 즉， ‘먹」다’는 먼저 /、/ 탈락의 결과 ‘먹 L다’의 단계를 거치게 되 

는데， 현대 표준어에서는 이러한 어색한 음절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 

의 중가라는 방식을 택하였￡나， 제주 방언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서 

흔히 택하는 자음 탈락의 방식을 이용하여 ‘먹냐’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 

서， ‘간다’의 ‘-다’와 ‘먹나’의 ‘-아’가 형태상 구별되는 것은 역사척 과정의 

상이함에서 말미암은 것일 뿐 그 기능은 여전히 같은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12) 의 어형에 대한 기능 단위 분석이 ‘가/먹-+-느-+ 

-니/냐’， ‘가/크-+-L-+-다’， ‘먹/족-+-L-+-아’임을 밝혀 준다. 그렇다 

면， (1 2) 의 예에서 통합 관계에 따른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가/먹-+느니/느냐’， ‘먹/족-+-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벅느니/냐’에서 

‘-느-’가 빠진 ‘먹니/냐’는 수용키 어려우며， ‘먹/족냐’에서는 ‘-L-’이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1 2) 의 어형은 기능 단위 분석이냐， 통합 단위 분석 

이냐에 따라 두 가지의 형태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열 관 

계는 기능 단위 분석에 의한 형태 분석에 기반하여 고찰될 수도 있고， 통합 

단위 분석에 의한 형태 분석에 기반하여 고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13. , γ)과 같이 표시되고， 후자의 경우는 (13L , L')과 같이 표 

시된다. 다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계열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 둘을 혼 

동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계열 관계가 기능적인 것이라기보다 형태적인 것 

이라면 통합 단위 분석에 기반하지 못하는 것보다 통합 단위 분석에 기반한 

것이 더 의의가 었다. 따라서， 기존 논의에서의 어미 분석은 어미가 통합 

단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13. , .’)의 분석이 아니라 (13L , L’)의 분 

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6 

(13) '. 가-+-L-+-다， 크-+-L-+-다 

「: 먹-+-L-+-아， 족-+-L-+-아， 족-+9'>+-다 

L. 가-+-L다， 크-+-L다 

L: 먹-+-나， 족-+-냐， 족-+-다 

36두 가지 종류의 계열 관계에 대한 언급은 평북 의주 방언을 대상으로 한 최명 
옥(198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감마?/갑다?; 감메/갑데.’를 다 
음의 두 가지로 분석하고 어미 분석에 유효한 것은 b의 것입울 주장하였다. 

a. 가-0-디-아， 가-님-t:-o} ， 가-口 -0-에， 가-님-t:-에 

b. 가-0마， 가-님다， 가-0 메， 가-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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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의 자료는 계열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형태 분석이 자첫 빠질지 

도 모르는 오류를 인식하게 하는 예이다. 

(14) '. 그 사람 지금 집에 있다? 
껴 지금 집에 가나? 

L.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도? 

μ 지금 어디 가노? 

위의 예는 강신항(1978)에서 가져온 안동 방언의 예인데， (14. , .')은 

판정 의문의 형식이고， (14L , L')은 설명 의문의 형식이다. (14. , L)은 

현대 표준어로 해석하면 ‘그 사랑이 지금 집에 있더냐?’ 정도에 해당하고， 

(14γL’)은 ‘지금 어디 가느냐?’ 청도에 해당한다. (14. , L)은 형태소 

‘-더-’의 기능이 확인되고 이 지역에서 어말의 /아/와 /오/의 대립이 판청 

의문과 설명 의문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와 ‘-도’가 ‘-더

+-아’ 및 ‘-더-+-오’로 기능 단위 분석될 수 있으나， (14γL’)의 

‘-나’， ‘-노’는 ‘예쁘나?’， ‘가더나?’에서 보듯이 형용사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더-’에도 결합하고， ‘갔나?’에서처럼 과거 시제 형태소 ‘-었-’과도 통합 관 

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느-’의 기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14. , L) 

의 ‘-다’， ‘-도’는 그 성조가 HL이나 (14γ ， ν) 의 ‘-냐’， ‘-노’는 그 성조가 

H라는 차이도 있다. 우리는 (14. , L)과 (14.' , L')의 이러한 차이에 주 

목하여 ‘-나’， ‘-노’는 ‘-다’， ‘-도’와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기능 단위로 분 

석되어야 하며， 이를 ‘-느-+-아’， ‘-느-+-요’로 분석할 수 없다고 본다. 계 

열 관계에 치중한 논의에서는 ‘-나’， ‘-노’를 ‘-다’， ‘-도’와 마찬가지로 두 단 

위로 분석할 수도 있겠￡나， 이는 ‘-나’， ‘-노’의 통시척 변화 과정을 지나치 

게 고려한 처리이거나， 계열 관계 분석을 잘못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가나’의 ‘-나’와 ‘가더나’의 ‘-나’를 달리 볼 가능성은 있다. ‘가나’ 

의 ‘-나’는 ‘-느냐’에서 기원한 것으로 ‘가느냐’가 ‘-느-’ 탈락하여 ‘가냐’가 

되고37 이어 이것이 단모음화를 겪어 ‘가나’가 되었고， ‘가더나’의 ‘-나’는 

a.에서 어간 바로 다음에 오는 ‘口， 님’은 공손의 형태소이고， 그 다음에 오는 

‘디’과 ‘ c ’은 각각 진행과 회상의 형태소이며， 맨 뒤의 ‘아， 에’는 각각 의문과 평 
서의 종결 어미이다. 이 논문에서 어미 분석에 유효한 형태 분석으로 b.를 꼽은 

이유는 예컨대， ‘-0메’에서 공손 표시 ‘디’이 없는 ‘-메’는 그 자체로 서술법의 자 
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가메’의 예가 참조된다. 

37‘-느냐’에서 ‘-느-’가 탈락하는 현상은 현대 표준어에서도 널리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느-’가 탈락하는 경우는 ‘가느니라→가니라’， ‘죽느니 사느니→죽니 사 
니’ 퉁이 있다. 한통완(1993)에서는 ‘-냐’， ‘-노’의 기원형을 ‘-는가’， ‘-는고’에서 
찾고， 이것이 ‘-느-’ 탈락과 함께 ‘-L가’， ‘-L고’로 재구조화되고 뒤이어 ‘「 탈락’ 
이 얼어나 ‘-나’， ‘-노’가 되었으며， 이러한 재구조화된 ‘-나’， ‘-노’는 뒤.따라 분포 

의 확대를 겪어 형용사 어간이나 ‘-더-’와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경남 방언， 특히 하통， 남해， 친양 방언에서는 ‘-느냐’가 ‘-느-’ 탈락을 겪지 않고 
단모음화한 ‘-느나’가 존재한다(김영태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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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서 기원한 것으로 ‘가더냐’에서 단모음화를 겪어 ‘가더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챈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변화 과정은 ‘-냐’， ‘-노’의 성 

격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일지언정 ‘-나’， ‘-노’가 공시척으로 

두 개의 기능 단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닌 듯하다. 더구나 

‘-느냐’에서 기원한 ‘-나’도 형용사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더-’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2.4. 융합 형태의 분석 
본절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융합형 어미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습니 

다’를 대상으로 하여 이의 분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t15) •. 먹-+-었-+-습니다 

L. 먹-+-었-+-습니까 

(:16) '. 먹-+-었-+-습니-+-다 

L. 먹-+-었-+-습-+-니-+-다 

(:1:5)는 ‘-습니다’， ‘-습니까’를 하나의 단위로 분석한 것이고， (16.)은 

‘-즙나다’， ‘-습니까’를 ‘-습니-’와 ‘-다’， ‘-까’의 두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먹었습니다’와 ‘먹었다’를 비교하면 ‘-습니-’가 분석될 수 있는 듯하냐， 이 

는- 종결 어미 ‘-다’ 앞에서만 가능하다. ‘먹었슐니까’에서는 ‘-습니-’가 빠진 

‘*먹었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먹었습니다， 먹었습니까’를 통합 

단워별로 분석하면 (15. , L)처럼 된다. ‘-습니-’는 ‘-다’， ‘-까’와만 결합할 

수 있고， ‘-까’는 독자적언 통합력을 가지지 못한다원(16)은 ‘먹었습니다’에 
대한 두 종류의 계열 관계롤 보안 것이다. (16.)은 공시척 계열 관계로서， 

이때에는 ‘-습니-’가 뼈}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에 바탕한다~O (16L)은 ‘먹 

었습니다’에 대한 화석적 계열 관계를 보인 것이다. ‘먹었습니다’와 ‘먹었습 

디다’를 비교하면 ‘-니-’가 분석될 수 있고， ‘먹었습니다’와 ‘먹었습니까’를 

비교하면 ‘-다’가 분석될 수 있다. 

38비록 경남 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나’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논의는 서청목(1987)에서 찾아볼 수 있다. 
39‘-습니까’가 ‘-습\;-니엇가’에서 기원했다고 할 때， ‘-까’는 ‘-엇-’의 ‘-λ-’과 

‘-가’가 결합된 형식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다’와 ‘-가’가 공시척 계열 관계를 형 
성했는데， 그후 형태 변화의 결과 현대 국어에서는 ‘-다’와 ‘-까’가 화석적 계열 관 
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40 ‘-습니까’가 하나의 통합 단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습니다’도 그 전체가 공시 
적 계열 관계에 참여한다고 볼 가능성은 었다. 한편， 고영근(1981)에처는 본고와 

달리 어떤 표현에서 어떤 형식이 빠질 수 있느냐， 없느냐롤 일종의 통합 관계로 
파악하였는데， 이 논의에 따르면 ‘먹었습니다’에서 ‘-습니-’가 ￠로 교체되는 것은 
통합 관계로 파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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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는 ‘-습니다’ 형식에 대한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에 따른 분석 

양상을 살펴 보았는데， 이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기능 단위 분석을 살펴 

보기로 한다. 

‘-습니다’는 기원적으로 ‘-습~나이다’에서 발달한 형식이다，41 따라서， 기 

능 단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 국어의 ‘-습니다’에서도 ‘-습-’， ‘-\;---’, 

‘-니-’， ‘-야-’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데， ‘-습니다’는 형용사나 계사 어간에도 자유롭게 결합한다는 점에서 ‘-,,-’ 

의 기능을 안정하기 어렵고싼 ‘-니-’ 역시 예전의 원칙법이나 확정법의 기능 
을 갖아 보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습니다’에서 ‘-느-’와 ‘-니-’의 

기능을 안정하기는 어 려울 듯하다. 즉， ‘-느-’와 ‘-니-’는 ‘-습니다’ 속에 공 

형태 (empty morph)로만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습-’은 그 기능이 주체 겸양에서 화자 겸양으로 바해면서43 청자 

존대를 나타내던 ‘-야-’와 기능상 합류되고， 이에 따라 ‘-습나다’의 경우에 

는 ‘-습-’이 ‘-이-’에 의존하여서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습니다’에서 

는 ‘-습-••. -이-’가 하나의 불연속 형태를 이루는 것￡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습-’의 후대형은 ‘-야-’에 의존하여서만 출현하는 ‘-습-’ 외에， 

‘-이-’에 의존하지 않￡며 종결 어미뿐만 아니라 연결 어미에도 나타나는 

‘-(으)오-’， ‘-(으)옵-’， ‘-사오-’， ‘-사융-’， ‘-삽-’， ‘-자오-’， ‘-잡-’， ‘-자옵-’ 
도 있다.쩌 

41 ‘-습니다’의 기원을 ‘-삽」이다’로 볼 가능성도 었다. 근대 국어에서는 ‘-습~니 
이다’에서 ‘-니-’가 빠진 ‘-습」이다’ 형식도 자주 쓰이기 때문이다. ‘-습니다’의 
기원을 어느 것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것은 어미 ‘-니’가 ‘-~니’에 발달했다는 주 

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듯하다. ‘-니’가 ‘-~니’에서 발달했다는 주 

창은 이현희(1982)를 참조하기 바란다. 

42물론， ‘-습니다’를 ‘-습다다’와 비교하면 ‘-느-’가 ‘-더-’와 계열 관계를 이룬다 
고 볼 수 있으므로 ‘-느-’의 기능을 인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 

나， 이때의 ‘-느-’와 ‘-더-’의 관계는 예천의 관계가 굳어져 화석화된 것으로 ‘-느-’ 
의 기능을 인청하기에는 부족한 근거로 보인다. 

43강창석(1987)에서는 이때 사용되는 ‘겸양’이라는 용어에 대해 그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었다. 겸양이 가지는 상식적인 내용은 상위자 앞에서 하위자가 취하는 
공손한 행풍이라기보다 상위자가 하위자 앞에셔 자신의 상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컷이다. 이 논의에 따라 ‘-습-’의 기능 변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체의 겸양이 아니라 주체의 통작에서의 ‘공손성’을 표시하였던 ‘-습-’이 화 
자의 진술에서의 ‘공손성’을 표시하면서 ‘-습-’이 ‘-야-’와 기능상 합류되었다. 본 
고는 강창석(1987)의 이와 같은 주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용어의 문 
제는 본고의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익숙한 용어를 
계속사용하기로 한다. 

44고영근(1985: 149, 150)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고 
영근(1985)에서는 ‘하오리다’의 ‘-오-’도 합쇼체 표지 ‘-님-’의 이형태로 파악하였 
는데， 이는 합쇼체 표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손의 선어말 어미 ‘-오-’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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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ï. -오-j?-으오 하리다/하오리다， 갑니다/가옵니다먹읍니다/ 

’먹으옵니다， 먹으리다/?먹으오리다 

ï: -옵-/-으옵 가고/가옵고; 먹고/먹으옵고 

L. -사오 좋아/좋사와， 먹으니/먹사오니， 먹습니다/먹사융니다45 

L: -삽 먹고/먹압고 

L’사옵 먹고/벅사옵고 

c. -자오 플으니/듣자오니， 물으면/묻자오면， 핫아/찾자와， 쫓습 

니다/쫓자옵니다 

c: -잡 묻고/묻잡고， 찾는데/찾잡는데， 듣는j?듣잡는 

다 -자융 듣고/듣자옵고， 묻는데/묻자옵는데， 쫓고/쫓‘자옵고 

(17ï , L , c)은 모음(매개 모음 포함) 어마 앞에서 ‘-(으)오-’， ‘-사오-’， 

‘-자오-’가 개재된 경우이고， (17γ ， L/ , 亡 c' ， c")은 자음 어미 앞에서 

‘-(으)옵-’， ‘-삽-’， ‘-사옵-’， ‘-잡-’， ‘-자옵-’이 개재된 경우이다. (17ï , γ) 

에서 보듯이 ‘-으오-’， ‘-으옵-’이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옴 경우는 약간 어썩 

하다. 이 경우는 보통 (1 7L , ι)에서처럼 ‘-사오-’， ‘-사옵-’이 오는 게 일 

반적이다. 또， (17 c , c' , c")의 ‘-자오-’， ‘-잡-’， ‘-자옵-’은 충세 국어와 

달리 ‘묻 듣-’ 따위와 같은 ‘ c ’ 받침으로 끝나는 일부 용언 뒤에서만 자연 

스럽게 쓰이고， 이때에도 ‘-사오-’， ‘-삽-’， ‘-사옵-’이 그 자리에 쓰일 수 있 

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는 선행 어간이 받침 있는 경우는 ‘-사요-’ 계열 

이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 계열이 온다고 보아 좋을 듯하다. (17 

디， 1:")의 ‘-사옵-’， ‘-자옵-’은 각각 ‘-사오-’， ‘-삽-’ 및 ‘-자오-’， ‘-잡-’의 

혼합형으로서， 공손의 정도가 더 강한 느낌을 준다. 

결국， (1 7)과 같은 형태소의 존재는 ‘-습-’의 후대형이 두 가지가 있음을 

밝혀 주고 있다. ‘-님/습-’은 합쇼체 표지의 일부이나， ‘-(으)오-’， ‘-(으)옵-’， 

‘-사오-’， ‘-사옵-’ 등은 화자 겸양의 선어말 어미이다. 전자는 ‘-습니다’， 

‘-습니까’에서만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나， 후자는 종결 어미뿐만 아니라 

연결 어미 앞에도 냐타나는， 매우 분포가 넓은 어미이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 이래 선 

어말 어미 ‘-리-’ 뒤에는 ‘-다’가 아니라 ‘-라’가 왔는데， ‘하리라’와 ‘하리다’ 

를 비교해 볼 때 ‘하리다’는 ‘하-+-리-+-이-+-다’로 분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46 ‘-리-’ 뒤에 ‘-이-’를 상정하지 않으면 ‘-리다’ 형식의 존재를 설 

45‘먹습니다’의 ‘-습-’은 위에서 제시된 ‘-(으)오-’， ‘-(으)융-’， ‘-사오-’， ‘-사융-’ 
풍과 다른 형태소로서 받침없는 어간 뒤에서는 ‘-닙-’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먹사 
옵니다’는 ‘-습-’이 ‘-사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먹-’에 ‘-사오-’가 결합한 형 
식이 받침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닙니다’가 온 것일 뿐이다. 

46현대 국어에서 형태소 ‘-이-’의 존재를 논증하고자 한 대표적 논의로는 한동완 
(1988) , 서청목(1988)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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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하리라’와 ‘하리다’는 대우법상으로도 ‘하리 

다’가 더 존대의 표현이다. 

그런데， ‘-습니다’에서 ‘-습-’과 ‘-야-’의 기능율 확인했다고 해서 이들이 

각각 다른 기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올 듯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습-’은 ‘-이-’에 의존하여서만 출현하고， 그 기능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습니다’가 역사적으로 ‘-습」니이다’에서 

기원했다고 할 때， ‘-습-’과 ‘-에-’는 기능이 합류되어 함께 공손을 표 

시하는 일종의 불연속 형태로 변화했고， ‘-，，-’와 ‘-니-’는 차츰 콩형태 

화하는 길을 겪었다고 보고자 한다. 족， ‘-습니-’는 기능 단위 분석에서도 

하나의 단위로 파악되는 것이다47 ‘-습니다’， ‘-습니까’에 대한 기능 단위 

분석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 (18)과 같다. 

(18) 1. 먹-+-었-+-습니-+-다=먹-+과거+공손+평서 

L. 먹-+-었-+-습니-+-까=먹-+과거+콩손+의문 

2.2.5. 기능 단위와 통합 단위 

이제까지 우리는 통사론의 기본 단위를 확립하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사 단위의 다양한 양상을 검토하여 왔다. 통사 단위는 그 분석 방식에 따 

라 기능 단위， 통합 단위， 계열 단위로 나궐 수 있다. 기능 단위는 구 이상 

의 단위를 작용 영역으로 하여 특정의 통사척 기능을 발휘하는 최소의 단위 

이고， 통합 단위는 통합력을 지니는 통사 단위이다. 그리고 계열 단위는 통 

합 관계에 바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전자만이 콩시척인 계열 

관계로 볼 수 있고， 후자는 화석적인 계열 관계에 불과함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공시적인 계열 관계가 통합 관계에 바탕하는 한， 국어 문법에 유 

효한 통사 단위는 기능 단위와 통합 단위인 것으로 보인다. 기능 단위는 기 

존의 형태소와 비슷하나，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어휘 형태는 그것 

이 단일한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는 한 하나의 기능 단위로 처리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었다. 또， 통합 단위는 기존의 어미와 비슷하나， 어미는 활용 요 

소만을 지칭하는 데 비해 통합 단위는 그것이 통합력을 지니는 단위라면， 

활용하지 않는 요소도 포괄한다는 차이가 었다. 

결국， 통사론에는 두 단위가 있는 셈이다. 하나는 통사척 기능에 따른 분 

석 단위이고， 또 하나는 통합 관계에 따른 분석 단위이다. 따라서， 통사론 

47흑자는 ‘-습니-’를 ‘-습디-’와 비교하여 ‘-습-+-니-’로 분석하고， ‘-습-’과 ‘-니-’ 
가 기능상 한 덩어리로 되는 현상은 ‘-습-’의 ‘-니-’로의 핵이통으로 설명하려고 할 
지 모르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D-구조에서 ‘-습-’과 ‘-니-’ 
가 각각 하나의 통사 단위로 존재함을 논중할 방토롤 찾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설 
명을 통해 얻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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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두 충위가 있게 마련인데， 기능 단위에 바탕한 통사론과 통합 단위에 

바탕한 통사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충위의 통사론은 그 충위 내 

부의 성격을 탕구한다는 점에서 정적(靜的) 통사론이라면， 기능 단위 충위 

의 통사론과 통합 단위 충위의 통사론의 관계를 탐구하는 통사론은 동적 

(動的) 통사론이라 할 것이다. 국어에는 여러 개의 기능 단위가 융합되어 

하나의 통합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능 단위를 통사척 원자 (syn

tactic atom)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특정 기능 단위들의 결합야 하나의 

통합 단위로 행동하는 메차니즘을 제대로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햇 
이!상의 체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09) ï. 통사론의 두 단위 

-기능단위 

-통합단위 

L. 통사론의 두 충위 : 정척 통사론 

-기능 단위 통사론 

-통합 단위 통사론 

C. 기능 단위 통사론과 통합 단위 통사론의 관계론 : 동적 통샤론 

3. 범주화의 문제 

3. 1. ‘고’의 범주 

앞 장에서는 통사론 논의에 기초가 되는 통사 단위를 설청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의 분석 기준과 그에 따른 통사 단위의 다양한 성격에 대해 논의하 

였으나， 본장에서는 이렇게 분석된 각 단위들이 통사론 체계 내에서 어떻게 

범주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의 대상으로는 그 범주에 대한 이견이 가장 두드러진 ‘고’를 선택하 

였다. 그 동안에 ‘고’는 주로 인용격 조사， 인용 조사， 보문자로 범주화되였 

는데， 이러한 기존 논의는 자기 주창을 뒷받침하는 논거와 상대방 주장을 

부정하는 논거에 대한 기술이 빈약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말 어미， 조 

샤 등 전통적인 범주 명칭과 외국 이론에 기반한 보문자라는 범주 명청이 

뚜렷한 개념 정립 없이 뒤섞여 있었다는 문제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장에셔는 ‘고’에 대한 기존 논의의 근거들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 

으로 ‘고’에 대한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범주화의 문 

제가 문법 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범주는 특정의 

48이러한 방식 중의 하냐로 책 이동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엄동훈(1991 L)에 
서는 기능 단위와 통합 단위의 관계를 핵 이통의 방식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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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체계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고 륙청의 문법 체계 내에서만 그 내용 

올 가지기 때문이다. 

3. 1. 1. 어말 어미설 
현대 국어에서 ‘고’가 어말 어미업을 주장하는 논의는 거의 찾아 보기 어 

렵다. 그러나， 보문자 개념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논의가 어발 어미를 보푼 

자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고’를 보문자(補文子， complementizer)로 파악하 

는 대부분의 논의가 암묵적￡로 ‘고’를 어말 어미로 이해하였다고 보아 좋 

을 듯하다. 그렇다면， ‘고’에 대한 어말 어미셜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아 

직까지 유지되어 온 셈이다. 

‘고’의 어말 어미설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는 ‘고’의 역사적 형성 과정이 

다. 중세 국어에서 인용문의 대표척 형식은 다음과 같았다. 

(20) -'. NP이 닐오뎌 S 좋다. 

껴 우리 닐오뎌 本來 求좋논 딛 옴 업다01다 좋노니 (월석 13:37 -,) 

치 사클미 결온단 南까l‘lλ 길헤 꾀햇 나버 나모마다 톨엿다 호는단 

(두시 초 17 : 37 -,) 

L.NP이 S 향야 니딛다. 

L: 釋週후尼佛이 十方 Q 로셔 오신 分身佛둘훌 各各 本土애 도라 

가쇼셔 향야 니 클샤뎌 (월석 18:19L) 

(20)은 ‘말하다’류에 속하는 통사 ‘니딛다’가 쓰인 대표적인 인용문으로 

서， (20-γ ， 1" , 1.-’)은 (20-' , L) 유형에 해당하는 실제 예이다. (20-')의 

형식은 현대 국어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고， (20L)은 현대 국어의 ‘NP이 

S고 말하다’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중세 국어 문헌 자료는 대부분 문어(文語)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문 원본을 저본(底本)으로 토를 단 뒤 축어적(逢語的)으로 언해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중세 국어 문현 자료들은 한문 구조 

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20 -,) 유형도 한문 구조가 언해문에 간섭 

한 예로 보인다. (20 -, ) 유형인 (20 -''')의 원문은 ‘A說南州路山獲樹樹愚’

인데， 한문 원문의 구조가 언해 과정에 간섭하여 원문의 ‘說’을 ‘닐오뎌’로 

번역하고， 다시 피인용문 뒤에 ‘좋\;-다’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앤 만약 이 
한문을 국어 문장 구조에 맞게 번역하면· ‘사딛미 南J‘l‘|λ 길헤 되햇 나버 나 

모마다 톨엿다 니곧\;-다’ 청도가 될 것이다. 국어에서는 ‘주어-목적어-서술 

어’ 구조나 ‘주어-부사어-서술어’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20 -,) 

유형의 인용문은 순수한 국어 인용문 구조라기보다 위와 같이 한문 구조의 

49 (20 -, ")의 예와 이에 대한 설명은 정희창(1994 : 2)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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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에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20L) 유형의 인용문은 현대 국어에서도 이와 버슷한 유형을 찾을 수 
있다. 다만， (20L)과 현대 국어 인용문의 차이는 현대 국어라면 인용의 

‘고’가 올 자리에 중세 국어에서는 ‘향야’가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 국 

어의 ‘고’가 어말 어미라는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흉야’가 ‘고’ 

로 바뀌게 되는지를 셜명하면 될 것이다. 

먼저， ‘후야’가 ‘후고’로 바뀌는 과정은 근대 국어에서 연결 어미 ‘-아’가 

‘-고’로 바뀌는 흐름에 영향을 업은 것으로 보인다. 중세 국어에서 연결 어 

미 ‘-아’에 의해 이루어진 구성이 근대 국어에서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야루어진 구성으로 바뀌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50 다만， ‘후야’가 ‘좋고’ 
로 바핀 ‘NP이 S 좋고 니 닫다’ 구조는 문헌에서 찾기 어려운데， 이는 ‘NP 
야 S 좋고 니클다’ 구문이 구어척언 형식이란 점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문 
헌 자료는 대부분 문어를 반영하며， 구어는 아주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을 듯 

하기 때문이다. ‘NP이 S 좋고 니 딛다’ 구조는 그 이후 근대 국어 말에 이 
르러， ‘좋고’가 ‘고’로 줄어들면서 ‘NP이 S고 이르다’ 구조로 발달하게 되었 

을 것이다. ‘고’에 대한 이러한 역사척 이해는 현대 국어 인용문의 ‘고’가 비 

록 어간의 소멸이라는 형태론적 변화를 입었으나 여전히 어말 어미일 것이 

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대 국어 인용문의 ‘고’가 중세 국어의 ‘후야’에서 유래하였다고 

해서 ‘고’가 여전히 어말 어미라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NP이 S 
좋야 V’51 구문에서 피 인용문 S는 (20나 )에서 보듯이 상대 경어법과 문말 
억양이 실현된 직접 인용문도 올 수 있는데 반해， 현대 국어의 ‘NP이 S고 

V’ 구문은 피언용문으로 상대 경어 등급이 중화되고 문말 억양이 실현되지 

않은 간접 언용문만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좋야’의 성격과 ‘고’의 

성격이 같다고 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52 

중세 국어 인용문은 ‘NP이 S 후야 V’보다 ‘좋야’가 빠진 ‘NP이 s v’가 
더 빈번히 나타나는데， 이는 ‘흉야’가 대통사라기보다 형식 통사에 가까운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NP이 S 후야 V’ 구문과 ‘좋야’가 빠진 

‘NP이 sv’ 구문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현 ‘후야’는 생략되거나 삽 

5。이기갑(1981)에서는 근대 국어에서 연결 어미 ‘-아>-고’의 변화는 단순한 어 
미의 교체가 아니라 공존하였던 두 어미 가운데 ‘-아’가 그 쓰업의 분포룰 줄인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진원지는 ‘-아 잇다’ 구성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51 여기서 V는 ‘니곧다’와 같은 인용 통사를 나타낸다. 
52중세 국어의 ‘좋야’와 현대 국어의 ‘고’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논의는 

3. 1.2.에서 더 자세히 이루어질 것이다. 

53 ‘NP이 S 좋야 V’ 구문과 ‘NP이 SV’ 구문이 정말 질적￡로 통일한 구문인지 
는 확실치 않다. 가령， 전자의 S의 성격과 후자의 S의 성격이 다롤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또 ‘S 흉야 V’에서 S와 V의 관계가 불규칙적이라면， ‘후야’가 빠진 ‘sv’ 
형식이 나타나기 어렵다든가 하는 제약이 폰재할 수도 었다. 현대 국어에서도 ‘고’ 
의 탈락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실력만 있으면 향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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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좋야’가 대통사라면 생략이나 삽입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NP이 S 좋야 V’에서 ‘좋야’는 언 

해자가 피인용문 S와 인용 통사 V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나타내고자 
할 때 수의적으로 삽입했던 형식 통사로 보고자 한다현 즉， 중세 국어 당시 

에도 ‘흉야’는 동사 ‘좋-’의 온천한 부동사형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문법화를 

겪어 첨사화해 가는 과정에 있는 요소로 보는 것이다. 다만， ‘좋야’는 현대 

국어의 ‘고’처럼 완전히 문법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피인용문으로 올 수 

있는 표현이 제약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현대 국어 인용문의 ‘고’가 어말 어미라는 주장의 근거는 위에서 살 

펴본 통시적인 것 외에 ‘NP이 S고 V’의 기저 구조가 ‘NP이 S 하고 V’라는 

공시적언 것이 있다. 즉， ‘NP이 S고 V’와 ‘NP이 S 하고 V’는 그 구조가 같 

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고’에서 ‘하’가 떨어지는 과정이 공시적인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NP이 S 하고 V’와 ‘NP이 S고 V’가 통일한 구조 

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근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1) -'. 냐는 남북이 곧 통얼된다고 생각한다. 

-,: ??냐는 남북이 곧 통일된다 하고 생각한다. 

치 ??나는 남북이 곧 통일된다 생각한다. 

L. 그는 영희가 수학을 잘한다고 말했다. 

니 ??그는 영희가 수학을 잘한다 하고 말했다. 

디 ??그는 영희가 수학을 잘한다 말했다. 

(21 -,,-'’, .")은 인용 통사가 인지 행위(認知行寫)를 나타내는 예이고， 

(21 L , L' , 디)은 인용 통사가 발화 행위(發話行寫)를 나타내는 예이다. 

(21-" L)의 ‘고’가 어미임을 주장하는 논의는 (21-" L)의 기저 구조가 

(21γ ， L') 이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1γ ， L’)의 ‘하고’에서 ‘-고’ 

가 어미라면， 이에서 공시적으로 줄어든 (21) 의 ‘고’ 역시 어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1γ ， 니)은 (21-" L)의 기저 구조로 볼 수 없 

다. (21γ ， ν)은 피언용문이 직접 인용된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 

기 때문이다. 또 (21γ ， L')의 ‘하고’가 (21-" L)의 ‘고’로 줄어드는 과정 

은 공시적인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22) 끼. 부총리는 대북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L. ’*부총리는 대북 상황이 유통적이라 하고 말했다. 

54물론， ‘NP이 S 좋야 V’에서 ‘좋야’가 랄락되어 ‘NP이 sv’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에도 ‘후야’는 그것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대동사라기보 

다 피언용문과 인용 통사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형식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 
에 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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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총리는 대북 상황이 유통적이다 하고 말했다. 

C. 부총리는 대북 상황이 유통적이라 말했다. 

c: ??부총리는 대북 상황이 유통척이다 말했다. 

(22)는 피언용문의 서술어로 계사 ‘이-’가 온 예이다. 만약 (22)도 위의 

논리로 설명한다면， 기저 구조언 (22L)에서 ‘하-’가 탈락하여 (22 , )이 형 

성된다고 하여야 하나， (22L)은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이다. 계사 

‘이-’가 평서의 종결 어미로 ‘-라’를 취하는 것은 중세 국어의 습성일 뿐， 현 

대 국어에서는 계사 ‘이-’ 뒤에 평서의 종결 어미로 ‘-다’만이 오기 때문이 

다. 그리고， 계사 ‘이다’가 ‘-다’를 취한 (22L’)의 구조도 피인용문과 ‘하고’ 

사이에 휴지를 두어 피언용문이 직접 언용A로 발화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 

기 어렵다. 결국， 공시적￡로 ‘N이다 하고’에서는 ‘N이라고’를 유도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하고’가 피언용문과 축약되어 ‘고’가 형성되는 과청은 공시 

척언 것으로 볼 수 없다. ‘N이라고 V’는 ‘N이라 하고 V’가 가능했던 때에 

형성되어 통시적으로 굳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 국어 언용문의 ‘고’를 어말 어미로 보고자 하는 논의는 일부 환경에 

서， ‘고’가 탈락하는 현상에 대해 이는 ‘고’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저 

구조에서 ‘하고’가 탈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현 즉， 앞 예에서 (21 ,", 디) 

은 (21" L)에서 ‘고’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21γ ， L")에서 ‘하고’가 탈 

락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피언용문과 인용 통사 사이에 아무 것 

도 오지 않은 (21 ,If, Lη은 그 수용성 (acceptability) 이 ‘고’가 쓰인 (21 " 

L)과 다르고， ‘하고’가 쓰인 (21γ ， L')과 같다는 것을 든다. 그러나， 수 

용성의 유사성만으로 (21γ)의 기저를 (21 ，’)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 

다. ‘하고’가 쓰인 (21γ)의 구문은 피언용문이 직접 인용의 성격올 가지지 

않는다면 거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피인용운과 인용 통사 사이에 아무 것 

도 요지 않은 (21 ，")의 구문은 경우에 따라 훨씬 수용성이 냐아지기 때문 

이다. 다음 예를 보자. 

(23) '. 갑돌이는 여전히 갑순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키 ??갑돌이는 여전히 갑순이가 자기를 좋아한다 하고 생각했어요. 

치 갑돌이는 여전히 갑순이가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했어요. 

L. 할아버지는 내일 집에 내려가신다고 했어요. 

L: *할아버지는 내일 집에 내려가신다 하고 했어요. 
L': 할아버지는 내일 집에 내려가신다 했어요. 

(23)은 (21)과 그 구조가 통일한 예이나， 그 수용성은 적지 않은 차이가 

55 01 러한 주장은 이숭재(1993) 이 대표적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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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피인용문과 인용 동사 사이에 ‘하고’가 개재한 (23γ ， L’)은 피언용 

문이 적접 인용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한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피 

인용문과 인용 통사 사이에 아무 것도 오지 않은 (23 -,", 1-")은 그 수용성 

이 훨씬 좋다. 이는 ‘NP이 S고 V’의 기저 문장으로 ‘NP이 S 하고 V’를 설 

청하는 것이 수용성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더구나， 인 

용 통사로 ‘하다’가 옹 (23L)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피언용문과 인용 통 

사 ‘하다’ 사이에 ‘하고’가 올 수 없다. 

결국， ‘NP이 S고 V’와 ‘NP이 S 하고 V’는 서로 다른 구문￡로 보아야 

할 것이다현 후자의 구문은 전자의 구문과 관련이 있으나， 이러한 관련은 
콩시적인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것일 뿐이고， 후자가 전자로 변화한 결과 

‘하고’와 ‘고’의 범주척 성격도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3. 1.2. 격조사설 

앞 절에서는 현대 국어 인용문의 ‘고’를 어말 어미로 보는 논의를 소개하 

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데， 본절에서는 ‘고’를 격조사로 보는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를 격조사로 보는 주된 근거는 ‘고’가 탈락가능하다는 데 었다. 만약 

‘고’를 어말 어미로 본다면， 어말 어미가 탈락한다고 기술해야 하는데， 이는 

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24) -'. 내가 영수에게 책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 내가 영수에게 책을 벌려 달라 부학했다. 

L. 그는 요즘 너무 바빠 죽을 지경이라고 하더군. 

μ 그는 요즘 너무 바빠 죽을 지경이라 하더군. 

C. 영수가 어느 책이 철수 책이냐고 묻더군. 

c: 영수가 어느 책이 철수 책이냐 묻더군. 

(24γL’， τ)은 (24 -', L , c)에서 ‘고’가 탈락된 것인데， 모두 쉽게 

받아플얼 수 있는 예문들이다. 이러한 샤실은 척어도 일부 환경에서는 ‘고’ 

의 탈락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국어에서 어말 어미는 탈락하는 경 

우가 없고 격조사는 일부 환경에서 탈락한다는 점에서57 ‘고’가 탈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고’가 어말 어미라기보다 격조사일 가능성을 한껏 높여 준 

56 ‘NP이 S고 V’의 기저 문창으로 ‘NP이 S 하고 V’를 설정한 논의는 어떤 조건 
에서 ‘하고’가 랄락하여 ‘NP이 s v’류의 문장을 형성하고， 어떤 조건에서 피 언용 
문과 ‘하고’의 화합(化合)이 이루어져 ‘NP이 S고 V’류의 문장을 형성하는지 설명 

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약정도 었 
다. 

57격조사 생략이 가지는 성격에 대해서는 엄통훈(1991 c)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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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고’가 탈락한다는 사실은 ‘고’를 격조사로 보는 필요 조건은 될 

지언정 충분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고’의 범주를 격조사로 판청하기 위해 

서는 ‘고’가 격조사라는 보다 척극적인 근거를 찾아 보아야 한다. 

‘고’가 격조사라는 적극적인 근거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고’의 탈락 양상이 다른 격조사의 탈락 양상과 비슷하다. 다음 예를 보 

기로하자. 

(25) -'. 갑돌이는 여전히 감순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껴 갑돌이는 갑순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L.CNN은 부시가 근소한 표 차이로 클린턴을 바짝 뒤쫓고 있다* 

(고) 보도했다. 

μ 그는 집에 간다(고) 말했다. 

c. 영수가 어느 책이 철수 책이냐고 묻더군. 

d 영수가 묻더군. 어느 책이 철수 책이냐*(고). 

c": 영수가 어느 책이 철수 책이냐*(고) 끈질기게 묻더군. 

(26) -,. 보통 영화가 시작될 때면 관중은 일어서서 애국가*(를) 부른다. 

껴 아까 애국가(을) 부른 사람이 우리 형이야. 

L. 티토는 정권 초기부터 스탈린의 지배 정책*(을) 거부하였다. 

L: 철수가 영회의 손*(을) 잡았다. 
L'~ 철수가 손(을) 잡았어요. 

c. 철수가 잡았어. 영희의 손*(을). 

c: 철수가 영희의 손*(을) 완강하게 잡았어. 

(25)는 인용문의 ‘고’가 탈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예 이고， (26)은 격조사 

‘을’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예이다. (25-' , -，')은 문체에 따라 ‘고’가 

쉽게 탈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을 보여 준다. 문어체인 (25 -, )에서 

는 ‘고’가 탈락하기 어려우나， 구어체인 (25 -,' )에서는 ‘고’의 탈락이 한결 

쉽다. 이러한 양상은 격조사 ‘을’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문어체인 (26 -, )에 

서는 ‘을’의 탈락이 어려우나 구어체인 (26 -，’)에서는 ‘을’의 탈락이 자연스 

렵다. 

(25L , L ’ )은 피 인용문이 길거나 청자가 알지 못한 아주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을 때에는 피인용문과 인용 동사 사이에 오는 ‘고’의 탈락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피얀용문이 짧거나 청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었으면 ‘고’의 탈락이 용이함을 보여 준다. (25L)에서는 피인용문이 

청자에게 아주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도 상당히 길 

어서 ‘고’가 탈락하기 어렵고， (25L’)에서는 피언용문의 길이도 짧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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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피언용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화자 및 청자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예컨대， 평소에도 그는 집에 자주 갔다든지， 또는 집에 가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흔히 있는 얼이라든지 하여-것이라는 점에서 ‘고’가 비 

교척 용이하게 탈락하는 듯하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격조사 탈락의 경우에 

도 발견된다. (26L)은 목척어의 내용이 청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을’이 탈락하기 어려우며， (26ν)은 (26 L")과 

비교할 때 ‘영회의’에 의해 목적어가 더 륙정화(specification)되었다는 점에 

서 ‘을’이 탈락하기 어려운 듯하다. 특청척인(specific) 안 명사는 화자의 앓 

의 세계에서는 구체화되어 있으나 청자의 앓의 세계에서는 아직 구체화하 

지 않은 것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반면에， (26ι" )처럼 화자와 청자의 앓의 

세계에 공히 구체화되어 있는 한정척 인(definite) 명사가 목적어로 오면 

‘을’의 탈락이 한결 쉬워진다. 

(25c , c' , c")은 피인용문과 인용 통사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개재 

하거나， 피인용문과 인용 동사의 어순이 도치되면 ‘고’가 탈락하지 옷함을 

보이는 예인데， 이는 ‘고’가 피인용문의 문법적 직능(grammatical function) 

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언다. 이러한 양상은 (26c , c') 에서 보듯이 

격조사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둘째， 피언용문 자체는 명사적인 성격을 가지나， 피인용문에 ‘고’가 결합 

한 구성은 부사어의 문법적 직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고’가 부사격의 기 

능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피언용문은 명사적 성격을 띠 

었다. 중세 국어의 확인법 선어말 어미는 일반적으로 선행 통사가 비타통사 

얼 때에는 ‘-거-’로， 타통사일 때에는 ‘-어-’로 나타났는데현 인용문의 인용 

통사는 대개 ‘-어-’와 결합했다는 점에서59 피언용문이 인용 통사의 목적어 

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피언용문이 명사척 성격을 띠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 ‘주그시다 말좋다’라는 인 

용문에 대응하는 명사구는 피언용푼에 속격 조사‘λ’이 결합한‘주그시닷말’ 

58고영근(1980)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선행 통사의 타통성 유무에 따라 
‘-거-’와 ‘-어-’가 교체된다는 논의는 표면적 현상에 대한 기술얼 뿐이라고 볼 수 

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거-’와 ‘-어-’의 미묘하지만 구별되는 의미가 이러한 표 
면적 현상을 유래했다고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거-’와 ‘-어-’ 

는 통일한 형태소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대한다. 
59이에 대해서는 고영근(1985)를 참조하기 바란다. 
놈 믹본 쁘툴 툴따 좋야시놀 (월석 2: 64) 
거춧 이 를 더르쇼셔 향야놀 (월석 2: 72) 
달라 좋얀 디 半年 (초간 박통사 상 : 35) (밑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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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 역시 피인용문이 명사적 성격을 띠었음을 보여 준다띤 그런데， 피 
인용문의 지위에 관한 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현대 국어의 피인용문 역시 중세 국어와 마찬가지로 명사적 성격 

을 띠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이처럼 명사척 성격올 띠는 것으로 보이는 피인용문이 ‘고’와 결합하여 
안용문 내에서 가지는 문법적 직능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사어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7) -'. 철수는 영회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L. 철수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큰 오해였어. 

(27 -, )에서 피언용문에 ‘고’가 결합한 표현은 (27L)에서 보듯이 일반척 

A로 부사적 기능을 하는 ‘그렇게’에 의해 대체된다힌 이는 ‘고’가 선행 성분 
이 부사어업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다62 
셋째， 통시적으로 현대 국어 인용문의 ‘고’가 중세 국어 인용문의 ‘좋야’ 

에서 유래한 형식이라고 할 때， ‘고’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충세 국어에서 대표척인 인용문 형식 충의 하나는 ‘NP이 S 좋야 
V’이었다. 그런데， 01 현희(198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좋야’는 피인용문 

S확 인용 통사 V를 통사척으로 연결시커 주는 기능만을 하는 순전히 형식 

적언 요소로서， ‘S 흉야’는 인용 통사 V를 꾸미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좋야’가 ‘·흉고’ 단계를 거쳐 ‘고’로 문법화하는 과정에서 ‘고’는 이 

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명실상부한 부사격 조사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중셰 국어의 ‘좋야’는 통사 ‘좋-’ 

의 온전한 부통사형이라기보다 첨사화하는 과정에 있는 형식이었는데현 ‘좋 
야’가 ‘고’로 변함과 동시에 ‘고’는 그 앞의 피인용문에 음운론적으로 유착되 

어야 통사 ‘후-’와의 관련성을 끊고 하나의 조사로 변했던 것이다. 

6O ó1밖에도 충세 국어 인용문의 피인용문이 명사척 성격을 띤다는 중거는 또 있 
다. 피인용문 뒤에는 형식 명샤 ‘뿐’이나 보조 조사 ‘도’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회 (1994: 349)를 참조하라. 

처엄 地예 네 보라뿐 니달시고 (능엄 3 : 96) 
스숭 업시 절로 알써 獨쩔이라도 좋t.，.니 (월석 2 : 20) (밑줄 필자) 

611이는 ‘고’의 전신인 ‘*융고’ 역시 부사척 기능을 담당했을 가놓성을 제기한다. 
현대 국어의 서남 방언에서는 부동사형 어미 ‘-고’가 부사척 기능을 함이 알려져 

있다. “그러고 다니니까 아버지에게 꾸충을 듣지 !"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62-이러한 근거에서 ‘고’를 부사격 조사로 본 논의는 박만규(1993)이 었다. 
63이처럼 ‘좋야’는 대단히 잉여적이고 청사척인 요소였기 때문에， 피언용문과 인 
용 통사 사이에 다른 요소들이 개재되어 있을 경우에나 나타날 뿐 그외에는 찰 나 

타나지 않았다. 이현회(1986)올 참조하기 바란다. 

64'‘고’가 그 앞의 피인용문에 음운론적으로 유착된 결과 현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와 달리 피인용운으로 문말 억양과 휴지를 통반하는 직접 인용문은 요지 못하 
게 되었다. 즉， ‘흉야’가 ‘고’로 문법화한 사실은 피언용문의 성격 변화에 충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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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를 부사격 조사로 보면 현대 국어에서 ‘-다고’ 등이 접속 어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8) -'. 농부들은 비가 안 옴다고 걱정한다. 
-，:농부들은 비가 안 옹다고 하며 걱정한다. 

L. 명희는 남편에게 늦게 들어왔다고 인상을 썼다. 

니 ?명희는 남편에게 늦게 들어왔다고 하며 인상을 썼다. 

c.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단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c: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하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 

냐? 

(28)의 ‘-다고’는 선행절의 내용이 후행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냐타 

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거의 접속 어미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28 
기， L)의 경우는 (28 -, " L')에서 보듯이 ‘-다고’ 뒤에 상위문 통사로 ‘하 

며’ 등을 상청하여 ‘-다고’의 ‘고’가 다른 인용문의 ‘고’와 다를 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하며’가 상정된 문장은 그 수용성이 ‘하며’가 상정되지 

않은 문장에 비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8c , c')에서 보듯이 ‘-다고’ 뒤 

에 상위문 통사로 ‘하며’ 등을 상청키 어려운 문장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접 

속 어미화하는 과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고’를 부사격 조사로 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듯하다. 어말 어미와 격조 

사， 특히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접속 어미화한 것은 역사척으로 다수 존 

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접속 어미 ‘-매’는 통명사형 어미 ‘-(오/우)口’에 

처격 조사 ‘애’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고， ‘-므로’는 동명사형 어미에 구격 

(具格) 조사 ‘(으)로’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현 ‘고’가 피언용문의 어말 

어미와 화합되어 하나의 접속 어미로 기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보이 

는데， 이는 ‘후-’의 부통사형 ‘좋야’ 및 ‘*좋고’가 격조사 ‘고’로 범주 전환된 

후에야 ‘-다고’가 하냐의 접속 어미로 기능하게 됨을 보여 준다. 

그밖에도 ‘고’가 어말 어미가 아니라 격조사라는 근거는 더 찾아질 수 있 

는데， 그 중의 하나는 ‘고’를 취하는 통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일 것이 

다. 만약， ‘고’가 여전히 어말 어미라면 그 뒤에 올 수 있는 통사 부류가 제 

한된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을 떠나 

통사척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국어에서 접속 어미 ‘-고’ 다음에 오는 통 

사 부류는 거의 제한되지 않는다. 결국，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에 참여하 

는 명사구나 문장이 서술어에 대해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격 (Case)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는 피인용문 S와 서술어 V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라 

65‘-매’와 ‘-므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이기문(1972) ， 이현희 (1991)가 창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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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격조사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련데， ‘고’가 격조사라면 왜 다른 격조사와 달리 ‘고’는 ‘-다냐라， 

-자’로 끝나는 일부 문장 성분에만 붙으며66 더구나 이 문장 성분은 문말 

억양과 경어법 등분이 충화된다는 분포 제약을 가지는가? 이는 ‘고’가 기원 

적으로 통사 ‘후-’에 부통사형 어미 ‘-어’가 결합한 ‘향야’에서 유래하였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좋야’ 앞에 오는 피언 

용문은 문장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것도 있으나 대개는 문장적 지위를 가졌 

는데， ‘좋야’가 ‘*좋고’를 거쳐 ‘고’로 문법화하는 과정에서 피언용문과 ‘고’ 

가 음운론척으로 유착되게 되자 피언용문은 억양과 경어법 등분이 중화되 

고， 피인용문으로는 문창척 지위를 가지지 못한 표현은 오기 어렵게 된 듯 

하다. 문장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표현들은 대개 ‘앵’， ‘嗚呼’ 따위처럼 억양 

이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발화체들이었기 때문이다.~7 

한편， 현대 국어에서 ‘고’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형식으로는 ‘는’을 들 

수 있을 듯하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9) -'.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는 말을 하였다. 

L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고 하는 말을 하였다. 

C.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는jLj*던j??하는j*하던} 말을 하였다. 

(29 -, )의 ‘는’은 선행하는 ‘명희가 결혼했다’와 후행하는 ‘말’의 문법적 관 
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와 마찬가지로 억양과 경어 

법 등분이 중화되고 ‘-다냐라자’로 끝나는 일부 문창 성분만을 선 

행 성분￡로 취한다. 흑자는 (29 -, )의 ‘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에 불과하 
며 (29 -, )은 (29 L, )에서 ‘고 하-’가 탈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지 모르 

냐，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29-') 의 ‘는’은 (29c)에서 보듯이 ‘던’과 대립하지 못할 뿐더러 

‘하는’으로 환원되기도 어렵다68 ‘는’이 ‘하는’으로 환원될 때에는 ‘하는’과 

66물론， 현대 국어에도 문장 뒤에만 결합하는 조사가 없지는 않다. ‘그려’ 퉁이 
대표척이라 할 것이다. “벌써 옵니다그려 !”, “빨리도 오네그려" 퉁이 이에 해당 
한다. 
67다음의 예가 참고된다. 예는 정회창(1994 : 12) 에서 재인용하였다. 
唯然은 앵 좋 돗 흔 마리라 (월석 11 : 1097}) 
양예 이 이롤 4랑좋야 嗚呼 향야 (법화 2:9L) 
假좋야 니 g쇼셔 니딛샤R (원각 상 2-2 : 8 -,) (밑줄 펼자) 

68흑자는 ‘간다는/간다던 사랑’의 예를 들어 ‘는’과 ‘던’이 계 열 관계를 이루어 대 
립한다고 할지 모르나， 이는 (29 -, )과 다른 구문이다. ‘간다는/간다던 사람’은 관 
형절의 한 성분과 관형절이 꾸미고 있는 핵심 명사가 통일한 관계절 (relative 
clause) 이나， (29 -, )은 관형절이 후행하는 핵심 명사의 내용을 표시하는 보절 
(complement clause) 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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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앞의 피언용문 사이에는 휴지(pause)가 오고， 피인용문은 강조되거나 칙 

접 인용되는 느낌을 준다. 이는 (29 -, )의 구조와 ‘는’ 자리에 ‘하는’이 옹 

(29 1-)의 구조가 같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29 -, )의 ‘는’은 (29 c)에서 보듯이 ‘L’으로 줄어들 수 었 

다. 이 역시 (29-' )의 ‘는’이 보통의 관형사형 어미와 다름을 뚜렷이 보여 

준다. 물론， 현대 국어 의문형 어미 ‘-느냐(먹느냐?)’가 구어체에서 ‘-냐(먹 

냐?)’로 줄어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29 기 )의 ‘는’이 ‘ L’으로 줄어 

드는 것을 선어말 어미 ‘-느-’의 기능 쇠퇴에 따른 자연스려운 결과라고 이 

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환경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1-’으 

로 줄어드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29 -，)의 ‘는’은 척어도 다른 환 

경의 관형사형 어미와 함께 처리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29 -，)의 ‘는’에 

서 줄어든 ‘L’은 정상적인 관형사형 어미 ‘-1-’과 달리 그 시제 내용이 과 

거가 아니라 향상 현재라는 특정이 있다. 

이제 우리는 (29 -，)이 (29 1-)에서 ‘고 하-’가 탈락한 구조라는 주장의 문 

제점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29 -, )의 ‘는’이 속격 조사이거나 속격 조사화 

하는 과정에 있는 형식임을 밝힐 차례이다. 

(30) -,. NP이 s (좋야) 니 클다， NP이 S 좋다 • NP이 s (후야) 니 
긍논 말， NP이 S 향논 말 

L.NP이 S 좋논 말 • S 좋논 말， NP이 s-λ 말 • NP이 S-L 

말 • NP이 S-는 말 

c. NP이 S 좋논 말 • S 좋논 말 • S 하는 말 -• S-는 말 

c:NP이 S 흉논 말 • S 좋논 말， S 하는 말 • S-고 하는 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중세 국어 인용문의 대표척인 형식은 ‘NP이 S (좋 
야) v’이다. (30-')의 ‘NP이 S (흉야) 니 클다’는 인용 통사로 ‘니 클다’가 
온 예인데， 이 구문은 피인용문과 인용 통사 사이에 ‘좋야’가 수의적으로 개 

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용 통사로 ‘좋다’가 오면 그 음성적 통형성￡로 말 

미암아 피언용문과 인용 통사 사이에 ‘좋야’가 오지 못하여 ‘NP이 S 좋다’ 
로 나타난다. 그런데， ‘NP이 S (좋야) 니클다’나 ‘NP이 S 흉다’ 구문은 인 

용 통사 ‘니딛다’， ‘흉다’가 그 개념상 ‘말’을 목적어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구문에 대응하는 명사구는 (30-' )에서 보듯이 ‘NP이 S (좋야) 니클논 말’ 
이나 ‘NP이 S 좋논 말’이 된다. 

(30 L , C , c')은 (30 -, )의 ‘NP이 S 좋논 말’이 변화해 간 모습을 표시 

한 것이다. ‘NP이 S 좋논 말’에서 ‘흉논’은 원래 ‘니 딛다’ 따위의 인용 통사 

를 대신하여 쓰인 것이였으나， ‘좋다’의 의미가 추상화되면서 ‘NP이 S 좋논 

말’은 ‘좋다’의 주어가 문창에 실현되지 않은 ‘S 좋논 말’로 주로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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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함께 ‘후논’이 차츰 그 앞의 피언용문 S와 그 뒤의 핵심 명사 

‘말’이 서로 의미상 등가(等價) 관계에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됨 

에 따라 속격 조사 ‘λ’으로 교체되기도 하여， ‘S 후논 말’ 구문은 ‘Sλ 말’ 

구문과 공존하게 된다69 

그리고， 이 때 속격 ‘λ’은 문장 뒤에 결합하여 후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한 

다는 점에서 16세기 이후에는 그 기능이 비슷한 관형사형 어미 ‘-L’으로 

교체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70 ‘Sλ 말’류에서 교체된 ‘S-L 말’류는 그후 

관형사형 어미 ‘-는’에 이끌리어 ‘s-는 말’류의 구문을 탄생시켰다. 중세 국 

싹 인용문에서 인용 동사로 기능한 ‘좋-’는 ‘흉는’으로 나타나든 ‘흔’으로 나 

타나든 ‘훌’로 나타나든 그 시제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한 문 

액에서 ‘좋는’과 ‘흔’， ‘훌’이 교체되어 쓰이기도 하였다71 이러한 사실은 
‘S-L NP’류가 관형사형 어미 ‘-는’에 쉽게 이끌리어 ‘S-는 NP’류로도 나타 

냐는 요인이 된다. 중세 국어에서 인용문과 관련 있는 ‘S 흔 NP’류는 ‘S 

좋는 NP’류와 별다른 시제 차이 없이 교체되어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S 흉는 말’류의 ‘좋논’을 대신하는 ‘人’이 다시 ‘-L’으로 바뀌자， 

야러한 흐름은 인용 구문 내의 ‘흔’과 ‘향는’에도 파급되어 형식척인 의미를 

지난 ‘좋-’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인용 구문의 ‘흔’이나 ‘흉는’은 ‘-L’과 

‘-는’으로 변하면서 선행하는 문장에 화합되어 ‘S-L NP’류나 ‘S-는 NP’류 

의 구문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S-는 NP’류는 두 가지 성격을 띠었던 것 

이‘다. (30L)에서 보듯이 ‘Sλ NP • S-L NP • S-는 NP' 과청올 거 친 

것과， (30c)에서 보듯이 ‘S 하는 NP’류에서 ‘하-’가 줄어든 것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S 하는 NP’류에서 줄어든 것도， 이미 ‘하는’이 S와 NP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식 요소로 차츰 문법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Sλ NP’ 

에서 유래한 ‘S-는 NP’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30 -, )의 

구조가 (30L) 의 과청올 거쳤든 (30c)의 과정을 거쳤든 이 혜의 ‘는’은 정 

69이현희(1986)올 참조하기 바란다. ‘좋논’이 ‘λ ’과 교체하는 예는 다음과 갈다. 
此는 … 올허 여름 머거 E 오는 좋예 ~ 여러 량양 머그리라 흉논 마리라 

(두시 초 15 : 22) 
lE法眼E 正흔 法眼이핫 마리니 (금삼 2 : 68) (밀줄 필자) 

70 16세기 이후에 ‘Sλ 말’류의 구문과 ‘S-L 말’류의 구문이 함께 나타나는 예는 
다음이 참고된다. 

주그시닷 마리라(가례 서 : 4) 

치단 마리라(가례 1 : 28) (벌줄 필자) 
n고영근(1981)은 충세 국어에서 인용 통사로 쓰이는 ‘좋-’는 첫째， [-상태성]， 
즉 [+통작성]의 통작류(Aktionsart) 척 특성이 회박하고， 둘째， 특청의 사실을 지 

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사실을 주로 서술하는 [-지시성]의 자질을 지닌다는 

점에서 ‘S 흔 NP’나 ‘S 좋는 NP’, ‘S 흥 NP’가 그 시제 내용의 차이 없이 교체 
되어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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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관형사형 어미와는 다름을 보여 준다 할 것이다. 

한편， (30c')은 (29L) 의 형성 과정을 보여 준다. 앞서 논의하였듯아 중 

세 국어의 ‘NP이 S 좋야 V’라는 인용문 구문은 ‘좋야’가 ‘고’로 문법화하게 

됨에 따라 ‘NP이 S고 V’ 구문으로 변화하였는데， ‘S 하는 NP’류의 구문이 

버슷한 인용 형식 인 ‘NP이 S고 V’에 이꿀리어 ‘S고 하는 NP’ 구문으로 변 

화한 것이다72 따라서， (29 ，)이 (29L)에서 공시척으로 ‘고 하-’가 탈락되 

어 형성된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는 기원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서로 다 

른 통시척 형성 과정올 겪은 구문들을 공시적으로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 

다는 비판을 연치 못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는 말을 하였다’와 같은 구문에서 

‘는’은 청상적인 관형사형 어미 ‘-는’과 다르며， 이때의 ‘는’은 속격 조사에 

가까운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근거로 이 때의 ‘는’은 ‘」’으로 아무 시 

제 차이 없이 줄어들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 ‘-는’과 달리 ‘-던’과 대립하 

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명회가 결혼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그는 명희가 결혼했다고 하는 말을 하였다’에서 ‘고 하-’가 탈락되어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전자와 후자의 통시적 형성 과정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그런데， (29 ，)의 ‘는’을 속격 조사로 보는 데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들이 있다. 본고에서 주장한 것처럼 ‘철수는 

명희가 결혼했다고 말했다’에서 ‘고’가 부사격 조사이고， ‘명희가 결혼했다는 

말’에서 ‘는’이 속격 조사라면 아래의 (31 , )과 같은 예에서 ‘며’도 부사격 

조사로 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 '. 철수는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갔다. 

키 철수는 학교에 간다고 하며 집을 나갔다. 

치 철수는 학교에 간다 하며 칩을 나갔다. 

L. 철수는 명희가 결혼했다고 말했다. 

니 철수는 명회가 결혼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31 ï)의 ‘며’는 앞서 우리가 조사로 본 ‘고’， ‘는’과 다르다. (31 

L)에서 ‘고’는 서술어의 내용을 나타내는 논향인 앞 문장에 결합하여 선행 

문장과 서술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준다. 즉， 서술어 ‘말하다’는 ‘누가’ 

에 해당하는 AGENT 논향과 ‘무엿을’이나 ‘어떻게’에 해당하는 THEME 논 

항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고’는 문창으로 실현되는 THEME 논 

항에 결합하여 THEME 논향이 서술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72이러한 정에서 ‘S고 하는 NP’에서 ‘고’는 허형태소(dummy morpheme)에 가강 
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혜의 ‘고’가 허형태소라는 주장은 엄청호(1990 : 
69)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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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반면에 (31 ï)의 ‘며’는 서술어 ‘나가다’의 논향과 무관한 문장 성 

분에 결합하여 있다는 점에서 조사로 보기 어렵다. 

(31L’)의 ‘는’ 역시 ‘말’의 논향인 선행 성분과 ‘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 

시해 주고 있다. ‘말하다’는 서술 명사(predicate noun) ‘말’에 기능 통사 

(support verb) ‘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논향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성분은 서술 명사인 ‘말’이다션 이는 영어에서 ‘make an 

arrangement'의 논향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기능 동사 ‘make’가 아니라 기 

능 동사와 결합하는 서술 명사 ‘arrangement’인 것과 같다. 따라서， ‘말’의 

논항 구조는 ‘말하다’의 논항 구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1 L')에서 

는 ‘하다’의 주어와 ‘말’의 주어 논항이 통일하므로 ‘철수는 칠수의 명희가 

결흔했다는 말을 했다’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 결국， (31 니)의 ‘는’도 ‘말’ 

의 논향인 문장 성분에 결합하여 이것과 핵심 명사 ‘말’과의 문법적 관계흘 

나타낸다는 점에서 (31 ï)의 ‘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31 ï)은 (31ν) 

과 달리 (31 ï’)이나 (31 ï")과 같은 구조에서 ‘(고) 하-’가 탈락하여 형성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2. 보문자와 통사 단위 

3.2. 1. 보문자의 개념 

본절에서는 보문자(補文子， complementizer)의 통사 단위척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보문자는 현대 국어 통사론에서 가창 빈번히 언급되어 

옹 통사 단위일 뿐만 아니라， 앞서 다루었던 ‘고’ 역시 대다수의 논의에서 

보문자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사 단위에 관한 우리의 논의가 

더욱 충실해지려면 보문자의 통사 단위척 성격을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보문자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앞 장에서 다룬 범주화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 

서 고찰해 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문자의 통사 단위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보문자가 

그 동안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가를 국내외의 대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살 

펴 보기로 한다. 

(32) ï. 보문을 도업하는 표지 또는 절을 형성하는 형태소(Bresnan 

1974). 

L. 문장의 핵 (head) (Chomsky 1986). 

C. 문장의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 임홍빈 1987). 

2. 문말 형태소(서청목 1989). 

73 71능 동사(support)에 대해서는 홍재성(1992， 1993) 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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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은 전통적인 보문자 정의이다. Bresnan(1 974)는 영어에서 that, 

than, as, ψhether 풍에 이끌리는 절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성 성분(constitu

ent) 일 뿐만 아니라， that, than, as, whether 퉁이 없는 성분도 하나의 구성 

성분임을 밝히고? 이는 ‘than/as/that/whether-S’ 빛 ‘S’가 모두 문장적 인 
구성 성분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resnan(1974)는 이처럼 이원척 

성격을 가지는 문장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문창을 S'와 S로 나누고， S'는 

COMP와 S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이때 상정된 COMP는 

문장척 성분을 이끄는 than, as, that, whether 풍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문을 

만드는 요소나 절을 형성하는 형태소라는 뭇으로 규정되었다. 

(32L)은 Chomsky(1986 )에 의해 재정립된 보문자 개념이다. Chomsky 

(1 986)은 엑스-바 이론을 비어휘척 범주에도 적용하여 그 동안 S와 S'로 

명칭되어 온 절(clause) 구조를 ‘S=I’ =[NP [1' [vN ... ]]], S'=C’=[ ... 
[C ,C 1"]]’로 파악하였는데얀 이는 모든 문장을 내심 (endocentric) 구성으로 
간주하는 처지에서 보문자를 문장의 통사적 핵 (head)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Chomsky(1986)에 이르러 보문자는 더 이상 보문을 도입 

하는 요소가 아니라 절의 핵으로 간주되었a며， 보문(補文)이 아닌 모문(母 

文)에도 그 위치가 설정되었던 것이다76 

(32c)은 국어학에서 처음으로 정의된 보문자 개념인 듯하다. 국어의 종 

결 어미를 보문자로 보자는 주장이 서정목(1984)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 국 

어의 어말 어미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보문자로 처리되어 왔다:7 (32c)에 

74 that, than, as, whether어l 의해 이끌리는 절은 아래의 (a→a’， b→b’)에서 보듯 
이 외치( extraposition)나 우측 교정 언상(right node raising)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구성 성분( constituent) 이며 ， that, than, as, whether 다음의 절 성분도 아래 
의 (c, d) 에서 보듯이 that, than, as, whethe1‘ 없이 우측 교점 인상을 겪는다는 점에 

서 역시 하나의 구성 성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Bresnan(1974)를 창조하기 바란다. 

a. Machines that could add were soon invented. 
a: Machines were soon invented that could add. 
b. He tried to persuade them that he was right, but he couldn’t convince them 

that he was right. 

b: He tried to persuade them, but he couldn’t convince them, that he was right. 
c. Tell him almost as much as, but certainly not all that, he’d like to know. 
d. 1 can tell you when, but 1 can’t tell you why, he left me. 

75여기서 I는 시제， 일치， 양태 등을 나타내는 요소에 대한 약호이고， C는 보문자 
에 대한 약호이다. 
76이처럼 보문자가 문장의 핵이란 의미로 쓰인다면 그 용어도 보문자(補文子)보 
다 보문소(補文素)가 더 적절할지 모른다. 

π국어의 어말 어미를 보문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시정곤 
(1993: 222) 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논의 에 따르면， 국어 에 서 보문자는 ‘-고， 
-라고은는을’에 불과하며， 그 통안 보문자로 처리되 어 온 ‘-다라냐， 
-자’ 등과 같은 종결 어미는 서법 (modality) 요소로， ‘-음기’와 같은 명사형 어 
미는 통사적 접사(syntactic affix)로 간주된다. 



126 업 통
 

훈 

제시된 임홍빈(1987)의 정의 역시 어말 어미를 보문자로 간주한 채 어말 

어미의 기능을 보문자의 개념으로 대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 논의에 따르 

면， 국어의 보문자는 문종결 보문자， 명사화 보문자， 부사화 보문자， 관형화 

보문자로 나뒤는데， 부사화 보문자가 국어의 접속 어미를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문자에 대한 이러한 처리는 어말 어미를 기능에 따라 세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엄홍빈(1987)의 논의는 국어 문법 전반을 고려하 

여 보문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어에서 보문자에 해당하는 문법 

요소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어말 어미를 보문자로 규정한 

채i 보문자의 개념을 어말 어미의 기능 설명￡로 대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서 보문자의 정의로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Chomsky(1 986)의 논의를 수용하여 문장의 핵이라는 개념으로 보문자를 규 

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된다. 

한편， 엄홍빈(1987)의 이러한 논의는 운장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보 

문자의 핵심 기능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기능주의척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임홍빈(1984)에서는 부사형 어미 ‘-아/어’ 뒤에 오는 수행 억양(逢 

行柳揚)이 선행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약 (32c)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수행 억양 역시 보운자가 될 수 었다맨 부사형 어미 
‘-야/어’에 의해 종결된 문장 형식은 뒤에 오는 수행 억양에 따라 평서문이 

될 수도 있고， 의문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명철(1992) 에서 

는 본격적으로 수행 억양을 보문자의 하나로 처리하여， 서술어가 빠진 

“책?" 등과 갈은 파편문도 수행 억양이란 보문자를 가진 훌륭한 문장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책?" 등과 갈은 표현을 어말 어미가 쓰인 일반적 

언 문장과 통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통사론적 논의에 어떠한 이로움올 제공 

하는지 매우 의심스렵다. 만약， 통사론적 논의가 아닌 화용론척 논의에서 

“이것이 책이니?"와 “책?"이 동일한 발화 단위로서 기능한다고 말한다면 

몰라도79 

(322 )은 보문자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국어의 

어말 어미를 보문자로 처리해 옹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듯하다. 서정목(1988)은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어미’ 

라는 술어를 청산하고 ‘형태소’ 단위의 문법 체계를 지향해 나갈 것을 주장 

랴였다. 따라서 이 논의는 형태소가 통사론의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문말 형태소를 COMP로， 선문말 형태소를 INFIμ로 본 것이다. 

78 엄홍빈(1984)에서는 수행 억양이 S'를 S"로 투사시킨다고 하여， 국어 문장의 기 
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에서 α는 보문자이고， π는 수행 요소이다. 

[S" [S' [S ... ] [C a] ] π] 
79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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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서청목(1989)는 “비가 오려(고) 먹구름이 몰려 왔다"에서 ‘-(으) 

려’를 ‘-(으)리-+-어’로 분석하고， 보문자는 ‘-(으)려’라는 어미 전체가 아 

니라 ‘-어’라는 문말 형태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형태소를 기반으로 한 

문법 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태소가 통사론적 단위로 유효함이 논증 

되어야 하고， 이러한 협태소에 대한 분석 기준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정목(1988， 1989)의 논의는 아직 미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2.2. 문장과 발화， 그리고 보문자 

앞 절에서는 보운자에 대한 여러 개념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논의 

하였는데， 본절에서는 보문자가 발화 충위의 문법 요소가 아니라 문장 충위 

의 문법 요소엄을 밝히고자 한다. 국어 통사론에 보문자 개념이 도입된 이 

래 보문자는 거의 어말 어미와 그 지시 대상이 같았는데， 최근의 일부 논의 

에서는 보문자의 외연을 확대하여 수행 억양까지도 보문자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33) -'. 철수가 밥을 먹어. 

껴 “철수가 밥을 먹 어" 

γ: “철수가 밥을 먹어?" 

L. “어디 가니?" 

L: “집에" 
L ’: “집에?" 

(33 -, )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연쇄이고， (33 -，’)과 (33 -，")은 어미 

‘-어’로 끝나는 문장 연쇄에 평서와 의푼의 수행 ·억양이 걸린 발화체이다. 

즉， (33 -', γt ...，")은 모두 어말 어미 ‘-어’에 의해 형성된 문장 연쇄라는 

점에서 통일한 성격을 지니냐， 수행 억양의 존재 여부와 그 성격 여하에 따 

라 구별되는 예이다. 따라서， (33 -', γ ， -，")의 예는 문장 충위에서 해당 

구성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문법척 기능을 따지는 처지에 설 것인가， 아 

니면 발화 충위에서 해당 발화의 성격을 규정칫는 요소를 구명하는 처지에 

설 것 인가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전자의 시각은 기존의 통사론 논의와 부합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33 

-', -,', -，")에서 보문자는 콩통척으로 어말 어미 ‘-어’이다맨 반면에， 후자 
의 시각은 최근 제기되는 얼부 논의에 나타난 것으로， 이에 따르면 (33끼) 

은 ‘-어’가 보문자이나 (33 -,', -，")에서는 ‘-어’와 수행 억양이 함께 보문자 

가 된다. 실제로 .임홍빈(1984)에서는 수행 억양이 S를 g로 투사시킬 수 

있다고 하여 수행 억양을 하나의 통사 단위로 처리하였고， 안명철(1992) 에 

8。이때 보문자는 문장의 핵이란 못으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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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엄홍빈(1984)의 논의를 발전시켜 수행 억양을 하나의 보문자로 인정 

하였다. 그러나， 안명철(1992)의 주장에 따르면 (33L’, 다)과 같은 문장 

파편들도 수행 억양이라는 하나의 보문자를 가진 셈이어서F(33「)이나 
(33L)과 같은 문장 연쇄들과 차이가 없어진다. 이는 하나의 발화체에서 수 

행 억양이 차지하는 역할을 하나의 문창 연쇄에서 보문자가 차지하는 역할 

과 같은 부류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발화 충위와 문장 충위를 구별하지 않 

은 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33 -', γ -，")에서 어말 어미 ‘-어’는 평서와 의문 등이 미분화된 성격 

을 띠나， 여전히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33 -, " -," )에서 

수행 억양이 표시하는 것은 문장의 종류가 아니라， 각 문장이 행하는 언표 

수반 효력 (illocutionary f orce) 일 뿐이다. (33 γ )은 질문(question) 의 언표 

수반 효력을 지니나 (33 끼")은 단언(assertion) 의 언표 수반 효력을 지닌다. 

한편， 발화 충위와 문장 충위에 관한 언급은 초분절 형태소(supraseg

mental morpheme)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Hockett(1958: 125, 126) , 

Matthews(1 974 : 79)에서는 강세 (stress) 따위의 초분절 형태소가 문창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논의한 바 었다. 

(34) -'. “ Had he arrived?" 

L. /HAVE+과거시제+강조 HE ARRIVE+과거분사/? 

Matthews( 1974)는 (34 -, )의 예에서 ‘had’가 강조되었을 때 이의 형태소 

분석을 C34L)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는 ‘had’의 강조 여부가 문장 전 

체의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고려한 처리이다. 그러나 이처럼 강조 

여부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강조(emphasis)라는 것을 하나 

의 통사 단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 강조 등은 발화 충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서 특정한 통사적 구성체가 실제 발화 상황에서 쓰일 때 작용하는 발화 행 

위의 한 요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강조는 통사론과 화용론이 

접하는 영역 Cinterface) 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언화 행위(言話 行寫， speech 

act) 의 한 요소일 뿐이다. 

3.2.3. ‘고’와 보문자 

3.1.절에서 우리는 현대 국어 인용문에 나타나는 ‘고’의 범주에 대해 논의 

하였다. 거기서 우리는 ‘고’를 어말 어미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과， 문법화의 

결과 ‘고’의 범주는 격조사로 보는 것이 국어 문법 체계에 더 알맞은 처리 

엄을 주장하였다. 본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보문자 범주와 관련하여 ‘고’를 

81 안명철(1992 : 48) 에 따라 (33 L")의 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3다) [c ’ [c’ [IP 집에] e] ?] (여기서 e와 ?는 보문자 COM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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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자로도 볼 수 없음을 밝히려고 한다. 

(35) -'. 금융실명제를 해야 정치도 깨끗해진다고 확신합니다. 

껴 ?금융실명제를 해야 정치도 깨끗해진다 확신합니다. 

L. 저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L: 저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다. 

129 

(35-" L)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핵은 ‘고’로 볼 수 있다. ‘고’가 밑줄 천 

표현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냐 ‘고’가 밑줄 친 부분의 핵이라는 

사실이 ‘고’가 보문자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문장의 핵이라는 개념으 

로 보문자를 정의한다면， 위에서 밑줄 친 부분은 ‘-다’와 ‘고’ 사이에 문장 

경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35-" L)에서 종결 어미 ‘-다’에 의해 형성 

된 문장 단위에서는 ‘-다’가 핵이며， ‘고’는 문장 단위 전체에 결합하여 선행 

운장과 후행 서술어의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나아 보인다. 만 

약， 위에서 ‘고’를 문창 단위의 핵으로 파악한다면， (35-")에서 보듯이 ‘고’ 

가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어에서는 적어도 

문장의 핵이 생략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82 

또한， (35-" L)에서 ‘고’를 보문자로 본다면， ‘고’ 앞의 어말 어미 ‘-다’ 

역시 보문자이므로 국어에서 ‘보문자+보문자’ 구조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어 문법 체계에 수용되기 어려운 논의이다. 그리고， 보문자를 문장 

의 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고’가 보문자임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고’ 

에 의해 새로이 투사되는 문장의 성격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고’는 새로운 문장을 형성한다기보다 문장 단위에 결합하는 문법 단위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고’를 하나의 격조사로 보고자 한다. ‘고’는 선행 

문장이 후행 서술어에 대해 가지는 문법적 직능을 표시하는 요소라는 주장 

이 그것이다. ‘고’를 격조사로 이해하는 우리의 논의는 ‘고’가 경우에 따라 

생략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국어에서 격의 표시는 

꼭 격조사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격은 체언류와 서술 

어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따라 ￠로 실현될 수도 았다. 국어에서 격조사는 

격이 실현되는 대표척인 수단일 뿐이지 격을 할당해 주는 격 할당자(case 

assigner)는 아니다83 

한편， 기존의 일부 논의에서는 ‘고’가 ‘-L 컷’이나 보문자 ‘-음’과 대립하 

82 엄홍빈(1987)에서 제시된대로 보문자를， 문장의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본다 
해도 (35-" L)의 ‘고’는 보문자로 보기 어렵다. ‘고’를 보문자로 본다면 이는 ‘고’ 
가 문장의 자격을 결정한다는 주장과 같은데， 국어에서는 문장의 자격을 결청하는 
요소가 생략되는 경우는 탈리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83이에 대해서는 엄통훈(1991 c)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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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사실성 전제(前提)를 갖는다고 하면서， 이컷을 ‘고’가 보문자라는 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가 전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L 것’ 

이나 ‘-음’과 대립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인용 통사로 인지 행위를 나타내 

는 ‘믿다’류가 왔을 때로 국한된다현 만약， 후행하는 인용 통사로 ‘말하다’류 

의 발화 행위 동사가 온다면， (35L , L')에서 알 수 있듯이， ‘고’와 ‘-음’은 

그 사실성 전제에 있어서 대립하지 않는다. 더구나， ‘고’ 앞에는 사실성 여 

부를 따지기 곤란한 명령문이나 청유문도 자연스레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 

실성 전제와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보문자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은 설득력이 약하다85 

3.2.4. 어말 어미와 보문자 

국어의 어말 어미는 서정목(1984， 1985) 에서 보문자로 처리된 이래 대부 

분의 통사론 논의에서 보문자로 다루어졌다. 물론， 서정목(1988， 1989) 에서 

는 어말 어미가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아， 어말 어미가 

아니라 어말 형태소(그의 용어로는 문말 형태소)가 보문자라고 주장한 바 

았고， 시청곤(1993)에서는 어말 어미 중 관형사형 어미만 보문자로 보고， 

종결 어미나 명사형 어미는 각각 서법 (modality) 요소나 통사척 접사 

(s,y.ntactic affix)로 처리한 바 았으냐， 이러한 논의 역시 어말 어미가 보문 

자라는 기존의 논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본절에서는 

국어 통사 단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어말 어미가 보문자로 처리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말 어미를 보문자로 처리한다고 할 때 각 어말 어미의 상이한 

성’격들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국어의 어말 형태는 모두 보문자인가? 3.2.1.에서 논의한 대로 문장의 핵 

이t 보문자로 규정된다면， 국어의 어말 형태는 모두 보문자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여기서 보문자가 문장의 핵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핵이라는 개념이 기능상 그러하다는 것인지， 구조적 위치 

상 그러하다는 것 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36) ...,. [ [철수가 집에 가-] -다] 

치 [철수는 [e 집에 가-] -다] 

L. [ [철수가 집에 가-] -.Q..니/-은/-음] 

L: *[철수는 [e 집에 가-] -으니/-은/-음] 

84 예컨대， “그녀가 왔음을 알았다"라고 말하면 그녀가 왔다는 것이 사실임을 전 
제하나， “그녀가 왔다고 알았다"라고 말하면 그녀가 왔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를 특별히 전제하지 않는다. 

85또， ‘고’와 ‘-음’은 그 형태론척 위치가 같지 않다는 점에서도 ‘-음’과 ‘고’를 비 
교하여 ‘고’가 보문자라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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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은 ‘철수가 집에 가다’라는 문장이 ‘철수가 집에 가-’와 ‘-다’로 IC 
분석됨을 보여 준다. ‘-다’ 앞의 문장적 성분은 ‘그리하-’로 대치될 수 있고， 

‘-다’는 (36L)에서 보듯이 다른 어말 형태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우리는 (36, )에서 ‘철수가 집에 가-’보다 ‘-다’가 더 핵에 가깝다는 
점만 입중하면 국어에서 어말 형태가 보문자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다. 그 

련데， ‘-다’ 앞의 문장척 성분은 그것이 형용사 구성이든 동사 구성이든 또 

는 그 밖의 구성이든 전체 문장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어말 형 

태 ‘-다’는 전체 문장의 성격을 결정한다. 예컨대， 어말 형태 중 ‘-다’와 같 

은 종결 어미에 의해 형성된 문장은 (36γ)에서 보듯이 주제 (topic) 위치 

를 허가하나뺏 ‘-으니은음’ 따위와 같은 비종결 어미에 의해 형성된 
문장은 (36L ’)에서 보듯이 주제 위치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는 어말 형태 

의 성격에 따라 전체 문장의 성격이 결정됨을 보여 주는 사실이다. 결국 어 

말 형태는 구조적 위치상 문장의 핵일 뿐만 아니라 기능상에서도 문장의 핵 

이라는 점에서 보문자의 자격을 갖추였다고 볼 수 있다87 

이제 우리는 국어의 홍사 단위 설청의 차원에서 국어의 보문자가 기능 단 

위인가， 통합 단위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만약， 국어의 보문자가 통 

합 단위라면 어말 어미가 보문자라는 기존 논의가 대체로 유지될 수 있으 

나， 국어의 보문자가 기능 단위라면 어말 어미가 보푼자라는 기존 논의는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 

본고는 어말 어미가 모두 보문자에 해당한다는 기존 논의에 통의하지 않 

는다. 보문자는 통합 단위라기보다 기능 단위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관 

형사형 어미의 예를 통하여 보문자가 통합 단위가 아니라 기능 단위임을 밝 

히고자 한다. 

(37) '. 사라진 범행의 흔적 

껴 범행의 흔적이 현장에서 사라지단. 

치 사라지는 통일의 꿈 

L. 예쁜 영희의 얼굴 

L: 영희는 얼굴이 참 여l쁘다. 

l •" 영회는 얼굴이 참 예쨌겠다. 

86여기서 e는 공범주 주어로서， 그 지시 내용은 선행하는 주제와 갈다. ‘-다’와 같 
은 종결 어미는 비종결 어미와 달리 [+topic]이라는 기능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주제 위치를 허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임통훈(1991'" : 70)올 창조하기 바란다. 
87어말 형태가 구조척 위치상 문장의 핵이라는 말은 ‘철수가 접에 가-’와 갈은 
문창척 성분에 어말 형태가 결합하면 새로운 총위의 문장 단위가 형성됨을 의미한 
다. 즉. Chomsky( 1986) 의 용어를 벌리면 어말 형태는 IP라는 문장척 성분에 결 
합하여 CP라는 새로운 충위의 문장 단위를 형성하는 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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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훈(1991 L)에서는 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 언급하면서， 통합 

관계 분석에 따르면 ‘-은’， ‘-는’， ‘-던’， ‘-을’이 각각 하나의 단위가 되고， 통 

사척 기능 분석에 따르면 ‘4 ’, ‘-느-’， ‘-더-’， ‘ -L’, ‘-2 ’이 각각 하나의 단 

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뺏 즉， 관형사형 어미 ‘-은’， ‘-는’， ‘-던’， ‘-을’은 각 
각 하나의 통합 단위이냐， 이들은 모두 ‘{L1} +{-L} ’, ‘{-느-}+{-L}’， 

‘{-더 -}+{-L}’， ‘{L1} +{-2}’이라는 두 개의 기능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흔히 관형사형 어미 ‘-은’이 동사 어간 뒤에서는 과거를 

표시하고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현재를 표시한다고 주장해 왔￡나， 이는 사 

실과 다르다. (37-' , γ)은 ‘-은’， ‘-다’가 통사 어간 뒤에서 과거를 표시한 

듯한 예이고， (37L , L’)은 ‘-은’， ‘-다’가 형용사 어간 뒤에서 현재를 표시 

한 듯한 예이다. 그러나， ‘-은’， ‘-다’가 순수한 시제 표시 형태소라면 통사 

어간 뒤에서는 항상 과거를 표시하고，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향상 현재률 

표시해야 하나， (37-''' , L")의 예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 준다. (37-''') 의 

‘-는’이 ‘-느-’와 ‘-은’으로 분석된다고 할 때 이 때의 ‘-은’은 비록 통사 어 

간 뒤에 왔으나 과거 표시와 무관하며， (37디)의 ‘예했겠다’에서 ‘-다’ 역시 

현재 표시와는 무관하다. 결국， (37-" γL. L')에서 표시된 시제 내용 

은 전적으로 ‘-은’이나 ‘-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 ‘-다’ 앞에서 

‘-느-’ 및 ‘-더-’와 대립하여 존재하는 4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현 
국어의 관형사절에서 보문자가 ‘-은는던을’이 아니라 ‘-L , -2 ’ 

이라는 주장은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다. 국어의 보문자가 자신이 접미된 문 

장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문장의 성 

격을 결정하는 데에 ‘4 -느-，더-’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해당 문 
장이 관형적 기능을 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L , -2’이라는 문법 요소에 의 

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형사절에서 ‘-L , -2 ’이 문장 구조상 보문자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 -L , -2 ’의 통사론과 관련하여 아 

주 제한된 지식을 밝히는 것일 뿐이다. 한 문법 형태의 통사론이 충분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문장 구조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 (position) 

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용(content)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에 

서 보문자로 해석되는 각 문법 요소는 그 구조척 위치는 갈지만， 그것이 담 

고 있는 통사적 자질(features)까지 갇은 것은 아닐 것이다. 

88여기서의 4는 ‘-느-’， ‘-더-’와 대립하는 상 요소로서 영형태소(null mOf

pheme) 이다. 본고의 2장에서는 ￠로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89河野六期(1951)과 임홍빈(1983)에서는 이처렴 표면적으로 아무런 선어말 어 
미도 결합하지 않은 어간을 각각 부정 어간(不定語幹)과 절대 어간(總對語幹)이 

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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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절의 ‘-L , -2’은 [ +modal] 의 자질을 가진 듯하다현 아래 예는 

‘-L , -2 ’이 문장 안의 내용에는 무관한 채 단지 관형화의 기능만을 한다고 

보아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예이다. 

(38) '. 철수는 예쁜 꽃올 샀다. 

L. ’철수는 예뿔 꽃을 샀다. 

(38" L)은 ‘-2’이 ‘-L’과 달리 형용사 어간 뒤에 바로 결합하기 어려 

움을 보여 준다91 이는 ‘-2 ’이 구조적 위치상으로는 보문자에 해당하나’‘여 
느 보운자와 달리 INFL과 관련된 자질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려 

준다. 결국， 보문자와 관련한 통사론 논의가 더 충분해지기 위해서는 통사 

단위상 어떤 단위가 보문자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보문자의 구조 

척 위치는 무엇인가 외에 각각의 보문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질들의 

성격이 어떠한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자질들에 대한 규명 

이 없이 단지 어말 어미나 어말 형태소를 보문자로 보는 것은 옛 문법 용어 

를 새 운법 용어로 번역한 것 외에 별다른 이득을 가져 오지 못하는 듯하다. 

한편， ‘-은는던을’은 통합 단위이고， ‘L1, -느더-， -L , -2 ’은 

기능 단위라는 앞서의 언급은 두 단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 2장에서 우리는 통합 단위 충위의 통사론과 

기능 단위 충위의 통사론은 정적 통사론이라 하고， 이 둘의 관계를 구명하 

는 통사론은 통적 통사론이라 한 바 있는데， 관형사형 어미에서 기능 단위 

와 통합 단위의 관계 역시 동적 통사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컷이다. 이 

에 대해서는 임동훈(1991L)에서 ‘L1, -느-，더-’가 ‘-L , -2 ’로 핵 이통하 

여 ‘-은는던을’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전자가 후자로 핵 이동하는 

이유는 후자가 여느 보문자와 달리 INFL과 유관한 자질을 가졌다는 데에서 

찾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통척 통사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엄통훈 

(1 991 L)에 돌리고， 이에 대한 갚이 있는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다만， 통합 단위로서의 일부 어말 어미， 예컨대 종결 어미는， 청자 대우 및 

양태 (modality) ， 상(aspect)과 관련한. 기능 단위가 어말의 기능 단위에 화 

합된 구조체라는 점에서92 정적 통사론과 통적 통사론이 함께 논의될 때 국 

90일부 언어에서는 보문자가 INFL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질틀을 가질 수도 
있다는 논의는 Travis(991) 이 참조된다. 

91물론， 다음과 같이 조건절이나 양보절이 요변 형용사 어간 뒤에 바로 ‘-을’이 
올수 있다. 

a. 철수는 꽃꽂이 하면 예뿔 꽃을 샀다. (조건절이 온 경우) 
b‘ 철수는 아무렇게나 꽂아도 예뿔 꽃을 샀다. (양보절이 옹 경우) 

92통합 단위 ‘-습니다’， ‘-L다’ 따위에서 기능 단위인 보문자는 ‘-다’이며 ‘-습니-’， 
‘-L-’는 청자 대우 및 상(aspect)과 관련한 문법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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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말 어미에 관한 논의가 한총 성숙해질 수 있으리라고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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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통사론을 체계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통사 단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에 본고는 통사 단위 설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석의 양상과 이에 따른 

여러 통사 단위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단위들이 국어 통사론 체계 

내에서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통사 단위는 분석 

기준에 따라 기능 단위， 통합 단위， 계열 단위로 냐누었다. 기능 단위는 통 

사적 기능에 따른 분석 단위이며， 통합 단위와 계열 단위는 각각 통합 관계 

및 계열 관계에 따른 분석 단위이다. 기능 단위와 통합 단위는 기존의 형태 

소 및 어미와 비슷한 정도 있으나， 차이정도 척지 않다. 형태소는 형태론적 

차원에서 언어 단위를 분석하는 과청을 염두에 둔 용어이기 때문에 통사 과 

정에 참여하는 통사 단위의 명칭으로는 부적절할 뿐더러 통사척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어휘 형태도 그컷의 구성이 복합적이라면 두 개 이상의 단 

위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능 단위와 차이가 았으며， 어미는 굴절 형태만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비굴절 형태도 포괄하는 통합 단위와 차이가 었다. 계열 

관계는 그것이 통합 관계에 바탕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공시 

적 계열 관계와 화석적 계열 관계로 나뉘는데， 공시적으로 유의미한 계열 

관계는 통합 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통합 관계에 의존척이다. 

따라서， 통사 단위는 크게 기능 단위와 통합 단위로 나둬게 되고， 이에 따 

라 통사론에는 기능 단위 통사론과 통합 단위 통사론이라는 두 충위가 존재 

하게 된다. 그런데， 통합 단위는 두 개 이상의 기능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기능 단위와 통합 단위의 관계를 구명하는 통사론이 필요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두 충위 통사론을 정적 통사론이라고 부르고 후자 

의 통사론을 통척 통사론이라고 불러 이 툴을 구별하였다. 

그 다음으로 본고는 대표척무로 인용문의 ‘고’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의 

통사 단위가 국어 문법 체계에서 어떻게 범주화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우리 

는 먼저 ‘고’를 어말 어미로 볼 수 없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고’가 격조사업을 지지하는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고’가 ‘좋 

야’에서 문법화하면서 그 범주가 어미에서 격조사로 변화되었음을 밝혔다. 

‘좋야’는 형태면， 음운면， 통사면 세 방향에서 모두 문법화된 결과 격조사 

‘고’로 변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사구 완형 보문의 통시적 형성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명희가 결흔했다는 말’에서 ‘는’ 역시 

격조사로 변해가고 있음을 밝혔다. 

4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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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는 통사 단위의 범주화와 관련하여 보문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 

다. 먼저， 보문자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검토하고， 보문자는 문장의 핵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창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가 보문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보문자는 기능 단위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 우리는 국어 

의 통사론이 더 충분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특정 통사 단위의 구조적 위치 

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위가 지니는 통사 자질들에도 세심하게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국어의 어말 형태를 보문자로 보고 국 

어의 문창 구조를 이에 따라 그리는 것만으로는 국어 통사론에 별다른 진전 

을 가져 옹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보문자가 기능 단위의 일종이라 

고 할 때 기능 단위 충위의 통사론은 통합 단위 충위의 통사론과 달리 단위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위가 가지는 기능에도 관심을 두 

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관형사형 어미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논지를 전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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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ax and Syntactic Unit 

Dong-Hoon Lim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how to analyze syntactic constructs and 

with how to categorize the syntactic unit which is established as the result 

of analyzing syntactic constructs. In this paper 1 examine the nature of dif

ferent syntactic units first and then argue that there are two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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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ctic units in Korean. One is syntactic function unit and the other 

syntagmatic unit. Syntactic function unit is defined as the minimal unit pos

sessing a syntactic function, and syntagmatic unit is defined as the minimal 

unit possessing a combining ability. Therefore there are two levels of 

sy:ntax in Korean. One is syntax based on syntactic function units and the 

other syntax based on syntagmatic units. 

Secondly, this paper considers the category of ‘ko’ which introduces the 

quoted c1ause in Korean. 1 suggest that ‘ko’ is not a final ending but a case 

marker. This consideration is led to how to categorize the syntactic unit in 

the system of Korean syntax. In this respect 1 examine the nature of 

complementizer in Korean. Therefore 1 find that it is micessary that not 

only the syntactic position of syntactic unit but also the syntactic features 

of: syntactic unit should be investigated carefully in order that the syntactic 

study on the basis of syntactic unit might be deepened and wid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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