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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를 새롭게 정립시키는 데에 있다.

부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종전의 논의들에서는 부사
의 형태론적인 구조나 어휘 자체의 의미 특성에 따라 부사를 하위 구분한 바
있다. 그 수식 대상이나 범위에 의해 부사를 분류해 낸 경우도 있다. 이 논의에

서는 종전과는 달리 부사의 구문론적인 어울립 관계에 따라 그 하위 유형을 분
류하기로 한다.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는 부사의 다양한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사의 수식 기능이나 대상， 구문론적인 특성 등을 서숨하는 데에 도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전의 구분 방식은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사의 하위 구분 작업이 분류 이상의 의미플 지니기 어렵거

나 부사의 부분적인 한 특성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 논의에서는 이런
면을 보완하여 좀더 종합적인 관점의 분류 체계뜰 마련해 보려는 것이다. 부사
의 여러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체계화에 초점을 맞추려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선행 연구뜰에서 제시된 부사의 하위 구분 방식을 검

토하고 좀더 합리적인 분류 기준과 절차를 정한 후 이에 따른 부사의 전체 체
계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3장에서는 앞서 체계화된 각 부사의 하위
유형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 논의에서 제안된 부
사의 하위 분류 체계가 여러모로 타당성과 이점이 있음을 보일 것이다.5장에
서는 전체 논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다.
부사는 모든 문볍서에서 주요 품사 범주로 인정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집중적

으로 다룬 논의는 다른 연구 대상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부사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라 부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부사의 범위 한정 문제나 하위 구분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서조차도 혼선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의에서 제안된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가 부사의

여러 특성을 밝히고 재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논문은 1997년 12월 6 일 제 31 회 어학 연구소 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당시에
여러 가지 유악한 조언을 해 주셨던 윤혜석 선생님， 최기용 선생님， 우순조 선생냥， 정대호
선생님께 이 자리를 벌어 감사드린다. 이 논문에 몇 가지 유효한 평을 해 준 익명의 심
사자 두 분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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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의 분류 방식과 체계
여기에서는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초기 전통 문법에

서는 부사의 의미적인 면이나 형태적인 변에 초점을 맞추어 부사를 하위 구분

해 왔다. 변형 생성 문법이 도입된 후 서정수 (1969) 를 비롯하여 이환묵 (976) ，
김경훈 (1977，

1996)

등 여러 논의들에서 부사의 구문론적인 연을 바탕으로 한

하위 구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부사의 어울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부사의 합리적인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 중에서 구문론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부사를 구분한 논의로는 서
정수0969，

1971),

이환묵 (976)， 김경훈0977， 1 앉)6)， 이상복(1 977)， 남기심/고영

근 (1985) ， 성기철(1 992) ， 유목상(1993) ， 이익섭/이상억/채

완(1 997) 등이

있다.

이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유형을 모아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수삭 범위에 따라
,) 문장 부사， 성분 부사 (이환묵 1976, 김경훈 1977, 남기심/고영근

1985,

왕문용/민현식

1993,

유목상

1993,

이익섭/이상억/채완

1997

둥)

L) 동사 수식 부사어， 동사-바 수식 부사어， 동사구 수식 부사어， 선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김경훈

1996)

[2] 어울림 관계에 따라
,) 용언과의 어울립 관계에 따라 - 자유 부사， 제약 부사(서정수

1969, 1971)

L)

어미류와의 어울림 관계에 따라 - 제 1 형 부사， 제 2형 부사 (이상
복

1977)

[3] 구문론적 위치에 따라
- 문 자유 어순 부사어， 서술부 자유 어순 부사어， 서술어 인접 부사어
(성기철

1992)

우선 부사의 수식 범위가 한 용언 성분에 국한되는가 문장 전체의 의미와 연관
되는가에 따라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용언과의
어울림 관계에 따라 모든 용언과 두루 어울릴 수 있는 자유 부사와 용언과의

결합에 제약이 있는 제약 부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어미류와의 어

울림 관계에 따라 제 1 형 부사， 제2형 부사로 하위 구분한 바도 있다. 문장에서
의 위치에 따라 부사어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런 분류 기준들은 부사의 중요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런데 각 분류 방식들에는 다소 더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우선

[1 ，]에서 보인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가름은 그 구분 경계가 모호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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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점은 서정수(1969)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서정수(1969) 에서는
실제 문장에서 문장 부사플 식별하기가 쉽지 않음을 다음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

(1) -'. 그이는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다.
L

그이는 정말로 빨리 달린다.

위의 두 문장에서 “확실히

“정말로”가 각각 “똑똑한”과 “빨리”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미적인 기준

자체가 지니는 모호성을 엿볼 수 있다. 의미는 개인의 직관에 따라 다른 결과
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장 수식 부사는 대개 문두에 위치하고， 성분 부사는 특정 용언류 앞
에 선행한다는 점을 두 부사류의 차이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도 정확
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서정수 1969). 단순히 위치만을 가지고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를 구분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밖에 문장을 수식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를 문장으로 볼 것인지 하는 점도 문제라 여겨진다.

[1 L] 에서 보인 부사의 가름도 구분 경계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 최근 김경훈
(1앉)6)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부사의 수식 범위를 통사 수식 부사어， 동사-바
수식 부사어 (매우， 다)， 동사구 수식 부사어 (일부러， 무심코， 모두)， 선어말어미
구 수식 부사어 (아마)，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솔직히) 등으로 세분한 바 있

다

이런 구분 방식에도 역시 모호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사

수식 부사어”와 “동사-바 수식 부사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
에 대해서는 김경훈 (1996) 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또한 “동사구 수식 부사어”와

“선어말어미 수식 부사어”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다. 김경훈(1 996) 에서는 “동사
구 수식 부사어”의 예로 “어제”를 들고 이것이 다시 “선어말어미구 수식 부사
어”의 경우로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곧 “어제” 등의 부사어는 경
우에 따라 IP를 수식하기도 하고 VP를 수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나의 유형으로 보

아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유형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IP를 수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VP를 수식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2

l

이러한 견해는 종전의 것들보다는 발전된 논의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부사가 문장이

나 성분을 꾸민다고 할 때 어디까지를 문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성분이라고 할 때에는
용언 어간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목적어까지 포함한 서술부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적인 직관에
따라 부사의 개별 어휘들을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이런 모호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의미에 대한 직관에 의존하여 그 수식 범위를 검토하

였기 때문이다.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가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의미에 대한 개인의 직관
은 차이가 있어서 보는 이에 따라 다른 구분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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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서정수 (1969) 에서 제시된 용언과의 어울림 관계에 따른 분석은 부사
의 실제 쓰임을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부사를 용언과만 결부

지어 살핀 점은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복 (1977) 에서 구분한 바
와 같이 부사가 언제나 용언과만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미류와 긴
밀한 연관성을 맺으면서 문장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상복(1 977)
의 분류 방식은 반대로 서정수 (1969) 에서 정밀화된 부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한 한계가 발견된다.
셋째로， 성기철 (1992) 에서 보인 위치에 따른 부사어의 구분은 상당히 객관적

인 방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사의 의미나 수식 범위 등과 관련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부사는 그 이동이 매우 자유로운 성분 중 하나이므

로 표면적인 이동 현상만으로 부사의 하위 유형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보면 위의 구분 방식들이 모두 부사의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을 바탕으
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인정되지만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분류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곧， 위의 네 가지 분류 방식에서
중시되는 부사의 특성을 가능하면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성분과의 어울림 관계에 따라 부사를 하위 구분하는 것
으로 그 해결점을 찾아 보려고 한다. 부사는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수식
어의 일종이므로 각 어휘 범주나 문법 기능소와 연관된 것들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어휘 범주와 문법 기능소가 함께 어울려서 문장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사류 중에서 어떤 부사류는 어휘 범주와 관련을 맺는 경우도 있을 것이

고， 또다른 부사류는 문법 기능소와 긴밀한 결합 관계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하
다. 이 논의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부사의 하위 체계를 정립시켜 보려는
것이다.3
어울림 관계를 기준으로 부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카

를 거쳐야 한다.

[1] 부사가 어느 범주와 어울림 관계가 있는가? 곧， 부사 어휘가 어휘 범주
나 문법 기능소 중에서 어떤 범주와 어울림 관계를 보이는가?

[2] 각 범주들과 호응 관계를 보이는 부사류들은 실제로 어떤 개별 범주들과
어울림 관계를 보이는가?
위에서 보듯이 일차적으로 부사의 어울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분

3 이런 분류 기준에 의한 구분 방식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정수(1969) ， 이상복
(1 977) 등에서 일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 일걷는 어울림 관계는 용언과 어미

류와의 결합 관계를 한꺼번에 따져 가는 것이므로 종전과는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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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떤 호응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사들이 실
제로 어떤 성분 범주들과 호응 관계를 보이는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다. 최근에는 문장 구성 요소를 일차적으로 어휘 범주와 문법 기능소로 구분하

므로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범주와 어울릴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
이다. 둘째로는 어휘 범주 수식 부사와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가 구분되고 나
면 어떤 세부 유형과 결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문법 기능소나
어휘 범주는 더 작은 유형들로 구분되므로 어떤 세부 유형과 어울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분 절차에 의하여 부사를 체계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어휘 범주
수식 부사

부사
문법 기능소
호응부사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

잘， 높이， 자주

동사 수식 부사

얼른， 냉큼

형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

아주，매우

접속소 호응 부사

만일， 설사

양태소 호응 부사

무릇，설마

시제/상 호응 부사

아까， 이미

부정소 호응 부사

전혀， 절대로

일치소 호응 부사

몸소， 친히

l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우선 부사는 어휘 범주와 연관된 “어휘 범주 수식 부사

문법 기능소와 호응하는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로 하위 구분된다.4 특정한 용

언류와 공기할 수 있는 부사류 및 특정한 문법 기능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부
류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어휘 범주 수식 부사는 다시 그 수식 어휘
와의 결합 관계에 따라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

“형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

등으로 더욱 세분된다.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는 호응하는 문법 기능소가 무엇
인지에

따라 “접속소 호응 부사

“부정소 호응 부사

“양태소 호응 부사

“시제/상 호응 부사

“일치소 호응 부사” 따위로 나쉰다.5

4 문법 기능소는 용언 뒤에 오는 어미 형태들을 두루 일컴는 말로서 functional category
를 의미한다. 최근 논의들에서는 이플 “기능 범주”라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이 용
어는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 우리말에서 “기능”이라는 표현은 “의미 기능

“문법 기능”

등과 같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기능 범주”라
는 표현을 좀더 구체화시켜 “문법 기능소”라는 말로 대신 사용한다. 이는 줄여서 “문볍
소”로 불러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3 이러한 부사의 구분 체계를 받아들일 때， 관형사를 포함한 전체 수식어의 구분 체계
는 다음과 같이 재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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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

D

종

부사의 하위 유형
이 제 앞서 구분된 각 부사 유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부 사 유형에는 어떤 어휘 들 이 포함되는지

각각의

나아가 위에서 구분한 것과 같은 수

식 및 호응 양상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점검 해 보려는 것 이다(편의상 문법 기
능소 호응 부사를 먼저 살피기로 한다).

3 .1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 또는 문법소 호웅 부사는 “접속소 호응 부사
소 호응 부사

“ 시제 /상 호응 부사

“ 일치소 호응 부사

“양태

“부정소 호응 부사”

따위로 구분 해 볼 수 있 다. 이 는 문법 기 능소들 의 세부적 인 하위 구분에 따른
것이 다.

대체로 지금까지

국어의

문볍

기능소로 논 의 되 어

온

것들은 보문소

(COMP), 양태소 (MODAL), 시제/상 ( TENSEνASPECT) ， 일치소 (AGRs/AGRo ),
부정소 (NEG) 퉁 이다 .6 이 논 의에서 는 모든 경우 의 수를 고려한 다는 입장 에서
지금까지 문법 기능소로 제시되어 온 부류를 모두 인정하고 연구 를 진행하기로

한다 국어 부사들은 지금껏 제시되어 온 모든 문 볍 기능소들과 관련된 것들을
따로 구분해 앨 수 있으므로 이 러한 논의 방식이 바 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1 . 1.

접속소 호응 부사

접속소 호응 부사는 접속 어미와 호응하는 부사 를 일걷는 다 7 종 래 의

어휘 범주

"

끼-

서법

사

수식사
수식어

접속소 호웅사

문법 기능소
호용사

양 때 소 호웅사
시제/상 호웅사

일 치소 호웅사
부정소 호용사

위와 같 이 수식어블 체계 화시키 연 우선 부사의

개 념 정리가 편리해지고， 관형 사와 부사

사이의 상보적 인 분포 관계가 한결 정연해 진다

6 물론 이 중에 는 진정한 문법 기 능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포힘되어
있다 몇 가지의 문법 기능소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각기 견해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7

핵계층 이 론 에 서는 접속 어미를 보문소 (COMP)로 취급하므로 “보문소 호용 부사”로

도 일컬음직한 것 이다

이 논 의에서 도 같은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다 만 “음/기” 따위만

을 “보문소 ” 로 보는 종진의 용어 체계와 흔란을 줄 이 기 위하여 “접속 기능소”의 축약형
인 “접속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접속 어미” 대신 “연결 어미”라 는 용어 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연결 기능소” 또는 “연결소 ”라 는 표현으로 대치 될 수또 있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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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중에서 복합문을 형성하는 데에 관여하는 부사류가 여기에 속한다. 일부
부사류는 특정 접속 어미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 '.
L

간렵 철수가 집에 갔다콕 하자.
말월잉i앞j 그냥 떠난다옆 후회할 것이다.

다. 쉴렵l쉴산j 그렇다 하더략독 일처리를 잘 해야 한다.
근. 봐효 영희가 떠났다 하더략돋 우리는 그 일을 마저 끝내야 한다.

디. 안로뢰 애쐐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에서 보듯이 “가령， 만일， 설령， 비록” 따위의 어휘들은 언제나 복문 형성에
관여하는 기능을 보인다. 곧， 특정 종속 접속 어미 따위와 호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 i

이 부류에 속하는 부사의 어휘 목록과 그 대표적인 호응 성분들을 묶어 보이
면 다음과 같다.

(3) ' . 가령， 만일(만약) : -면는다면거든어도더라도， 一 E 지라도
L

설령〈설사)， 비록， 아무리

어도더라도，-2.지라도， -2.앙정， -2.
지언정， -L 들었자기로소니

(3 ，)에서 보듯이 “가령， 만일(만약)"은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들
과 호용 관계를 보인다. 한편， (3 L ) 에서와 같이 “설령， 설사， 비록， 아무리” 따

위의 부사류는 대체로 양보 접속 어미들과 호응 관계를 보인다. 이들이 문말

서법 형태들과 어울리는 일은 없다. 이들은 언제나 특정한 접속 어미들과 공기
하여 복합문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한다.8
접속소 호응 부사는 용언과의 결합 제약이 없다. 이는 이 부류의 부사가 문
법 기능소와 긴밀하게 관련된 것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문법 기능소가 나타나면 어떤 용언류와도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다. 다
음의 예를 보자.

(4) ' . 맡월잉t앞l 영희가 학교에 갔다뾰 그 일은 해결이 될 거야.
L

맡월묘￡앞j 영희가 학교에 있다뾰 그 일은 해결이 될 거야.

c

말일임t앞l 영희가 착하다멸 이 일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거야.

2.. 앞월묘받j 영희가 학생이라뾰 다시 올 거야.

8 이 부류의 부사들은 항상 종속절을 이끄는 특성이 었다. 이런 점은 뒤에서 다룰 양태
소 호응 부사들과 다른 점이다. 양태소 호웅 부사들은 주로 어말어미들과 호응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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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 각 「은 통작 동사
경우이다. 이

유

L 은 존재사

종

E 은 형용사

E 은 지정사와 어울리는

예들에서 보듯이 접속소 호응 부사들은 어울릴 수 있는 접속 어

미 조건만 충족되면 어떤 부류의 용언과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설명

방식은 서정수(1969) 에서 제시되었던 자유 부사의 특성을 합리적

으로 보여줄 수 있다. 서정수(1969)는 자유 부사가 모든 용언과 자유롭게 결합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
엇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류의 부사가 모든 용언과
자유롭게 공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 부사라고 셜명하기보다는 문법 기능소와
관련된 부사이므로 용언 성분과의 공기 관계에서는 제약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한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3.1.2. 앙태소 (Moda l) 호응 부사
양태소 (Moda1) 호응 부사는 서법 형태들과 공기 관계를 보이는 부사류를 일
걷는다.9 종전의 일부 문장 부사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 부류에 속하는 것들은
서법 형태들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1 0 다음의 예를 보자.

(5) '. 쉴봐 그렇게까지 했율갚2
L

표멸 영희는 예쁘코난:

c

로효 사람은 착해앞화단;

2. 얀맘 집에 갔율」강으l단:
위에서 보듯이 “설마， 과연， 무릇， 아마” 따위는 앞의 접속소 호응 부사와는 달
리 양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곧， 앞의 접속소
호응 부사와는 달리 단순문의 양태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부사의 어휘 목록과 그 호응 성분들을 묶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9

1

설마

L

부디， 아무쪼록， 제발， 어서

겠느냐，-2.까으랴

라자(-기 바라다， 빈다， 기대하다…)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서법 형태 호응 부사”라고 일컬음직한 것이나 최근의 논

의들에서 이를 양태소 (Mod머)로 지칭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다른 문볍 기능소 호용 부사
류들의 명칭이 “접속소 호웅 부사， 부정소 호웅 부사” 따위로 지칭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태소 호응 부사”로 이름붙였다. 이는 “양상소 호웅 부사”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10 서정목(1987) 둥에서는 “~다” 따위의 서법 형태소를 보문소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다고”와 같은 경우는 보문소가 2 개 겹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박영순 1991). 보문소 두 개가 연이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희톤/윤항진(1 989) ， 시정곤(1 992) 등에서는 Whitman (1989) 의 견

해를 받아들여 서법

M (ModaJity) 을 설정한 바 있다. 우리는 후자의 견해릎 받아들이되，

선문말 형태에 의한 서볍까지 여기에 포함시켜 생각하기로 한다

국어 부사의 하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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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말(로)， 참말(로) : -다구나군 / -까

2. 무릇， 모름지기

口. 아마(도)

어야 한다

: - 2 것이겠-

닝. 확실히， 분명히

-2 것이겠-

위의 부사들은 특정한 서법 형태들이나 서볍적 표현들과 공기 관계를 보인다.

(6 ，)은 주로 의문법 어미와 결합하여 수사적 의미를 드러낸다. (6 L )은 명령법
형태틀과 어울리는 부사류이다. (6c)은 주로 감탄법이나 의문법 형태와 어울려
감탄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62)은 “-어야 한다” 따위와 같은 당위적인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류이다. (6 口

님)은 “ - 2 것이겠

따위의 추정법과 어울려

화자의 추측이나 불확실한 판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양태소 호응 부사에 속하는 대부분의 부사들은 용언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 이 부류의 부사들은 용언보다는 문볍 기능소와 더욱 깊은 관계를 지닌다

는 증거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7) ' . 쉴라 혼자 밥을 먹었강닌2
L

쉴맘 철수가 집에 있강닌2

c

쉴만 아프젊닌2

2

쉴므f 철수가 그애의 선생이젊닌2

(7 , )은 양태소 호응 부사가 동사와 어울리는 경우인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L 은 존재사

c 은 형용사

2 은 지정사 구절과 어울린 경우들이다. 모두가 용

언의 종류와 무관하게 어울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1 이 부류의 부사들은 밑줄
부분의 문법 기능소들과 연관된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태소 호응 부사들 중에서 “부디， 아무쪼록， 제발” 따위의

경우는

비상태성 용언과만 어울리는 결합 제약을 보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8) ' . {부디/아무쪼록}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L.

11

{부디/아무쪼록} 집에 있어라.

“무릇/모름지기”의 경우는 명제 전체의 내용이 “불변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

다는 제약이 있다 용언의 종류에 상관없이 잘 어울릴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내용을 조
금만 바꾸연 당장 어 색한 문장이 나타난다.

(i) 1.7무릇 철수는 밥을 먹어 야 한다.
L.7무릇 철수는 집에 있어야 한다.
ζ.7 무릇 철수는 잘 생겼다.
2.7무릇 철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위에서 보듯이 명제의 내용이 불변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일 때는 다소 어색한 문장
이 되고 만다. 곧 이 부류의 부사는 용언 범주와는 결함 제약은 없지만 수식하는 명제의
내용이 불변의 진리 동플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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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아무쪼록} 예뻐라.

근. *{부디/아무쪼록} 학생이어라.
위에서 보듯이 이 부류의 부사들은 동사와 존재사와는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

지만， 형용사나 지정사 구절과는 공기할 수 없다. 주로 비상태성 용언과만 어울
릴 수 있는 제약이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부류의 부사는 다른 문법 기

능소 부사들과는 구분해서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
다. 곧， 이를 어휘 범주와 관련된 부사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부사의 제약이라기보다는 문법

형태소의 특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위에 보인 “부디， 아무쪼록， 제발” 따위의
부사들과 어울리는 문볍 형태들은 주로 요청， 명령의 의미를 지닌 것들이다. 이
러한 문법 형태들은 그 자체가 동사성 어휘와만 결합할 수 있는 제약이 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 형태소와 호응하는 부사가 동사성 어휘들과 결합하는 양상
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부류의 부사가 동사성 어휘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뒤의 어휘 범주 수식 부사의 공기 제약과는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6 님)에서 보인 “확실히”류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 “확실히”가 따로 존재하므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9)

1

확실히 철수가 밥을 먹을 것이다.

L

확실히 이번 겨울은 줍겠다.

(10) 1. 우리는 확실히 그 사실을 이해하자.
L

너는 그 사실을 확실히 밝혀라.

(9)의 경우는 “확실히”가 “ - 2 것이겠

따위의 양태소와 공기하는 경우이

다. 이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해석만 가능하다. ‘확실성’의 의미로 동사

“벅다” 등을 수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먹는 동작 자체가 확실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점은 (9 L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곧， (91 , L) 에서는 “확실히”
가 양태소와 호응하여 문장 전체와 관련된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는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0) 의 경우는 “확실히”가 용언 “이해하다， 밝히다”

따위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언제나 통사를 꾸미는 것으로만 해석
된다. 문장 전체를 꾸미는 해석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9) 에 나타난 “확실

히”는 양태소 호응 부사에 포함되지만， (1 0)에 보이는 “확실히”는 동사 수식 부
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 양태소 호응 부사 “확실히 1 ”과 동사 수식
부사 “확실히 2”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1 2

12 양태소 호웅 부사인 “확실히 1”과 동사 수식 부사인 “확실히2”를 어떻게 구분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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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IXil!상 (Tense! Aspect) 호응 부사
(Tense/Aspect) 호응 부사는 시제/상

시제/상

185

체계와 관련된 것들을 일컴는

다 13 종래의 시간 부사 중의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일부 시간 부사들은 시제/

상 체계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시제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를 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11) ' . 철수가 안갚 밥을 먹없다.
L

*철수가 안갚 밥을 먹으는다.

(1 2) 1. 하늘이 안갚 푸르없다.
L

011 ,

*하늘이 악갚 푸르으다.

L) 에서 보듯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아까”가 사용된 경우에는

과거 시제 “었”이 첨가된 경우는 적격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문
이 된다. 이러한 점은 (12) 에서 보듯이 [+상태성] 동사인 형용사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아까”류의 부사는 용언의 의미보다는 시제/상 체계와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진 성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문들은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13) ' . 철수는 샘료건냄i 밥을 먹으는다.
L

철수는 씹료잉냄i 밥을 먹앓다.

(13)은 시간상으로는 현재와 관련된 부사 “지금”이 “ ø" 와 “었”과 결합한 경우
이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현재의 의미를 드러내므로 “ ø"와 결합하고 과거 시

제 “었”과는 어울리기 어려운 어휘이다. 그런데도 위에서 보듯이 양자와 어울
렬 수 있다.1 4

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l

(1) “확실히”가 동사 이외의 용언 성분과 공기할 때에는 양태소 호응 부사로 인정된다.
(2) “확실히”가 어휘 범주 수식 부사보다 앞서 나타날 때에는 양태소 호웅 부사로 인
정된다.

(3) “확실히”가 동사와 공기할 때에는 양태소 호웅 부사일 수도 있고 동사 수식 부사
일 수도 있다.

(4) “확실히”가 형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때에는 동사 수
식 부사로 인정된다.

(5) “확실히”가 “ 자어라” 등의 명령법， 청유볍 어미와 공기할 때에는 동사 수식 부
사로 인정된다.

13 “시제/상 호응 부사”는 국어의 시제와 상 체계를 보는 입장에 따라 “시상 호응 부
사”나 “시제 호응 부사” 등으로도 부콜 수 있다.

14 손남익(1996)에서는 “지금 밥을 먹었다”를 비문으로 취급한 바 었다 그러나 펼자의

임

186

유

종

위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문장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예를 보면 「， L 의 시제/상 호응 부사의 수식 기능이 다소 다르게 나타

난다. 곧， (12 ，)의 경우에는 “지금”이 현재의 의미를 지닌 “ 0"를 수식하는 양
상이다. 그런데， (12 L ) 에서는 “지끔”은 단순히 “현재”라는 시간을 나타내 주고，

“었”은 “과거”라는 시제적인 의미보다는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곧， 02 ，)의

경우는 시제

체계와 관련된 수식

(12 L ) 의 경우에는 부사 “지금”이 현재라는 시간의

기능을 보이지만，

영역을 지시해 주는 데에

그치는 반면에 “었”은 과거 시제의 의미보다는 “완결상”의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현상은 우리말의 시제 형태가 상적인 의미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난맥상이라 할 수 있다.

어떻든 위와 같은 경우들은 우리의 시제/상 체계와 관련된 부사류라 할 수
있다. 용언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시제/상 체계와 관련되어 수식 관계를 보여주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위의 부사류가 상태성 용언과도 어울렬 수 있
다는 점에서 업증이 된다.

(1 4) ' . 날씨가 지금 쌀쌀해.
L

나는 지금 추워

(15) ' . 철수는 지금 학생이야.
L

영희는 지금 선생이다.

(14) , (15) 에서 보듯이 이 부류의 부사는 형용사， 지정사 구절 따위의 상태성 동
사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태성 용언이나 비상태성 용언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류의 부사는 용언의 의미와

는 무관하게 시제/상 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부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시제보다는 오히려 상 (As야ct) 적인 의미와 더욱
관련이 깊다.

(16) ' . 그는 {가끔/때때로/간혹/종종/이따금} 약을 먹고 있다.
L

위의

그는 {늘/항상/요즈음/마냥/여전히} 약을 먹고 있다

예에서 보듯이 부사들이 진행상을 드러내는 “-고 있

형태와 결합하여

상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16 ，)에서는 반복상의 의미를 드러내고， (l 6 L

)

에서는 습관상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 부류의 어휘들도 시제/상 호응 부사로 보아야 마땅하다. 이 부류의 부사
는 용언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시제/상과 관련된 의미를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이 부류의 부사가 형용사와 지정사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

직관으로는 정문으로 여겨진다. 설제 언어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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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엿볼 수 있다.

(1 7)

'.
L

날씨가 {가끔/때때로/간혹/종종/이따금} 더워.
철수는 {가끔/때때로/간혹/종종/이따금} 영망이야.

(1 8) ' . 이곳은 물이 {늘/항상/요즈음/여전히} 차가워.
L

나는 {늪/항상/요즈음/여전히} 학생이다.

위에서 보듯이 이 부류의 부사는 형용사 및 지정사구와도 결합이 자유롭다. 동
사나 존재사， 형용사， 지정사구 따위의 모든 용언 범주와 자유롭게 결합이 가능
한 점으로 보아 시제와 상 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

진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부사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9)

1. 아까
L

(2이 1

지금， 이제
이미， 벌써

L

요즈음， 이즈음， 요새， 요사이，

c

아직， 여태(껏)

근. 영원히， 영구히， 늘， 밤낮， 항상， 노상， 마냥， 여전히， 줄곧
口. 가끔， 때때로， 종종， 간혹， 이따금， 간간이
(19)는 대체로 시제

체계와 관련된 부사류이다. (1 91) 은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류이고， 09 L ) 은 현재 시간과 관련된 부사류이다. (20)은 시제와

상 모두에 관련된 것인데

상적인 면이 두드러진 어휘 부류이다. (201)은 시제

상으로 볼 때는 과거이고 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완료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부사류이다. (20L) 은 시제상으로는 현재

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진행상

따위와 연관이 있는 부사류이다. (20c)은 미완료상적인 의미가 강한 부사이다.
(20 2.)은 무한히 긴 시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습관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부
사류이다. (20 口)은 반복상과 관련된 것들이다.
위의 시제/상 호응 부사류들은 모든 용언류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문
법 기능소인 시제/상 체계와 연관을 맺는 부사류들이므로 어떤 용언류와도 자
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1) ' . 영희는 지금 밥을 먹고 있어.
L

칠수는 지금 집에 있어.

c

영희는 지금 날씬해.

근. 나는 지금 학생이야.

엄

188

유

종

위에서 보듯이 이 부류의 부사는 상태성 동사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상태성 용언이나 비상태성 용언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면을 볼 수 있

다. 이 부류의 부사는 시제/상 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용
언의 의미와는 무관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5

3.1.4.

부정소 (Neg) 호응 부사

부정소 (Neg) 호응 부사는 부정소와 호응 관계를 보이는 부사 유형이다. 이

부류의 부사들은 국어의 부정소 “안”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는다.1 6

(22)

Î.

i 저혀/겸코/정대로} 철수는 밥을 앞 먹는다.

L

*{저혀/겸코/점대로} 철수는 밥을 먹는다.

위에서 보듯이 “전혀， 결코， 절대로” 따위는 용언 어간을 수식한다기 보다는 부
정소 “안”과 더욱 긴밀한 관계에

있는 성분이다. (22 L ) 에서

보듯이

부정소

“안”이 없는 문장에 “전혀” 따위의 부사가 나타나면 어색한 문장이 되고 만다.
이 부류에 속하는 부사 어휘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3) 전혀， 결코， 절대로， 과히， 조금도， 별로， 통， 도무지， 도저히
(23) 의 예들은 부정소 “안”이나 “못”과 공기 관계를 보이는 부류들이다.

15

한펀， 종래에 시간 부사로 다루어져 왔던 것들 중에는 동사 자체의 어휘상과 관련된

범주들이 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i)

,

철수는 {금방， 자주} 밥을 먹을거야.

L

철수는 {금방， 자주} 집에 있었어.

c

*영희가 {금방， 자주} 예쨌어.

근*철수는 {금방， 자주} 학생이었어.

위의 예에서 보듯이 부사 “금방， 자주” 따위는 "

L 과 같이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와

자유롭게 어울렬 수 있다， 그런데 드， 2 에서 보듯이 형용사， 지정사 구절을 수식하지 못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부류의 부사는 시제/상 체계와 연관을 맺는다기보다는 용언 자체
가 지닌 어휘상과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류들은 어휘 범주와 관련된 부사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부류는 그 수식 기능이 문법 기능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용언 자체가 지니는 상적인 특성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어휘 범주를 수식하는 부
사 범주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6

윤종렬 (1앉X)) ， 윤정미 (1앉lO)， 안희돈 (991) 등에서는 한국어에 NegP라는 기능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학성(1 993) 에서는 Negp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고 언급한 바 있어， NegP의 성정 여부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면이 있다. 다만 이 논의
에서는 다양한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미에서 전자의 논의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것이 기능 범주의 물망에 오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이라는 성분이 열마간 문법 형태소
와 유사한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부사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안”과 호웅 관계를 보이는 부류가 있으므로 전자의 견해가 더욱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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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소 호응 부사들은 용언과의 어울림에 제약이 없다. 이들은 부정소 “안”
과 관련된 부사이므로， 부정소 “안”이 나타난 문장에서는 어떤 용언 부류와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4) -'.

{결코/절대로/전혀} 철수는 밥을 안 먹어

L.

{결코/절대로/전혀} 철수는 집에 있지 않아.

C.

{결코/절대로/전혀} 영희는 예쁘지 않다.

2..

{결코/절대로/전혀}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다.

위에서 보듯이 동사， 존재사， 형용사， 지정사구 따위와 자유롭게 결합이 된다.
이 부류의 부사는 부정소 “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르다， 없다” 따
위와 같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정적인 용언들과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의 예
에서 보듯이 부정의 의미를 지년 용언들과 어울렬 수 있다는 것이다.

(25) -'. 철수는 {전혀/결코/절대로/조금도} 그 사실을 모른다.
L

철수는 {전혀/결코/절대로/조금도} 돈이 없다.

(25-' , L) 에서 “알다， 있다”는 “안 알다， 안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의미를 지년 “모르다

없다” 따위의 어휘와 결

합이 되는 것이다.

3.1.5. 일치소 (AGRs) 호응 부사
(AGRs) 호응 부사는 일치소

일치소

“-시와 호웅 관계를 보이는 부사 유형

이다)7 이 부류의 부사들은 종래에 주체 존대 형태로 일컬어졌던 일치소 “-시
와 공기 관계를 보인다.

(26) -'. 할아버지께서는 i물속잭렘 그 일을 하쇠다.
L

*철수는 i물속잭l화i 그 일을 한다.

(26-' )에서 보듯이 “친히， 몸소” 따위의 부사는 “-시와 공기 관계에 있다. (26
L) 에서 보듯이 “-시가 쓰일 수 없는 환경에서는 “몸소， 친히” 따위가 쓰이면
어색하다.
이 부류에 드는 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

(27)

17

몸소， 친히， 손수

최현숙(1988) 에서는 복수 표지 “들”도 일치소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

원 바 있다. 그러나 복수 표지 “들”은 부사의 특성이나 기능과는 거리가 벌다고 보고 논
의에서 제외시킨다. 서정수(1 996) 에서는 이 복수 표지 “들”을 한정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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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어휘들은 일치소 “-시와 밀접한 호응 관계를 보인다.

그런데 이 부류에 속하는 부사는 어울리는 용언이 제약되어 있다. “옴소， 친
히” 따위와 같은 부사는 다음에서 보듯이 동사나 존재사와만 어울릴 수 있다.

(28) '.

할아버지께서는 {톰소/친히} 짐을 드신다.

'- 할아버지께서는 {몸소/친히} 집에 계신다.

c

*할아버지께서는 {봄소/친히} 인자하시다.

2

*할아버지께서는 {몸소/친히} 군자이시다.

이 부류의 부사는

만，

(28c ,

(281 ,

L)에서 보듯이 동사， 존재사와는 잘 어울릴 수 있지

2) 에서처럼 형용사， 지정사 구절과 어울리변 어색하다.

이러한 현상은 양태소 호응 부사와는 달리 문볍

형태소 “-시의 기능과는

무관한 일이다. 앞서 살핀 양태소 호응 부사가 동사 성분과만 결합하는 것처럼
보인 까닭은 “-어라자”와 같은 문법 형태의 특성 때문이지만， “-시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9) ' .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드신다.

'- 할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신다.
C

할아버지께서는 인자하시다.

2

할아버지께서는 군자이시다.

위에서 보듯이 “-시는 동사， 존재사

형용사， 지정사 구절과 모두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부사 “붐소， 친히”는 일치소 “-시와 호응하는 일면도

있지만， 동사와의 결합 제약도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곧， 문법 기능소

와 관련된 면이 있는가 하면， 어휘 범주와 관련된 특성도 보여주는 양면성을
지닌 성분이라는 것이다.1 8
이 일치소 호응 부사들은 다른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와 그 기능 면에서도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 다른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들은 문장 전체의
의미와 관련된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일치소 호응 부사는 문장 전체와 연관된
기능을 지니지 못한다. 접속소 호응 부사나 양태소

시제/상 호응 부사들은 문

장 전체의 내용과 관련된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데 반해 일치소 호응 부사는
이런 기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연 일치소 호응 부사는 여
느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 일치소 (AGRs)로 알려진 문법 형태소 “-시는 다른 문법 기능소들

18 이 부류의 어휘는 구문론적인 분포 관계도 다른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들과 차이가
있다. 다른 문법 기능소 호용 부사들은 통사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우에 다소 유표적
인 특성을 드러내는 데 반해， 이 부류의 부사는 문장의 앞에 위치할 때 다소 어색하다.
이 부류의 부사가 용언과 긴밀한 관련성 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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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그 기능이 상당히 이질적인 면이 있다. 다른 접속소， 양태소， 시제/상 따
위의 문법 기능소들은 문장 전체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반해 이 일치소는 의미적인 기능보다는 주어와의 호응 관계를 보여줄 뿐이
다. 일치소가 문장 전체와 관련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1 9 이런 점에서 보면 일치소는 다른 문법 기능소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왼다.

요컨대， 일치소 호응 부사는 다른 문법 기능소 부사들과는 현격히 다른 특성

을 보여준다. 그 어울림 관계나 수식 범위 등이 다른 문볍 기능소들과는 상당
히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를 문법 기능소로 보는 것
이 합당한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논의는 부사

에 초점을 맞춘 논의이고， 또한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핵계층 이론에서 제
시하고 있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일치소 호
응 부사 범주를 문법

기능소 부사의 한 유형으로 설정해 놓는다. 여기에서는

핵계층 이론에서 일치소가 문법 기능소로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치소
호응 부사를 문볍 기능소 부사의 세부 유형으로 설정해 놓는다는 것이다 .20

3.2.

어휘 범주 수식 부사

어휘 범주 수식 부사는 그 수식 대상의 흑성에 따라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
형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 등으로 세분된다. 용언은 대체로 동사， 존재사， 형
용사， 지정사의 네 가지로 하위 구분되는데， 부사가 어떤 용언과 공기할 수 있
는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보면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 동사 수식 부사， 형용
사/지정사구 수식 부사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21

19 서정수(1994， 1996) 등에서는 “-시-를 다른 서법 형태나 시제 형태와는 다르게 취급
하여 기능 변환소에 포항시키고 있다. 적어도 이 일치소 (AGRs) 는 다른 문법 기능소들과
는 구분하여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렇게 보면， 이 부류의 부사가 문볍 기능소나 용언 범주 모두와 관련된 양연성을
지니고 었다는 것은 일치소 호응 부사의 고유한 특성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일
치소가 문볍 기능소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 이 부사류는 어휘 범주 수식 부사로 소속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대한다.
21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어휘 범주와 관련된다고

하였으면， 그 어휘 범주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관형사인지 등에 의해서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정도 부사는 관형사나 다른 부사류 따위를 수식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식은 모두 종래의 정도 부사류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런
구분은 하나의 정도 부사를 여러 개의 부류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가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

도 부사류를 “형용사/지정사 수식 부사”로 설정하여 용언 범주와의 결합 관계를 살핀다
박선자 (983) 에서는 정도 부사의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수식 대상을 의미
바탕， 곧 의미 자질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으나 이런 처리 방식은 이콘상의 문제가 생
겨날 수 었다. 이런 점에 관해서는 황병순 (984) 에서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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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 개별 부사의 호응 관계를 더 정밀하게 살피면 그 유형을 더욱 세분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동사 수식 부사”라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동

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밀접한 호응 관계를 보이

는 동사류에 따라 부사를 하위 구분하면 상당히 많은 유형 이 구분될 것이 분명
하다. 실제로 이런 점을 구체화하고 정밀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용언의 구문론적인 주요 범주들과의 호응 관계를 전반적

으로 제시하는 데에서 그친다. 각 개별 부사의 호응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상

당히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부사와 용언의 수효를 감안할 때， 모든 부사와
용언을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 개별 부사와

용언과의 구체적인 호응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과제로 남기고 여기에서는
주요 용언 범주들과의 대체적인 결합 관계를 제시하는 데에서 그친다.

3.2.1.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

이 부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부사들은 동작성 통사나 존재사 따위의 비상태성
용언과는 잘 어울릴 수 있으나， 형용사나 지정사 따위의 상태성 용언과는 어울

릴 수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30) '.

철수가 밥을 {몰래/따로/한가히} 먹는다.

L

철수가 집에 {몰래/따로/한가히} 있다.

c

*철수가 {몰래/따로/한가히} 예쁘다.

2.

*철수가 {몰래/따로/한가히} 말썽이다.

(3이은 종래의 양태 부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어떤 부류의 용언과 어울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인 예이다. 동사와 존재사를 꾸며 준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휘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1)

' . 잘， 태연히， 감히， 겸손히， 괜히， 공연히， 무료히， 막연히， 건강히， 가
만히， 게을리， 느긋이， 기꺼이， 헛되이， 무심코， 한사코， 일부러 ·‘·
L

멀리， 높이， 깊이 22

c

당분간， 밤새(껏)， 잠깐， 번번이， 매번， 자꾸， 자주， 조만간， 미리， 겨우
내，또

2.. 함께， 각기， 따로

22 우리말에서 장소 부사는 병사로 볼 수 있는 성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장소 부
사는 위에 보인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까이”를 장소 부사로 다루는 경우
도 있으나， “그 가까이”에서처럼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명사 성분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렇듯이 장소 부사가 드문 까닮은 장소 표시를
주로 “명사+후치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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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기필코， 기어코， 기어이

(31') 은 종래의 양태 부사，

(31 L)는

장소 부사，

(31 c)은

시간 부사， (31 근)은

공동/개별성 부사， (31 口)는 당위성 부사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휘들은 동사， 존재사와는 잘 어울렬 수 있지만， 형용사， 지정사와는 잘 어울
리지 않는다.

이 부류에 속하는 부사들은 문법 기능소들과의 결합에 제약이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32)

기. 철수가 책을 {잘/막연히/느긋이} {읽었다면/읽어서/읽었으니} ...
L

철수가 책을 {잘/막연히/느긋이} {읽겠다/읽었을 것이다/읽어야 한다/

E

철수가 책을 {잘/막연히/느긋이}{읽는다/읽었다/읽고 있다}.

E

할아버지께서 책을 {잘/막연히/느긋이} {읽으셨다!*읽었다}.

읽었니?}

口. 철수가 책을 {잘/막연히/느긋이} 읽지 않았다.
(32 ，)은 접속소와 결합 관계를 보인 것이다. (32 L ) 은 양태소， (32c) 은 시제/

상， (322)은 일치소， (32 口)은 부정소와의 결합 제약을 살핀 것이다. 위에서 보
듯이 이 부류의 부사들은 용언과 관련된 것들이므로 문법 기능소와는 무관하게
문장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3.2.2.

동사 수식 부사

이 부류에 속하는 부사는 언제나 동사와만 어울린다. 곧， 형용사나 지정사만
이 아니라 존재사 따위와도 어울릴 수 없는 부사류가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
를보자.

(33) ' . 철수가 밥을 {얼른/냉큼/빨리/쉽사리/간신히} 먹는다.
L

*철수가 집에 {얼른/냉큼/빨리/쉽사리/간신히} 있다.

c

*철수가 {얼른/냉큼/빨리/쉽사리/간신히} 예쁘다.

2. *철수가 {얼른/냉큼/빨리/쉽사리/간신히} 학생이다.

위의 부사류는

(33c ,

2)에서 보듯이 형용사나 지정사구와 어울릴 수 없음은

물론이고， (33 L ) 에서 보듯이

존재사와도 공기하기 어렵다‘ 이는 앞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이 부류의 부사들은 동사가 드러내는 움직임 자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존재사는 사물의 존재 상태를 드러낼 때
에는 비심리성 상태 용언의 성격을 지난다. 따라서 동작의 모습 자체를 드러내
는 부사류와는 잘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휘들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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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냉큼， 함부로， 섣불리， 빨리， 쉽사리， 재빨리， 간단히， 간신히，

(34) ,

급속히， 급히， 천천히， 열심히， 부지런히， 자세히， 돌연히， 확실히， 홀

연히，각별히，간곡히，간절히，격렬히，갑자기，서서이，산뜻이，가벼
이，가소로이，분주히，교묘히，용감히，충실히，경솔히，당돌히，근근

히， 바삐 ·
L

즉시， 막， 이내， 진작， 일찍， 문득， 별안간， 불현듯， 언뜻 ...

t:

쩡긋， 힐끗， 흠칫， 자르르， 옹기종기， 강동강동， 꿈툴꿈툴， 깡충깡충，
벙글벙글， 데굴데굴， 바글바글，무럭무럭， 야금야금， 절레절레， 덩실
덩실

...

(34 ，)은 종래의 양태 부사， (34 L )은 시간 부사， (34 t:)은 상정 부사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주로 움직임의

양상을 나타낸 어휘들로서 주로 동사만을

수식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부사들은 문법 기능소들과의 결합에 제약이 없다. 다음의

예를보자.

(35) ' . 철수가 책을 {얼른/빨리/열심히} {읽었다면/읽어서/읽었으니} ...
L

철수가 책을 {얼른/빨리/열심히} {읽겠다/읽었을 것이다/읽었니?}.

t: 철수가 책을 {얼른/빨리/열심히/정성껏} {읽는다/읽었다/읽고 있다}.
2. 할아버지께서 책을 {얼른/빨리/열심히/정성껏}{읽으셨다1* 읽었다}.

口. 철수가 책을 {얼른/빨리/열심히/정성껏} 읽지 않았다.
(35 ，)은 몽사 수식 부사가 접속소와 결합한 경우이다. (35L) 은 양태소，

은 시제/상， (35 2.)은 일치소， (35디)은 부정소와의

(35 t:)

결합 관계를 보인 것이다.

이 런 예에서 보듯이 이 부류의 부사들은 용언과 관련된 것들이므로 문법 기능
소와는 무관하게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3.2.3.

형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

형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는 종래의 정도 부사로 일컬어졌던 부류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부사들은 형용사와 지정사 구절을 꾸며 준다. 다음의 예를 보자.

(36) '. 순이는 {아주/매우/무척/워낙/상당히} 빠르다
L

순이는 {아주/매우/무척/워낙/상당히} 영망이다.

t: *순이는 {아주/매우/무척/워낙/상당히} 밥을 먹었다.
근*순이는 {아주/매우/무척/워낙/상당히} 집에 있다.

(36"

L) 은 정도 부사가 형용사와 지정사구를 수식한 경우이다.23 이 부류의

잉“순이가 아주 미인이다와 같은 경우를 영사 수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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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보듯이 동사나 존재사를 꾸미지 못한다 .24

이 부류에 속하는 어휘들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25

(37)

1. 아주， 매우

L

십히，몹시，무척，유난히，유달리

c

사뭇， 워낙

2.훨씬，더욱，한층，한결

口. 상당히， 대단히， 굉장히
님. 꽤，제법，펙
人. 너무， 너무나
위의 부사들은 형용사와 지정사 구절 따위를 꾸며준다.26
이 부류의 부사들은 어휘 범주와 관련된 부사이므로 문법 기능소들과는 무관
한 분포를 보여준다. 다음의 예를 보자.

(38)

1.

철수가 {아주/매우/무척} {착했다면/착해서/착했으니} .

L

철수가 {아주/매우/무척} {착하겠다/착할 것이다/착하니?}

c

철수가 {아주/매우/무척} {착하다/착했다}

2.

할아버지께서 {아주/매우/무척} {인자하셨다}.

口. 영희는 {아주/매우/무척} 못 생겼어.
위에서 보듯이 이 부류의 부사는 피수식 용언의 어간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

이므로 어떤 문볍 기능소들과도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1980, 김선희 1985) 그러나 여기에서는 “명사 + 지정사”인 상태성 서술어를 꾸미는 것으
로 보아 따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는 서정수 (975) 에서 제시된 바 있다. 한편， 형
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는 다른 부사나 관형사룰 꾸미기도 한다. 다만， 이 논의에서는
용언과의 어울림 관계만올 살피는 데서 그친다.

낀 “매우 쳐라”와 같이 정도 부사가 행동성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한다. 곧， 중간에 양태 부사어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러한 설명은 서정수 (975) ， 김영희 (985) ， 손남익 (996) 동에서 이루어진 바 았다. 한편，
서상규 (991)에서는 이러한 쓰염을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해서 안 된다고 하고 정도 부사
의 어떤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가 하는 경향을 바탕으로 정도 부사를 하위 구분한 바
있다

김경훈(1 977) ， 박선자 (983) 등에서는 피수식어를 의미론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이

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도 부사는 일반척으로 동작성 동사를 꾸미지 못하기 때
문에 이 논의에서는 서정수 (975) 등의 견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책을 {아주/매우} 읽
는다).
25 정도 부사의 하위 구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홍사만o인7)， 김영희(1잃5)， 서상규
(199 1), 서정수 0994， 19%) 등이 있다.
26

이러한 점은 서정수(1969)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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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사의 세부 유형별 어울림 관계를 검토하였다. 요컨대， 부사는 수
식 대상과의 어울림 관계에 따라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와 어휘 범주 수식 부

사로 구분된다.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는 어울리는 문법 기능소에 따라， 접속소
호응 부사， 양태소 호응 부사， 시제/상 호응 부사， 부정소 호응 부사， 일치소 호
응 부사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어휘 범주 수식 부사는 다시 어떤 용언류들과
공기하는가에

따라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 동사 수식 부사， 형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

새로운 부사 범주 구분의 타당성
앞서 제시한 부사의 하위 구분 방식은 종전의 구분 방식에 비해 여러모로 타

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서의 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지적된 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한 자리에 모아 보이기로 한다.
이러한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의

골자를

한 목에 모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부사는 어휘 범주 수식 부사와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로 하위 구분할 수
있다.

[2]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는 접속소 호응 부사， 양태소 호응 부사， 시제/상
호웅 부사， 부정소 호응 부사， 일치소 호웅 부사로 세분된다.

[3] 어휘 범주 수식 부사는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 동사 수식 부사， 형용사/
지정사구 수식 부사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앞선 논의의 주요 골자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내용과
관련된 타당성이나 이점 등을 정리해 나가기로 한다.
[1]에서 보인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와 어휘 범주 수식 부사의 구분은 종래
의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가름이 지녔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가름이 지닌 장점은 그 수식 범
위를 비교적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의 구분 방식은
이러한 수삭 범위를 잘 보여줄 수 있다. 문법 기능소들은 일반적으로 문장 전
체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부류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사들은 저절로 그 수식 범
위가 한 성분 이상의 구절 단위가 되고 어휘 범주와 관련된 부사들은 한 어휘

성분을 수식 범위로 지닌다는 점을 잘 보여줄 수 있다.27 또한， 이러한 구분 방

낀 다만， 일치소 호웅 부사는 문장 수식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다른 문볍 기능
소 호용 부사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부류의 부사가 여느 문법 기능소 호웅 부사와 다
른 점이 있음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그 구문 구조
를 고려해 보면 알 수 있다. AGRsP를 문장으로 보는 최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부류
의 부사는 AGRsP의 명시소 (SPECl 보다 하위에 속하는 부가어에 해당하므로 문장 전체

국어 부사의 하위 분류

197

식은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가름이 불명확하다는 단점도 해결할 수 있다.28

어떤 부사류가 문장을 꾸미는지 성분을 꾸미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데， 특정 부사가 관련을 맺는 부류가 어휘 범주인지 아니면 특정 문법 기능소
인지를 살피는 일은 훨씬 쉽다. 따라서 구분 경계가 더욱 푸렷해질 것이다.

둘째로， 서정수(1969) 및 이상복(1 977) 에서 논의한 부사의 특성들도 잘 설명
이 된다. 서정수 (1969) 에서 제시한 용언과의 결합 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상복(1977) 에서 설명한 어미류와의 호응 관계도 보여줄

수 있어 바람직한 연이 있다.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는 용언과는 무관한 것이
므로 모든 용언과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고 어휘 범주 호응 부사는 반대로 문
볍 기능소와 관련이 없으므로 여타의 문법 기능소와 결합 제약이 없다는 것이
다 .29

셋째로， 어휘 범주 수식 부사와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의 가름은 부사의 구
문론적 분포 관계를 보여주는 데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핵계층
식형에서 각 부사류를 각 관련 범주의 부가어 (adjunct) 로 보면 이플 바탕으로
부사의 다양한 분포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곧， 접속
소 호응 부사는 CP의 부가어， 양태소 호응 부사는 MP의 부가어， 시제/상 호응
부사는 TP의 부가어， 부정소 호응 부사는 NegP의 부가어， 일치소 호응 부사는
AGRsP의 부가어， 어휘 범주 수식 부사는 VP의 부가어로 보고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30

한편， [낌에서 보인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의 하위 구분은 부사의 수식 범위
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문장 부사가 문장을 수식한다고

했을 때， 그 문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모호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
한 점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39) '. 아마 철수가 집에 갔을 것이다.
L

만일 철수가 집에 갔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텐데.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39 ，)이나 (39 L )은 “만일”과 “아마”가 모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라고 설명을 해왔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연， (39 ，)의

경우는

“아마”가 “-근 것이라는 서법 형태와 결합된 것이며， “만일”이라는 부사는
‘-면”이라는 종속 접속 어미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때， (39 ，)과 (39 L

)

를 꾸미기 어려운 것이다.

엉이러한 점은 김경훈(1앉뻐)의 수식 벙위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도 마창가지이다.
29

이 점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문볍 기능소 호응 부사는 각 관련 범주의 SPEC 위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가능성
도 있다. 문볍 기능소 호응 부사의 호웅 현상은 일종의 명시소-핵 일치 관계

HEAD

AGREEMENT)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PEC-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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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수식 대상이나 범위가 차이가 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런데 종래에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라고 설명을 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떤 문법 기능소의 최대 투사를 꾸미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김경훈(1996) 에
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으나 그보다도 좀더 엄밀하게 그 수식 범위를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부사와 관련된 운법 기능소가 무엇인지에 따
라 그 수식 범위가 VP인지 아니면

IP, TP, CP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3 1
둘째로，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시간 부사의 문장 수식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40) î . 아까 철수가 밥을 먹었다.

L. 철수가 아까 밥을 먹었다.
c

철수가 밥을 아까 먹 었다.

위의 예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용언의 의미를 수식하는 시간 부사로 여겨왔

다. 그런데， 서정수(1 969) 에서는 (40î-C) 에서 “아까”와 같은 부사는 문장 부사
로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32 실제로 위의 예문에서 보면 이것이 용언의 의미를

꾸미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선 부사의 하위 구분 방식은 이러한 점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부사가 용언 범주보다는 시제/상 형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의미를 수식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
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4 1) î

철수는 아까 밥을 먹었어.

L. *철수는 아까 밥을 먹는다.
C

(41 î) 에서

*철수는 아까 밥을 먹을 것이다.
보듯이 “아까”는 “었”이라는 과거 시제와 함께 나타나면 자연스럽

다. (41 L., c) 에서 보듯이

문장이 되고 만다

31

현재나 미래와 관련된 시상 형태가 오면 부적격한

이는 부사 “아까”의 수식 기능이 시상 형태와 밀접한 연관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IP, CP가 아니라 I’， C’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사는 X’의 부

가어 성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 수식 범위를 세분화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있 김경훈(1977) 등에서는 시간 부사를 문장 부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간 부사는 용언을 수식한다기보다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점은 서정수(1 969) 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한편， 김경훈(1 996) 에서는 이런 점
을 보완하여 “어제” 등을 동사구 수식 부사어와 선어말어미 수식 부사어의 양기능을 지
닌 부사어로 다루고 있으나 이런 해결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사 유형 분류의 의
의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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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사

“아까”를 시제/상 호옹 부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까”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성분이라는 점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시제/상
형태는 문장 전체와 관련된 범주이기 때문이다.
셋째， [2] 에 보인 문법 기능소 부사의 하위 구분은 최근의 논의들과 연관지어
보아도 이점이 있다. 우리의 부사 구분 체계는 최근의 변형 생성 문법적인 고
찰에서 보문소 (COMP) , 양태소

(M) ,

굴절소

ONFU ,

시제/상 (TENSE/ASPECT) ,

일치소 (AGR) 따위의 문법 기능소를 두어 종래의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들을
문장 전체와 관련시켜

다루는 방식에도 부합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생성 어론에는 부사 범주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이 각 문법 기능

소와 연관된 부사를 구분해 놓으면 최근 이론으로 부사와 관련된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에서와 같이 어휘 범주와 관련된 부사를 그 수식 범주에 따라 구분을 함
으로써 이상복 (977) 등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용언과의 어울림 관계를 잘 설명

해 줄 수 있다. 이상복 (977) 에서는 문법 형태소와의 상관 관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용언과 부사와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데에 어려웅이 있었다. 어휘 범
주 수식 부사의 세부 유형을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밖에도 이러한 부사의 하위 구분은 사전 편찬이나 외국인에 대한 한국말
교육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결합 제약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점을 사전에 명시해 놓으면 외국인들이 문맥에 적절한 부사를 선
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앞서 보인 부사의 구분 방식은 최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국어 연구들의 논란거리에 관하여도 일정한 암시뜰 줄 수 있다고 본다. 각 부
사 유형의 작용을 살펴 보면， 최근 논의들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들의 해
결에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예만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앞서 이루어진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는 우리말에서 진정한 문법 기능
소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사의 입장에서 보면 NegP는 설정 가능성 이 농후하고， AGRsP는
상대적으로 설정 가능성이 약하다. 부정소 호응 부사는 여느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일치소 호응 부사는 상당히 다른 특성

을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최근 논의들을 보면 NegP의 구문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점에 대해

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앞서 보인 부사의 체계는 이런 변에 대해서도 시사하
는 바가 있다. 최근 논의들에서는 NegP릎 TP보다 상위 구절로 볼 것인가 하
위 구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33 그런데， 부사에 초점

않윤종렬 (1990)， 안희돈(1991) 등에서는 Negp가 AGRsP를 관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곧， NegP가 TP보다 하위에 속하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유동석(1 995)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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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어 보면 TP가 NegP보다 상위 구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래의 예를

보자.

(42) '. 아까 철수가 전혀 밥을 안 먹었다.
L.

(?)전혀 철수가 아까 밥을 안 먹 었다.

(42 ，)에 비해서는 (42 L )은 상대적으로 어색한 느낌이 든다. 시제/상 호응 부

사가 부정소 호응 부사보다 선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TP가 NegP보다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
람직하다.

요컨대 어울림 관계에 따른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는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부사 자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이로울 뿐 아니라 역으로 여타의 문법 논의
에도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5.

마무리
이상으로 다른 성분의 결합 관계에 따른 부사의 체계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

를 마치기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사는 어울림 관계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이 그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바렴직한 면이 있다.

2) 부사를 어울림 관계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부사들이 어휘 범주나 문법 기능소 중에서 어느 것과 결합 제약을 보
이는가?

(2)

각 범주들과 결합 제약을 보이는 부사류들은 실제로 어떤 개별 범주들
과 결합 관계를 보이는가?

3) 위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사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 범주
수식 부사

부

사
문법 기능소

호응부사

통사/존재사 수식 부사

잘， 높이， 자주

동사 수식 부사

얼른， 냉큼

형용사/지정샤구 수식 부사

아주，매우

접속소 호응 부사

만일，설사

양태소 호웅 부사

무릇，설마

시제/상 호웅 부사

아까， 이미

부정소 호응 부사

전혀， 절대로

일치소 호웅 부사

몽소， 친허

는 NegP가 TP를 관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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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에 보인 부사들의 유형별로 실제 어올림 관계를 검토하여 위와 같은 구
분의 타당성을 보였다. 문법 기능소 호응 부사들은 용언 범주와의 어울림 관계
가 자유로운데， 다만 일치소 호응 부사는 용언 범주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

어휘 범주 수식 부사들은 문법 기능소들과의 결합 관계가 자유롭다

5) 위와 같은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는 문볍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부사의 구문론적 분포나 의미적인 수식 범위플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생성 이론적 관점에서 부사의 문볍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바람직한 구분 체계이다. 생성 문법적인 연구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이밖에 사전 편찬， 외국인에 대한 한국
어 교육에도 도움이 펼 것이다.
이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부사의 하위 구분 문제
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를테면， 더 많은 부사
어휘들을 모아 또다른 유형의 부사 범주가 존재하는 것은 아년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논의에서 제안된 부사의 하위 범주들을 더 세분하는 작업도 뒤따라

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논의에서 이루어진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를 이용하여
각 부사 유형들의 구문론적인 분포 관계나 수식 범위 문제 등 부사의 여러 특

성들을 세부적으로 서술하는 일도 남겨진 과제이다. 부사에 대한 총체적인 관
점에서 보면 더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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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ubclassification of
Adverbs in Korean
Yoo-jong 1m
This study is to classify adverbs of Korean. This problem is investigated
in previous studies , but it is to be not enough. 1 focused on classifying the
categories of adverbs according to restrictions of co-occuπence. According
to the relation of co-occurrence, 1 distinguished adverbs on grammatical
category and adverbs on lexical category. Adverbs on grammatical category
are subdivided “ Comp-adverb (접속소 호응 부사)， Modal-adverb (양태소 호응
부사)， Tense/Aspect-adverb (시제/상 호응 부사)， AGRs-adverb (일치소 호응
부사)". Adverbs on lexical category are subclassified “ Verb/' -iss' -adverb (동
사/존재사 수식 부사)， Verb-adverb (동사 수식 부사)， Adjective/CopuJa-adverb
( 형 용사/지 정 사구 수식 부사)". Adverbs on grammatical categoη are freely
connected to the verb class words. But AGRs-adverb( 일 치 소 호응 부사) is
restrictions on verb connecting relations. Adverbs on lexical categor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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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ly connected to grammaticaI categories. This study is helpfuI to account
for characteristics of adverbs in Korean; restrictions of co-relations ,
syntactic movement and modification range of adverb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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