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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10 show that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of discerning 
the person-type of subject, agent, experiencer by using the information 
extracted/retrieved from verb-ending complex, not from (pro)noun phrase 
And empirical/statistical data in a corpus analysis are given to prove our 
hyp이hesis. Through this, it is revealed that we can resolve the person (of 
‘zero pronoun') on the basis of grarnmatical mechanism, rejecting the 
opinion that there is no person in Korean or that the person in Korean is 
expressed/activated at the pragmatic level.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subject can be easily ornitted in Korean, in particular in spoken Korean 
and that the information with regard to person can be gained from 
extralinguistic knowledge, or context, utterance situation. But our research 
based on the authentic/real Korean data shows that the person is 
distinguishable at the morpho-syntactic level and that the problem of the 
so-called ‘zero pronoun' can be resolved through the grarnmatical 
mechanism. In sum, we suggest that a (pro)noun-centric or lexical-based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erson be replaced by an ending-centric or 
grammatical-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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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어 문법 논의에서 인칭의 문제는 주요한 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흔히 한 

국어는 ‘인칭이 없는’ 언어로 분류되었다.1) 여 기서 ‘인칭 이 없다’는 것은 인칭이라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2-041-AOOl80, 
과재영· 한국어 구문 분석을 위한 문법요소들의 관계망 구축〕 

1) 이와 관련하여 Benveniste(1946, p. 226)에서 G. J. Ramstedt, r Korean Cramrnar" 61쪽의 “ the 
grammatical “ person" … have no grammatical dislinction in a language where all forms of 
the verb are indifferent to person and nllmber"라는 언급을 인용하며 인칭의 표현이 동사에 없 
을 수 있는 언어로 한국어를 들고 있다 그퍼나 그는 Ramsted t가 습관(I ’ habitllde)을 절대적 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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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는 동사 굴절에 주어 

(대)명사와 일치하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한국어 문법에 

서 ‘어미’로 불리는 요소들은 주어/행위자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어 ‘어미’가 인칭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국문법 연구에서도 주 

체존대의 어미 1-(으)시-}가 주어/행위자와 일치한다고 논의되어 왔으며， 유형론적 

으로 한국어에 특히 발달한 것으로 논의되는 접속어미에 대해서도 통일주어제약 

과 같은 현상이 논의되었고， 문장종결어미에 대해서도 주어/행위자 특정 인칭으로 

제약되는 현상이 역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관찰은 한국어 문 

법에서 인칭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화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어 문법에서 인칭 구조를 체계화하려는 박형달{l996)， 박형달 

(2001), 목정수(2003)과 같은 일련의 논의들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을 구 

체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체계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현조 · 염신현 · 목정수(2003)에서 인칭 분석 자료 구축을 

위한 작업 방향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은 한 

국어에서 동사범주(어휘요소에 담긴 인칭성〕와 어미범주{문법요소에 담긴 인칭성} 

의 결합을 통해 ‘주어(subject)’， ‘행위쥐agent)’， ‘동작쥐actor)’의 인칭의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인 소위 ‘영형 대명사 

(zero pronoun)’ 문제가 어떻게 해소/해결(resolution)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를 펴고， 말뭉치 언어학적 접근(corpus linguistics)의 시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자동번역에서 드러나는 문제 

한국어에서 인칭의 문제는 형태， 통사， 의미론에 걸쳐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되 

나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논의거리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문제가 드러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인칭의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구 

체적 예로서 자동번역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기계번 

역은 ... 언어처리의 다양한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상적인 언어 이론이 어떠한 변에서 빈틈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컴 

퓨터라는 기계를 통해 비춰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에 의의가 있을 것이 

며， “이론언어학이 바로 전산언어학이요， 전산언어학이 곧 이론언어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단순한 엔지니어링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목정수， 

2003, pp. 371-372). 

한국어와 유사한 문법적 논의거리를 가지고 있는 일본어에서도 “주어와 목적어 

(règle absolue)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어에 나타나는 인칭 제약 현상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칭 범주는 동사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개 념에 속한다고 결론지올 수 있다{On 
peut donc condure que la catégorie de la personne appartient bien aux notions 
fondamentales et néscessaires du verbe)"‘ (Ibid.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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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흔히 생략되는 현상은 기계번역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출발{source) 언어(예， 

일본어)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가 도착{target) 언어(예， 영어)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Nakaiwa, 1992, p. 201). 마찬가지로 한영 자동 
번역에 있어서도 인칭 문제의 해결은 번역 결과물의 이해가능성(=성공률)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영형 대명사는 일본어 담화에서 매우 일반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영형 대명사의 수는 분석 결과가 사용될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질의-웅답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문장을 읽고 곧바로 던지는 질문에 응답하는 태스 

크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든 영형대명사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의되고 있다 

(Nakaiwa, 1992, p. 202). 인간-컴퓨터 사이의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뿐만이 아니 

라 인간-인간 사이의 대화를 자동번역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에서도 역시 모 

든 영형대명사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청의 문제는 전산언어학적인 구문분석이나 실용적인 측면의 기계번역 

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한영 자동번역기 둥에서 어떻게 

인칭의 문제가 드러나는지를 몇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어디 가니?”， “뭐 먹니?"， “뭐 먹었니?"， “그 사람 만났니?”， “이 책 

원었니?"， “ 이 책 읽어 봤니?" 둥처럼 명시적으로 행위자가 표현되지 않는 발화는 

때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에 속한다. 이러한 발화체에서 행위자가 ‘너 ’(2인칭)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사분석 틀을 기반으로 이루 

어진 자동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2) 

(1) 어 디 가니? • (MT)Where it goes? 

(2) 뭐 먹니? • (MT)What it eats? 

(3) 어디 가고 싶니? • (MT)Where it wants going? 

(4) 뭐 먹고 싶니? • (MT)What it wants eating? 

이러한 문제기- 이론적인 차원에서， 형태 · 통사 모델의 차원에서 해결되지는 않 

았으나， 연구자/개발자들은 실제로 자동번역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장 

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경험했고 그 결과 현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는 번역 

기도 개발되어 있다.3) 

2) 이 자동번역 결파붙은 Syslran(hltp://www.systransof l.com) 외에 Babel Fish. World Lingo 풍 3 
곳에서 실험한 것이다. 이 세 사이트의 번역 결과물은 동일하다-

3) 이 자동번역 결과물은 ToandT여hltp:l /www.toandto.com)에서 실험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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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디 가니? • (MT)Where are you going? 

(6) 뭐 먹 니? • (MT)What did you eat? 

(7) 뭐 먹었니? • (MT)What did you eat? 

(8) 이 책 읽었니? • (MT)Did you read this book? 

(9) 이 책 읽 어 봤니? • (MT)Did you read this book? 

(10) 그 사람 만났니 ? • (MT)Did the person meet?4) 

이런 자동번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었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생성 

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본질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단 

순한 유형에 대해서만 ‘you’라는 행위자 인칭을 채워주는 방식의 임시방면적인 해 

결책이 이용되었을 뿐이다. 한국어 문형이 가지는 전반적인 인칭구조의 틀이 반영 

된 분석 모델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다음 

의 예들을 보자. 

(11) 너무 아프면 오지 마. 

(12) 이 책 읽고 싶으면 빌려줄게. 

(13) 가고 싶으면 지금 가. 

한국어 모어 화자는 위의 예를 보고 인칭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발화체에서 인칭은 명확하게 구 

별된다. 어떻게 우리는 그 구조를 알 수 있는가? 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 

극적인 목표이다. 위와 같은 발화체들이 자동번역기에서는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 

나는지 살펴보자. 

(14) 이 책 읽고 싶어? • (MT)Would you like to read this book? 

(15) 빌 려 줄께 5) • (MT)I wiU lend. 

4) 이 경우 'Did you meet the person?'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이 예에는 유정/무갱의 운제， 소 
위 ‘격조사 생략’의 문제， 어미의 인칭성의 문제가 얽혀있다‘ 

S) 현행 맞춤법에 따른다연 ‘띨려줄게’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다 실험 대상이 되었던 자동번역 
기에서 ‘-(으)2게’ 대신에 ‘-(으)근께’를 동재하고 있으므로 실험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빌려줄께’라는 
표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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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 책 읽고 싶으변 빌려줄께. • (MT)Will lend if want to read this 
book. 

(17) 갈 거 야? • (MT)Will you go? 

(18) 지금 가! • (MT)Go now! 

(19) 갈 거야? 그러면， 지금 가! • (MT)Will you go? Then, go now! 

(20) 갈 거 변 지금 가! • (MT)If is going to go, go now! 

(21) 이 영화 보고 싶으세요? • (MT)Would you like to see this movie? 

(22) 오늘 저랑 같이 보러 가요. • (MT)See with me today. 

(23) 이 영화 보고 싶으시면， 오늘 저랑 같이 보러 가요. • (MT)If want to see 
this movie, see with me today 

(24) 아프니? • (MT)Painful? 

(25) 오지 마. • (MT)Do not come. 

(26) 너무 아프면 오지 마. • (MT)If is so painful, do not come. 

이러한 자동번역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는 단순히 엔지니어링 차원의 문제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기반이 되는 일반언어학적 분석 차원과 

한국어 개별문법 차원에서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1) 보편 언어이론의 차원에서 ‘인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2) 한국어라는 개별언어의 문법체계에서 인칭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3) 전산학적 혹은 통계적 
차원에서 한국어 인칭의 문제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가? 

이 논문에서는 (3)의 차원에서 한국어 인칭의 문제를 관찰해 보고， 그것이 (1), 
(2) 차원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데에 어떠한 지지，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아직 한국어 ‘인칭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것이 아 

니며， 더구나 범언어적인 보면적 ‘인칭의 체계’를 제시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논문 

은 한국어에서 ‘인칭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보이려는 시도이다. 한국어에서 인칭을 ‘문제’로 제기하려는 이유는 무엇 

인가? 한국어에는 인칭을 위한 문법적 수단이 없으며 (대〕명사로 표현 가능하나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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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략’이 되어 결국 대부분의 문장에 인칭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인칭이라는 것은 언어가 실현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동사(행위〕가 말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어(행위자) 인칭이 반드시 필요하 

다. 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인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모순， 이것이 한국어 인칭의 문제론을 제기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그러한 필수적인 표지가 인구어의 인칭대명사/인칭어미와 같은 방식 

으로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국어의 체계 내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어 

떤 방식으로건 존재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의 인칭 현상을 문제론으로서 제기하고， 한국 

어 내에서 인칭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중심의 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론적 논의는 더 나아가 인칭의 체계론을 재구성 

하는 데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칭 문제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 

3.l. 한국어 문법에서 인칭제약 현상에 대한 언급 

한국어 문법에서도 장경희(1998)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서법/양태 어미와 인칭 

제약에 관한 현상은 꾸준히 언급되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행동수행성의 특성을 

가지는 의향법은 주어 제약이 있”어서 “명령법은 행동주체가 청자이기 때문에 청 

자만 주어로 허용하며， 청유법은 행동수행의 주체가 청자와 화자이기 때문에 청자 

와 화자를 함께 주어로 허용하며， 약속법은 행동수행의 주체가 화자이기 때문에 

화자만 주어로 허용”한다 〔권재일， 2000, p. 102). 
Nedjalkov(1995, pp. 110-123)에서는 범언어학적인 차원에서 부동사가 보여주는 

현상을 논의하면서 ‘같은-주어(same-subject)’， ‘다른-주어(differen t -subject)’ 구성 
을 보이는 부동사를 기술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도 역시 통일 주어 제약 현상 또는 

후행절/주절의 의향법 제약 현상이 존재한다. “접속어미 가운데에는 접속어미 구 

성의 주절에 실현되는 서법(문장 종결법)에 제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은 

경， 1998, p. 484), 이러한 접속문 구성의 통사적 제약현상에는 “대표적인 현상으 
로 통일주어 제약과 후행절/주절의 의향법(서술/의문/명령/청유) 제약， 의향법어 

미의 선행절애 대한 관여 여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권재일， 2000, pp. 268-269, 

pp. 272-273, pp. 278-283). 

가. 동일주어 제약 

(27) 냐는 시험에 붙-고자， 열심히 공부했다. (동일 주어 필수적) 

(28) 나는 시험에 붙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동일 주어 수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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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내가 시험에 붙-으려고， 시험 문제마저 쉬웠다. (비동일 주어) 

냐. 후행절의 의향법 제약 

(3이 철수가 학교에 가-아야， 우리도 갈 것이다. (서술/의문 허용〕 

(31) *철수가 학교에 가-아야， 너도 가거라. (명령/청유 불허) 

다. 의향법 어미의 선행절에 관여 여부 

(32) 철수가 학교에 가-거든， 너도 가거라， (의향법 어미가 선행절에 관여하지 않음) 

(33) 철수는 학교에 가-고， 영희는 집에 가거라. (의향법 어미가 선행절에 관여함) 

이러한 관찰과 기술은 매우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나 한국어 문법의 핵심적인 문 

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어에 대해서 ‘인칭’이 문법적으로 표현 

되지 않는다는 이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이 언어보편적인 인 

칭 현상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어 문장구조를 분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인 언칭구조에 대한 체계화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3.2. 영형 대명λ} 해결과 센터링 이론 

위와 같은 형태 · 통사론적 기술에서 더 나아가 의미적 혹은 담화 · 화용적 차원 

의 논의도 존재한다. “청/화자 논항의 생략현상과 관련하여， 형태적 통사적 공기현 

상에 대한 논의는 일부 언어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가령， [1](장석진， 1984， 

“지시와 조웅 한글186， pp. 115-49)에 의하면， 명령문 및 청유문을 표시하는 일부 

문장 종결어미와 함께 쓰이는 문장에서는 청자 주어나 화자 복수 주어가 빈번하게 

생략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고 싶다’ 혹은 ‘즐겁다/기쁘다’ 퉁의 소위 심 

리적 형용사의 경우， 화자 주어나 청자 주어를 생략시킨다는 관찰을 제시하고 있 

다" (홍민표， 2000, p. 20). 

이러한 현상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한다는 점에서 센터링 이 

론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측면과 접근 방 

법에서 차이가 있다. 센터령 이론은 담화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대명사 또는 표현 

되지 않은 인칭을 재구하려는 것인 데에 비해 우리의 입장은 형태 · 통사적인 정보 

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센터링 이론이 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하는 것이라띤 우리의 입장은 좀 더 좁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형태 · 통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인칭 문제를 일부 

해결6)할 수 있다면 이는 센터링 이론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보완적 

6) 이에 대한 논의로‘ “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화행 개념을 통한 갱자 논항의 생략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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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형태 · 통사적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 

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담화정보를 이 

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7) 

이러한 접근법에 바탕한 대표적인 논의로 홍민표(2000)， Hong(2002) 등이 있다. 

이들 논문에서는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을 녹취 전사하여 분석한 자료의 통계적 결 

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유형을 그 지시적 속성에 따라 분류하였고， 

대화체에서 빈번하게 영형 대명사로 실현되는，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경우를 센 

터링 이론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 

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말의 경우， 주어와 동사어미 사이에 일치자질이라고 밝혀 

진 존칭표시(honorific marker) ‘-시’의 유무가 청자논항 복원에 어느 정도 기여8) 

를 하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하는 동 형태 · 통사적인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다 (홍민표， 2000, p. 21) 

3.3. 인칭구조를 문법의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는 논의 

이와 같은 관찰의 차이는 관접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생략’된 

것으로서 영형 대명사의 의미를 복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어미， 동사 범주 등 문법 범주가 구성하는 인칭 구조를 체계화한다는 관점에서 접 

근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통사의 범주와 이에 결합하는 보조동사， 어미 

들을 고려하여 인칭 현상을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기폰의 영형 대명사 연구와 차이 

가 있다. 이 논문이 통계 조사를 위하여， 즉 구어 대화 관찰을 통한 실험 모형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 통계 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될 언어학적 방법론은 문법체계에서 인칭 구조를 핵심적인 위치에 놓고 있는 

목정 수(2003)， 박형 달(l996)의 논의 이 다. 

목정수(2003， p. 383)에서는 직설법 종결어미 { 니까와 {-아/에와 인칭에 대한 논의 

를 하고 있으며， 목정수{2003， pp. 384-393)에서는 주관통사 ‘줍다’， ‘마음에 들다’와의 

규명 노력파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려라고 생각되는 접근법은 주어-동사의 일치(agreement)자질 
을 통한 형태론적 분석일 것이다 이는 공기관계(collocational effect) 실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또 시스템에 생략 요소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형태소 정보만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기 때 
문에， 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홍민표， 2αXJ， p. 21) 

7) 이에 대한 논의로“‘청자나 화자를 지칭하는 영형 대영사의 경우 그 선행사를 복원해 낼 수 있는 일 
정한 언어적 단서들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그러한 언어적 단서들을 찾올 수 있다연， 굳이 청자나 
화자를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는 센터링 이론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논항 
이 생략되는 환경올 언어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연， 샌터령 이론의 적용 영역을 좁히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고， 전반적인 시스템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표， 2000, p. 15). 

8)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와 동일하나 구체적인 측연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관찰에 따르연， ‘ 시’가 그 자채로서 2인칭올 지칭한다는 홍민표(2000)의 주장과는 딜리， 어떤 동사범 
주와 결합하고 어떤 어미가 결합하는가에 따라 그 인칭 해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관동사 ‘싫-’， 

마음에 를’， ‘기쁘-’， ‘줍’ 둥 + ( 어 하1 + (-시 - 1 + 대답형 어미 (- 너 니다1， ( 어요1， (-는데요1， (-거든 
요1 ， 등이 결합하였을 경우에는 3인칭이 된다 (목정수， 2003, pp. 3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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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기술동사/행위동사 ‘가다， 파렇다’ 등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인칭 문제를 논의 

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한국어의 어미와 불어의 약세형 인칭대명시{pronom 

personnel atone)와의 비교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주장되어온 한 

국어 어미의 독특성과 불어 인칭대명사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유형론적 관점에서의 비교작업을 통하여 입증하고 있다. 

그의 관점을 기존 용어로 딱히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암시적인 주장으로 

미루어 ‘뼈대문법， 패턴문법， 틀문법， 최대인칭문법’ 등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논의는 박형달{1982， 1996)의 논의를 잇고 있다. 

박형달{l982， pp. 7-11)에서는 청자/화자， 존대-화법적/성-화법적 언어， 인칭， 주관 

동사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한국어， 일본어 등이 위계질서를 바탕 

으로 한 사회에서 사휩}는 언어이므로 ‘존대’가 문법적으로 중요하게 발달하였고， 

불어， 독일어 동은 남녀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므로 ‘성’이 문법적으로 중 

요하게 발달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인류학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며 언어학적 관점 

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언어학적 분석을 했을 때 한국어의 ‘존대’는 불어의 

‘tu/ vous’ 존대와 같으며， 이는 ‘의문대답’으로 짝지을 수 있는 굴절인칭의 문제인 

데 비해， 불어의 문법적 ‘성’은 어휘적 차원의 대명사인칭의 문제로 그 차원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저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 

어문법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인칭의 문제를 서구 언어학에서 꾸준히 발전된 인칭 

에 관한 논의의 성과9)를 비판 · 수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틀올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이 기존의 분석과 구분되는 점은 서구언어학 이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어휘， 논리 중심의 접근법(Chomsky의 변형생성문법， Tesniξre의 의존 

문법， Martinet의 기능통사론 둥둥)을 탈피하여， 명시적으로 문장 구성의 필수， 핵 

심 요소인 문법요소와 그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꽉 짜여진 체계 

를 구성하고 그 틀 속에서 어휘가 채워질 때 일어나는 상관작용을 연구하려 한다 

는 접에 있다. 기존에 한국어의 문장구성(정확히 말하면 명제라고 할 수 있는〕의 
주변부에 거추장스럽게 위치했던 조사， 어미， 조통사， 의존명사 등이 문장구성의 

핵심요소를 이룬다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자연스런 현상에 주목하고， 발생론 

적 관점에서도 이들이 어휘요소보다 먼저(avant)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이론과 대비되는 동양적 언어이론에 대해서는 목정수(2003， 

pp. 19-26)을 참조할 수 있고， 어휘(=명사)와 문법(=대명사)의 선후 문제를 다룬 논 

의 로는 Blanche-Benveniste(l984)를 참조할 수 있다. 

4. 작업 개요와 분석 자료의 특성 

이 논문은 우선 문어가 아닌 구어를 대상으로 삼고， 독백이 아닌 대화를 대상으 

9) 이와 관련하여 Benveniste(1946), Joly(1973), Joly(1987) 참조 박동띨(2003)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정리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어의 인칭올 어떠한 관정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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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는다. 한 발화자의 독백 또는 이야기(narrative)에서 어떻게 영형 대명사가 

해석되는가와 관련된 문제는 텍스트 언어학， 센터령 이론 동에서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10) 이와 달리 이 논문에서는 둘 이상의 발화자가 동적으로 주고 

받는 대화에서 인칭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작업 대상의 범위를 좁혀 통사적으로 ‘주어’， 의미적으로 ‘행위주’ 

와 ‘경험주’가 어떤 인칭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때， 직설법의 상위절의 본동사， 접 

속절의 본동사의 주처1] (subject)가 어떤 인칭인지를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명사절， 관형절(=형용사절)， 부사절은 제외하였다. 관찰 대상으로 (1-어휘적 측면) 

동사의 범주는 주관， 기술， 행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11) (2-문법적 측면) 이 때， 

해당 동사에 어떤 활용 범주， 즉 보조동사까지 포함하여 어떤 문장종결어마， 접속 

어미가 결합하였는지를 관찰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연구 · 교육용 현대 국어 균형 말 

뭉치， 2002년 7월 10일 CD형태로 배포1에 포함된 구어 전사 말뭉치 중에서 대화 

로 이루어진 BK, CL, CM 계열의 총 477R 파일에 담긴 말뭉치로 원시말뭉치와 형 
태분석말뭉치를 모두 이용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 말뭉치 전체의 기초 

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 

전체 어 절 토큰 224,996 개 
전체 형태소 토큰 380,922 개 

전체 동사 토큰 72,493 개 

전체 어절 타입 66,799 개 
전체 형태소 타입 21,243 개 

전체 동사 타입 1,825 개 

동사는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행위동사 1,4157R , 주관 · 기술동사 3657R, ‘이다’와 

‘아니다’， 조동사 43개가 등장한다. 이 작업은 유현조 · 염신현 · 목정수(2003)에서 

제안한 ‘인칭분석말뭉치 구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얻어진 자 

료를 이용하여 이 논문에서는 몇개 특정 동사를 중심으로 미시적인 관찰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12) 

s. 결과와 해석 

이 논문에서 말뭉치 분석 작업을 통하여 얻은 기초 자료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주관동사 ‘마음에 들-’은 전체 말뭉치에서 12회 나타나며 그 전체 목록을 제 

10) 이와 관련한 주요 성과로 박철우{2002) 창조 

11) 이러한 ‘주관， 기술， 행위’로 동사의 범주률 구분하는 논의에 관해서는 박형달(1982， pp. 7-11), 박형달 
(19%, pp. 357-364), 목정 수(2003， p. 424) 참조 

12) 홍민표(2000)은 l영형 대명사’ 해결의 문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인칭의 문제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통 
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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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다음과 같다. ‘마음에 드는 대상’이 명시적으로 실현되었을 경우 ‘0 ’, 그 심 

리적 주체가 명시적으로 실현되었을 경우 ‘S’를 표시하였고， 심리적 주체의 인칭을 

표시하였다)3) 오른쪽 열에 있는 것처럼， 분석된 동사를 맥락과 함께 관찰하면 어 

떤 서법 · 양태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o-vs2 특히 어 떤 점 이 마음에 드세요? 

@o-vs2 근데 그 별명 이 마음에 드셨어요， 저 당시? 

@σvsl 모델들이 딴 거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o-vsl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vs2 마음에 드세요? 

@o-vsl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vs2 마음에 드셨어요? 

@vs2 별루 마음에 안 드셨던 거 같애요， 아니에요? 

@o-vsl 색 상이 참 마음에 들어요 

@s-vs3 이 사람이 좀 마음에도 들었는지， 

@σs-vsl 자네 나 마음에 들었어. 

@o-vsO 그 이론이 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문 5개는 모두 2인칭이며， 대답문 5개는 모두 1인칭 

이다. 3인칭과 일반인칭으로 쓰인 경우의 더 상세한 맥락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4) 그래가지구 거기서 계속 가서 인사드리고， 인사드리니까 이 사람이 좀 마 

율멘도들없늪잔l 아， 어느날 그저 부르더라구요. 그래서 갔죠 

(35)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식의 고백들을 해욕. 심정은 가는데， 
어 머리로는 그 이론이 탁 마유에 툴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자주 볼 수가 있죠ξ 

3인칭의 경우 ‘이 사람이’라는 3인칭 명사가 주어로 실현되었다. 주어가 명시적 

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었는지’라는 접속어미가 주관동사와 결합했다는 것을 

통해 3인칭을 해석해낼 수 있으며， 연결되는 행위동사에 ‘-더라구요’가 결합한 상위 

절 문형을 통해서도 3인칭을 해석해낼 수 있다. 일반인칭으로 쓰인 경우에는 위에 

13) 사용왼 분석 기 호는 다음파 같다 
5, 0 = 5ubject(주채)와 object(객체)가 대 영사 또는 땅사로 명시적 실현 
V5 = subjective verb(주관동사) 
vd = descriptive vert‘기술동사〕 
va = action verb(행위동사) 
1, 2, 3, 0 = 주어， 행위주， 경 험주가 각각의 인칭에 해당 0은 일반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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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수 있듯이 {-아요}， (-죠} 등의 어미와 맥락상 단절을 가지는 { 는다}l4)로 실현 

되어 있으므로 어미를 통해 인칭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관동사 ‘싫-’， 기술동사 ‘많-’， 행위동사 ‘원-’을 대표적인 예로 

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5.l. 주관동사 ‘싫-’의 경우 

주관동사{subjective verb)는 ‘심리형용사’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의 

미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칭구조를 기준으로 나눈 범주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2/1인칭성을 가지는 동사로 의문-대답이 꽉 짜여진 구문으로 실현되며， 3인칭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아하-1 구성을 필요로 한다. 다음과 같다. 

(36) 너는 x-가 좋더냐? 

(37) 나는 x-가 좋더라. 

(38) 그 사람 x-를 좋아하더냐?/좋아하더라. 

전체 말뭉치에서 62회 동장하는 ‘싫 ’의 {-어 동니 결합여부와 주어 인칭과의 상관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계 

1 인 칭 29 

2 인 칭 7 

3 인 칭 21 

일반인칭 5 

합 계 38 24 62 

2인칭은 모두， 1인칭은 대부분 ‘싫-’로 실현되었고， 3인칭은 ‘싫어하-’로 주로 실현 

되었다. 1인칭이 ‘싫어히-’로 실현된 경우와 3인칭이 ‘싫-’로 실현된 경우에 관해서 

는 뒤에서 상세한 맥락과 함께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주어가 명사 또는 대명사로 명시적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따라 관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4) 이러한 {-( L/는)다，-{으/느)냐，-{으)라 자， -(으)려 l 어미의 인칭성에 관해서는 유현조(2003 : 71-75) 
참조 



한국어 동사 야미 범주와 주어 언칭의 상관관계 541 

〈표 2> 

명시적 주어실현 

1 인 칭 

2 인칭 

3 인 칭 

합 계 22 35 

햄
 一잉 -7 

-긴
 
-? 

1인칭은 주어가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으며， 2인칭은 주어가 실현된 경우가 없었 

고， 이와 대조적으로 3인칭의 경우에는 주어가 실현된 경우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위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싫-’/‘싫어하-’와 명시적 주어실현/비실현을 

조합하여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관찰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싫-’ + 어미 ‘싫-어하-’ + 어미 
합계 

명시적 주어실현 O x O X 

1 인 칭 2 21 5 29 

2 인 칭 0 7 0 0 7 

3 인 칭 6 1 9 5 21 

합 계 8 29 14 6 57 

2인칭은 모두 ‘싫-’에 주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1인칭은 ‘싫-’인 경우에는 

주어가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싫어하-’인 경우에는 주어가 대부분 실 

현되었다.3인청은 ‘싫~’인 경우 2/1인칭과 반대로 주어가 거의 모든 예에서 실현되 

었고 ‘싫어하-’언 경우에도 주어가 실현된 비율이 높았다. 

2인칭으로 실현된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39) 싫다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 싫으니? / 싫으세요? / 싫으시죠 / 싫으시겠 

지만 / 싫다고 했지요? / 싫어? 

(4이 그런데 그 할머니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1인칭 주어의 경우 ‘싫-’이 23회， ‘싫어히-’가 6회였다. ‘싫어하-’로 실현된 경우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6개 중 5개에서 주어가 명시적으로 실현되었다. 

(41) 그거는 싫의햄욕E 

(42) 저 와 남편은 굉장히 제 일 싫앙햄욕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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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 저는 화끈한 성격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미적거리는 거 참 싫 

연한궁요 그리고 살면서 뭘 느끼냐면 

(44)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 부장님과 마찬가지로서， 

집에 가면 상당히 게으릅니다. 움직이기도 싫언화고1 쇼파에 누워서 이렇 

게 테레비를 보고， 그런 스타일인데， 실제로 간혹 커피가 마시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45) 난 탈렌트란 말 싫언한늪덴， 

(46) 저는 뜨거운 거 싫언햄욕1 

1인칭과는 반대로 3인칭 주어는 ‘싫-’이 7회， ‘싫어하-’가 14회였다. ‘싫-’로 실현된 

경우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3개는 절 내에 명시적으로 주어가 나타났고， 3개는 

문장 내에 명시적으로 주어가 나타났고， 1개만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47) 어린이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면서 부모와 헤어지기 싫의전 매달리는 모습 

(48) 주사 맞기 삶의잔 발길질하는 돼지들두 있다고 합니다. 

(49) 자기는 키가 작은데 저는 크니까 그런 것도 삶고1 , .• 나오냐고 이런 얘기도 

(50) 펀지가 왔어요 어떤 여학생한테요. 자기는 역사 시간이 참 훨없단E 그리고 ... 

(51) 밥을 먹기 싫어 하는 아이들， 왜 밥 먹기 싫언전 맨밥 그냥 탁 주변은 … 

(52) 어떤 때는 갑갑하다고 하기 싫단고 하면은 보조기를 열심히 해야 빨리 잘 

걸어서 유치원도 가고 학원도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 

혼자서 보조기를 합니다. 

(53) 허리를 한 번 숙일 때마다 아이가싫읍강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겁니다. 

3인칭의 경우 주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모두 6개이다 주관동사의 

주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3인칭이라는 것을 형태 ·통사적 정보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서문에서 밝힌 바 있다.6개 중 하냐는 

위에 언급했으며， 나머지 중 3회는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해 하시고 / 싫어하십 

니다’로 주관동사와 1-시 }, 그리고 어미의 결합을 통해 인칭을 알 수 있다. 주관동 

사와 1-시-}와 대답형 어미가 결합할 경우 3인칭이 된다. 마지막 하나의 예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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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다. 

(54) 거기 그냥 맞추는 형식으루요， 그 좀 얘기를 할라구 그러면은 아주 싫언행 

요3 그래서 . 

이러한 경우 인칭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형 정보를 체계화하 

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접속어미와 문장종결어미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인칭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5) val-(으)己라구/-(으)려고 그러면/하면 vs3-어해요 

(5이 val-(으〕근 라구/-(으)려고 그러면/하면 va3-어요 

마지막으로， 특정한 인칭을 지시하지 않는 일반인칭은 모두 5회 나타났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narrative)인 경우에 일반인칭이 나타 

남을알수있다. 

(5끼 어. 싫언활검뾰 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라도 싫어함 수 있어요. 그렇게 생 

각해요. 예. 그래서 어떤 점을 삶언활깐E 많아요. 저두요. 단점이나， 결점이 

요 

(58) 커지면서 색다른 옷을 입고 똑같은 옷입기 싫언화촉i 그러니까， 

(59) 어， 머리론 알겠는데 심정적으로 꿇단1 이런 것도 많이 있죠. 

5.2. 기술동사 ‘많-’의 경우 

기술동사(descriptive verb)는 상태나 모양을 표현하는 용언을 말한다. 이 논문 

에서는 여러 기술동사 중 ‘많-’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크-/작 높-/낮-’ 퉁 

많은 기술통사가 있으나 ‘많-’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다른 어휘들과 달리 정감적 

의미를 배제하고 ‘소유/존재’라는 기술동사의 형식적 의미15)만을 담고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있-/없-’이 이러한 대표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보조 

동사 구성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기술통사로서의 논의에는 적합하지 않다. ‘ 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태적으로 ‘소유/존재 ’ 의미가 구분이 된다. 

15) 애를 들어， ‘제 동생은 눈이 컨욕’는 ‘My brother 뇨a흐꾀g eyes’에 대용된다 이러한 대웅에 관해서 
는 Matsuffiot이1993 : 25)와 옥정수(2003， pp. 400-4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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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소유: [누구는] [무엇 이] 있다. ‘있으시-’/‘있-’ 유형 

(61) 존재: [누가l 계시다. ‘계시-’/‘있-’ 유형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도 ‘[누구]-는 [무엇]-이 많다’와 ‘[어디]-에 [누 

구/무엇]-이 많다’로 구분하였다. 이때 유정성， 행위주가 갖는 의도성 등을 기준으 

로 소유/폰재 구문으로 나누었다. 말뭉치 상에서 이들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4> 

총계 
소계 

l 인 칭 62 23 

2 인 칭 27 2 

3 인 칭 107 57 

일반인칭 24 21 

합 계 220 103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은 각각 117회 ， 103회로 비슷한 비 

율로 동장하였고 소유주， 존재자가 3인칭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관동사 ‘싫-’에 

서 경험주가 1인칭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인칭 에 따라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의 비율에도 차이를 보인다. 소유주가 2인칭 

인 경우는 25회이나 존재자가 2인칭인 경우는 2회에 불과하다. 이와는 정반대로 

소유주가 일반인칭인 경우는 3회에 불과하고 존재자인 경우는 21회에 달한다 전 

체적으로 보았을 때， 1/2인칭은 소유구문의 소유주로 많이 나타나고， 일반인칭은 

존재구문의 존재자로 많이 쓰이며， 3인청은 두 경우가 비슷하게 쓰인다. 

이 논문에서는 소유 구문의 경우를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소유주 

가 3인칭인 경우가 1/2인칭인 경우보다 현격하게 많았다. 소유주가 3인칭인 경우， 

50회 중 42회에 소유주가 명시적으로 실현되었다. 그 관찰 · 분석 결과를 인칭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주가 1인칭인 경우， 39회 중 주어가 명시적으로 실현된 것과 실현되지 않은 

것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주어가 실현되었을 경우에 그 실현된 조사를 관찰 

해 보면， “-는/가 -α/가 많다” 구성을 취하고， 명시적 주어가 없는 문장은 “-ø/가 

많다”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시적 주어가 없는 문장은 행위주 내부 

의 것들， 예를 들어눈물， 관심， 고생， 맘， 고통， 기회’ 등을 대상(소유물〕으로 주로 

취하는 데 반해， 주어가 명시적으로 실현된 문장은 행위주 외부의 것들 즉， ‘오자， 

가지， 경우’ 등을 대상{소유물)으로 취한다. 명시적 주어가 없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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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눈이 쓸데없이 저렇게 눈구멍만 커 가지고 눈물 많단콕욕 

(63) 근데 사실 관심이 많앞욕 

(64) 고생두 많았는데요， 음 

(65) 그런 맘 많안요: 

(66) 발 확인하느라고 물집 몇 개 생 겼나 그러면서 사실 고통이 참 많숲닌단1 

(67) 이제 많이 어울리는 기회가 참 많앓언욕 

명시적 주어가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68) 저는 감사할 때가 참 많얀요E 

(69) 그러고 저같은 경우는 영화에 항상 관심이 많앓앓언욕: 

(70) 오늘 아침에는 어 우리가 남자들도 요즘은 이제 성형수술하는 경우 많안욕 

(71) 그담에 저의 자동차 번호나 전화번호가 오자가 많안욕: 

(72) 그런데 참 저희 형제는 가지가 많앓잖얀요: 

소유주가 3인칭인 경우， 명시적 주어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로 “X는 

/에는/가 Y가 많다” 구성을 취한다.X는 주로 소유주， 장소 퉁이고 Y는 한정된 

소유물이다. 

총 50개의 결과물 중 8개에서만 명시적 인 주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예를 

살펴보띤 다음과 같다. 

(73) 걱 정 이 많요젠욕: 

(74) 복두 꿇좌: 

(75)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또 다른 분야에서 경력이 많으시더라구요. 

(76) 친구들이 많얀요z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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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세요’와 ‘많으시더라구요’는 {-시-}와 대답형 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므 

로 3인칭이라는 것을 어미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복두 많지’의 경우에는 이야기 

를 들으며 중간에 간투사처럼 발화된 것이다. (76)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대화 상 

황에서 사용된 것이다. 

(77) A : 지운이는? 

B: 지운이， 캔 너무 나가요 가면은 집에 안 있을 거예요. 
A: 친구들이 많얀요l 그러니까? 

B: 많얀요s 

이러한 경우가 센터렁 이론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기술동사는 기본적으로 3인칭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많아요’와 같은 발화의 소유주 인칭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의 소유주가 1 
인칭인 경우에도 명시적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예에 

서 볼 수 있듯이 ‘눈물， 고생， 관심， 맘， 고통， 기회’ 등 주관성을 유발시키는 요소와 

‘많-’이 함께 사용되었을 때이다. 

소유주가 3인칭으로 주어가 명시적으로 실현된 예를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8) 거기도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얀욕E 

(79) 그 분들은 그분들대로 굉장히 어려운 접이 많약요1 

(8이 제가 저， 장모님이 나이가 많얀욕1 

(81) 자긴 바쁘고 할 일이 많댐요r 

(82) 이렇게 우리 박근형씨가요， 여자연기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밟으잔돼요: 

5.3. 행위동사 ‘읽-’의 경우 

행위통사{action verb)는 ‘동작동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사람 밥을 먹더라’ 

로 대표될 수 있다. 행위동사는 주관 · 기술동사와는 달리 어휘내적으로 인칭제약 

이 없으며 인칭결합에 있어 더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행위동사가 보여주는 인 

칭구조는 주관 · 기술동사에 비해 뚜렷하지 않으며 이 논문에서는 작은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더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이 절의 마지막에 

언급하겠다. 

먼저， 행위동사로서 ‘읽 ’이 보여주는 현상을 살펴보자. ‘읽 ’은 말뭉치에서 총 81 
회 사용되었다 유형별 실현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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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인 

2 인칭 

l인칭의 빈도가 매우 높고 2인칭과 3인칭의 빈도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명 

확한 결론을 내 리는 데에는 어려웅이 있다. 그러나 2인칭에서 명시적 주어가 실현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1인칭에서도 주어가 실현되지 않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위주가 2인청에 해당하는 107~ 의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어가 명시 

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8개의 예에서 서법과 양태를 통해 2인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83) 잠깐 얽 어 보시 나요? 

(84) 십 일동안 윌와 보시고. 

(85) 지금두 꺼꾸루 잃난3 

(8이 크게 잃와발r 

(87) 두서없는 글 윌와 주시변 감사드리고요. 

(88) 천천히 잃오젠욕E 

(89) 못쓰는 걸 열심히 윌언겸선 감사합니다-

(90) 입으시띤서도 몰라요? 

(91) 네가 월언란3 

(92) 여러분이 오늘 한국에 가부장제 월zl록 대 있죠? 

행위주가 l인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읽고 싶-’ (2회 )， ‘읽 어 봤-’ (1회)， ‘원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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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읽어보겠-’ (1회)， ‘윈어드리겠-’ (7회)， ‘읽어드리 ’ (11회) 등 어미와 조동사를 

통해서 인칭을 알 수 있다. 

행위주가 3인칭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4개에서 주어가 명시적으로 실현되었다. 

(93) 책을 봐두 본인이 그림책을 꺼꾸루 들구 윌없연요1 

(94) 학생들이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소설책도 잃고 그러잖아요? 

(95) 이 어린 것이 뒤늦게 한번 얽어 보겠다고 한번 잃고 뭐 그런 순으로 진행 
을 하겠습니다. 

(96) 근데 전혀 저한테 기대질 않고， 책도 꺼꿀루 들구 혼자 또또또또 잃연요= 

(97)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애요. 여자들의 어떤 성적인 
심리의 변주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여자가 여러 고객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양한 고객을 만나서 책을 입어 주면서 어떤 한번쯤은 여자들이 상상해 

봤음직한 성적 인 남자로서. 

행위주가 일반인칭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다. 

(98) 그니까 책을 입어 준다는 게 사실은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역할이 

군요. 

(99) 정확히 그쪽 지리를 모르면은 이게 지금 시천인지 사천인지 모르연은 이렇 

게 앓언으k돼욕 

이 논문에서는 중립적인 동사로서 ‘읽 ’을 대상으로 관찰하였다- 행위동사의 인 

칭성은 자동사의 ‘주무시-(2인칭)/지-(1인칭〕’， 타동사의 ‘잡수시 -(2인칭)/먹 -(1 인칭)’， 

수여동사의 ‘주-(2인칭→1인칭)/드리-(1인칭→2인칭〕’ 등의 짝을 통해 드러날 것이 

다. 예를 들어， 실제 말뭉치에서 ‘주무시-’와 ‘자-’는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보인 

다)6) 

(100) 그냥 .. 잠만 준포젠요1 / 어제저녁 어디서 주무성슴니까? / 잊저녁에 좀 

주무성어요1 / 요즘도 잠은 많이 주무섭니까1 / 발 쭉- 뻗고 준모쇄요1 

16) 여기서 주어가 3인칭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주무시 ’와 ‘지-’ 모두 3인칭 주어가 다수 나타나며， 
이 때는 결합한 어미 빙주가 그 인칭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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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잠은 저는 밤에는 잘 앞잔궁욕! /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요 마누라랑 계 

속 작챙숲단단! / 사흘동안 잠을 못 잖언욕! / 나무토막 잘라서 그냥 목 

침같이 비고 값언욕 / 가까운데서 잖언요1 

한국어에서 기초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동사들이 어휘적으로 존대의 짝을 가 

지고 있는 것은 특징적인 현상이다. 주관 · 기술동사는 어휘내적으로 뚜렷한 인칭 

성을 가지고 았으므로 어휘적인 존대가 없으며， 행위동사는 어휘적 존대를 통해 

인칭을 표현하기 위한 기제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동사의 어휘 

적인 존대의 쩍과 인칭성에 관해서는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1기 

5.4. 언어자료의 실제와 언어이론 

한국어 연구에서 어미를 문법 체계의 핵심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어 

미의 역할이 무시되는 문장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02) 영희가 호랑이가 무섭다. 

(103) 영희에게 호랑이가 무섭다. 

(104) 영희가 철수가 마음에 든다. 

(105) 영 희 에 게 칠수가 마음에 든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관동사와 3인칭 경험주는 위와 같 

은 어미와 함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조작된 언어의 예들은 한국어 통사범 

주와 어미범주의 결합이 보여주는 인칭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인공 

물(artifact)이다.18) 이러한 조작된 언어는 통계적 혹은 경험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표현되고 있는 체계적인 인칭 현상을 가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섭 ’의 경우 전체 말뭉치에서 38회 등장하며， 1인칭이 23회， 2인칭이 8회， 3인칭 

이 6회， 일반인칭이 2회 나타난다. 

17)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옥정수 · 유현조〔예정 〕올 참조 

18) 여기서 인공적인 작례를 니1상으로 하고 있는 논의를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작례를 둘러싸고 그에 대한 소위 직관(intuition)에 의한 문법성 판단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언이사실과 언어이론의 상호 침투과정에 대한 문제애도 눈길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소위 여격주어’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비판으로는 옥정 
수(2003. pp. 218.224)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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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무션슴니까? / 모선원 하세요? / 무서웠어요? / 모전뭘 하시다가 꽉 나 

니까 어떠세요? / 모접죠1 / 로겁단궁 안 따셨군요 / 본인은 안 모전원 

요? 

(107) 문접단고 그러더 라구요. 

(108) 제일 포전원함고 또 부모 없이 오니까 아이들이 여기가 어딘데 내가 버려 
지지 않나 하는 불안 때문에 울고 뭐 겁내하고 그래서 또… 

경험주가 2인칭인 경우 7개 중 6개의 경우 주어가 없었고 위에서 보듯이 어미 

를 통해 2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인칭의 경우 7개 중 5개의 경우에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데이터는 3인칭 경험주에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지 않은 경우인데， 그 때도 인용 어미를 통해 인칭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무서워하-’의 형태이며 이야기(narrative) 속에 나타난 경우이다. 이런 경험적 자 

료를 통해서 보면 ‘영희가 철수가 무섭다’와 같은 문장이 실제 발화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장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조작 

된 인공물이다. 이론적 논의를 위한 실험에 펼요한 인공적 문장이라면 다음과 같 

아야 할 것이다. 

(109) 너는 철수가 무섭니? 

(110) 나는 철수가 무서워. 

(111) 영희는 철수를 무서워해. 

앞서 지적한 ‘영회가 철수가 무섭다’는 논리적 차원의 명제 의미를 표현하기 위 

하여 한국어를 형식 언어(formal language)로 이용한 것이다- 이 때 사용된 기호 

들은 이미 한국어가 아니며， 이미 인간 언어가 아니다. 이에 비해 ‘너는 철수가 무 

섭니!’는 한국어 화자가 사용하는 자연 언어(natural language)로서 한국어의 구 

조/형식을 표상하기 위해 구성된 문장이다. 물론， 이들도 실제 발화에서는 쉽게 찾 

아 볼 수 없다. 말뭉치 상에서는 주어가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 

며， 행위주/경험주의 인칭은 어미를 통해 드러난다. 실제 발화에서 관찰되는 다음 

의 예들을 보자 

(112) 근데 그 별명이 마유에 드션어요1(2인칭〕 

(113) 색상이 참 마음에 틀어요， (1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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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그쪽에 앉아도 무섭슴니까IC2인칭) 

(115) 그 분위기라는 게 너무너무 포좌원요! (1인칭〕 

(116) 두 사람이 원래 그 높은 데를， 사다리도 포선원챔전 못 타는 사람이에요 (3인칭) 

(117) 어떤 사람이 더 뭄접갱냐 그러면 … (3인칭) 

위와 같은 실제 언어활동에서 관찰되며 동시에 매우 체계적인 현상을 보이는 언 

어 사실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려 한다변 한국어 문법에서 인칭 구조를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5. 일반 인칭론 구성의 필요성: 굴절인칭， 동사인칭， 대명사인칭 

한국어의 ‘어디 가니?’의 어미 {-니끼를 2인칭으로 보는 분석19)에 반대하는 논거 

는 ‘철수 어디 가니?’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런 반박은 인칭을 

단면적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편견이다. 

서구의 전통적인 학교문법에서 주어 명사/대명사에 일치하여 동사의 굴절이 강 

제적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인칭 현상이라고 논의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주 

어와 동사어미 사이의 일치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인칭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기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뿐만 아니라， 주어와 동사 사이의 인칭의 일치가 

확고하다고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인구어에서도 주어와 동사굴절 사이의 불일 

치 현상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Benveniste(1946, p. 235)에서는 동사에서 인칭 
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부지역 불어와 프랑코-프로방스 지역의 방언올 다루고 있다 

(118) nous, on va (1인칭복수 대명사 nous, ‘가다’ 3인칭단수 현재 va) 

(119) je sommes (1인칭단수 대명사 )e, ‘이다’ 1인칭복수 현재 sommes) 

(120) nous suis (1인칭복수 대명사 nous, ‘이다’ 1인칭단수 현재 suis) 

인칭의 문제를 단순히 주어 병사와 동사 굴절의 일치로만 보는 것은 서구어의 

학교문법 또는 외국인을 위한 학습서에 제시된 소위 ‘인칭변화표(paradigm)’를 암 

송하는 것올 언어학적 ‘인칭 ’ 개념의 전부로 축소시키는 오류이다. 위의 불어의 예 

19) 이에 판하에: “ 먼저 종결어 미로 기술되고 있는 1 -니|가 가지고 있는 특성올 ‘인칭’의 시각에서 살펴보 
자 1-니 |의 의문성(ques tionali lé)’은 1 -니|가 가지고 있는 .2인칭성’에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의 미하는 1 -니 l의 2인칭성이란 굴절적 차원의 2인칭성으로서 말의 행위(acte 
de parole)가 ·나’에서 ‘너’에게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시한다{=가리킨다)는 뜻이다 .. (목정수， 2003, 
p.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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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주어 (대)명사와 동사굴절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불어의 예에서 보듯이 “va, sommes, suis"의 통사어미 굴절이 나타내는 인칭과 

대명사 “ nous, je"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칭은 구별되어야 한다. 한국어에서도 마찬 

가지로 ‘-니?’라는 어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칭과 (대)명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 

칭은 구별되어야 한다. 

담화상의 말의 형식과 말의 내용의 인칭을 구별해야 효}는 것이다.2이 담화상의 말 

의 형식을 결정하는 인칭， 즉 실물적으로는 청재2인칭)와 화재l인칭〕의 관계를 보 

여주는 안칭은 의문-대답 표지를 통해 드러나고， 말의 내용의 인칭， 즉 실물적으로 

사건의 행위자와 청 · 화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인청은 (대〕명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동사어휘 자체에 드러나는 인칭은 굴절인칭과 대명사인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121) 굴절인칭: 의문 ‘-냐?’， 대답 ‘-아’， 자문 ‘ 나?’， 자답 ‘-지!’， 수수께끼 ‘-게?’ 

(122) 동사인칭: 주관 ‘좋-/싫-’， 기술 ‘크-/작-’， 행위 ‘까/먹-/주’ 
주관조동 ‘-고 싶 ’, 기술조동 ‘-고 있-’， 행위조동 ‘-게 하-’ 

(123) 대명사인칭: ‘나’， ‘너 ’， ‘이’， ‘그’， ‘ 저’ 

위의 간단한 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한국어는 굴절어미범주， 동사어휘범주， 

(대)명사범주의 결합을 통해 인칭구조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들 한국어 모어 화 

자는 ‘잘 먹더냐?’와 ‘그거 좋더냐?’라는 발화에서 행위자와 경험주가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칭을 모호성 없이 분간할 수 있다. 이는 다음 

과 같은 조합， 즉 문형이 고유한 인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24) 먹더냐 의문 ‘-냐?’ + ‘-더-’21) + 행위동사 ‘먹-’ = 행위자 3인칭 

(125) 좋더냐 의문 ‘-냐?’ + ‘-더-’ + 주관동사 ‘좋-’ r 경험주 2인칭 

(126) 좋아하나? : 자문 ‘-나?’ + ‘-아하-’22) + 주관동사 ‘좋-’ = 경험주 3인칭 

이런 분석에서 우리는 문법형태가 어휘의미에 우선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동사 

어휘가 명사논항을 지배하고 이에 어미와 조사 등의 문법요소가 강제적으로 부여 

된다는 관점은 대명사인칭을 출발점으로 분석하는 관점이다. 이와 달리 박형달 

2.0) 이와 관련하여 Jakobson(1956, pp. 133-136), 박동열(2.003) 참조 

21) 박형달(1996， p. 454)에 따르연， ‘ 더-’는 대명사인칭으로서 주관적 인칭(즉， 112인칭)의 간접적 연결어 
미에 해당한다. 

2.2) 박형달(1996， pp. 449-450)에 따르연 어하-’는 굴절인칭의 가장 구체화된 단계로서 주관적 인용 
연결의 표지이다 모든 주관동사에 결합하여 경험주의 심리상태에 대한 간접인용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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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박형달{2001)， 목정수(2003)는 말의 행위(speech act)란 ‘굴절인칭→동사인 

칭→대명사인칭’의 순서로 잠재(심충=형태}에서 구체〔표충=실물}로 실현되는 것으 

로 분석하는 관점을 취한다. 

6. 맺음말 

이 논문은 동사 범주와 해당 동사와 결합하는 어미 범주의 정보를 이용해 주어/ 

행위주/경험주 인칭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며， 말뭉치를 이용한 자료 분석 

을 통해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결과를 토대로 한국어의 ‘인칭’ 

문제와 그 해결 방식이 더욱 분명해졌고， 보편적인 ‘인칭구조론’의 논의에 초석을 

세운 셈이다. 

이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서 

끝맺음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의문， 대답 둥으로 분류된 어미범주를 기준으로 관찰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조통사가 인칭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관찰하였다. 조동 

사와 어미의 결합， 이들이 가지는 인칭성에 관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 과정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연결어미 범주와 종결어미 범주의 조합 

이 주어 인칭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한 

규모있는 말뭉치 구축， 그 말뭉치를 이용한 경험적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 

화가 또 다른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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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측. 작업과정과 자료의 예 

1. 대화전사말뭉치에서 해당 통사를 포함하는 발화체를 찾아 앞뒤 문맥을 관찰하 
여 인칭분석표지를 달아준다. 해당 동사와 관련있는 논항 명사구와 해당 동사 

뒤에 연결되는 보조동사 구문 또는 주절의 동사 퉁 관찰이 필요한 컨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도록 표지해 준다. 

StfBK940009.TXT.tagIl24tf3871 
@vsl 무서워요. 

SIlBK940009.TXT.tagtf2Stf3987 
지금도 

떨려요 .. 

그쪽에 

앉아도 
@vs2 무섭습니까? 

StfBK940009.TXT.tagtf26tf4027 
기본적으로 

@vsl 무서워요. 

StfBK940019.TXT.tagIl479tf6S307 
@ 두 

s 사람이 

원래 
二l

@ 높은 

o 데를， 

o 사다리도 

@s-o-vs3 무서워해서 

못 

타는 

사람이에요. 

StfBK940019.TXT.tagtf485tf667S6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높은 
떼 

@o-vs2 무서워 

@ 하세요? 

SIlBK940019.TXT.tagIlS321f716SO 
정 말 
二l

때 
@vs2 무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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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주체， 객체를 지시하는 명사구와 해당 동사 뒤에 연결 
되는 부분 퉁 표지된 어절들을 추출한 후 하나의 문자열로 통합하여 목록을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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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요.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두 사람이 ... 높은 데를， 사다리도 무서워해서 
높은 데 무서워 하세요? 

무서웠어요? 
무서워 하시다가 확 나니까 어떠세요? 

무섭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 총소리도 무서워서 겁을 먹었었는데 
무서워져요. 

저 … 무서워서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밤이 무서워요. 

제가 밥이 무섭다고 
무섭다구 안 따셨군요. 

무섭잖아요， 칼이. 
무서워. 

무서워요. 

무섭구 재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 
무서워서. 

너 - 어떤 사람이 더 무섭겠냐 그러면 

그런 말 자체가 무서워요. 
그 분위기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위요. 

본인은 안 무서워요? 
저는 ... 무서웠어요. 

저도 - 무서워요. 
트로트라는 장르가 무서워서 

무서워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밤거리가 무섭다~ 이건 옛날 말이고 
무섭더라구요. 

무섭지요 

무섭게 
무서워하고 
밤길을 여.A}들이 무서워서 못 가거든요 

남자들도 요샌 무서워서 못 가죠? 

자기도 무서워서 옷 가는데， 왜 자꾸 여자， 여자， 했냐구， 

3. 각 발화체마다 분석되어 있는 표지를 주어/주제실현여부(subj: s, nu11), 목적어 

/객체실현여부(obj: 0, null), 동사범주(ca t: vs, vd, va), 주어/주체인칭(pers: 0, 

1, 2, 3)로 분리하고 표로 만든다. 이 렇게 표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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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계산하고 펼요에 따라 적절히 정 렬하여 세부사항을 관찰한다. 다음 예는 

pers>subj>obj 순으로 정렬한 경우이다 

sûbj øbj C<!rt, pe,rs "' verb ‘ ~qoPCé i g 찍영 

o vs 0 무섭-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o vs 0 무섭- 밤거리가 무섭다~ 이건 옛날 말이고 

s o vs 무섭- 제가 . 밤이 무섭다고 
s o vs 무섭- 제가 ... 총소리도 무서워서 겁을 먹었었는데 
S vs 1 무섭- 저 ‘ . 무서워서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s vs 무섭- 저는 무서웠어요. 
s vs 1 무섭 저도 … 무서워요. 

o vs l 무섭- 그 분위기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o vs 무섭- 그런 말 자체가 무서워요. 

o vs 1 무섭- 무섭잖아요，칼이 
o vs 무섭- 밤이 무서워요. 

o vs I 무섭- 트로트라는 장르가 무서워서 

vs 무섭- 무서워 
vs 무섭- 무서워. 
vs l 무섭- 무서워서 
vs 무섭- 무서워서. 
vs 무섭- 무서워요. 
vs 무섭 무서워요 
vs 1 무섭- 무서워요 
vs l 무섭 무서워요. 
vs 무섭 무서워져요. 
vs l 무섭- 무섭게 
vs 1 무섭- 무섭구 재있어요. 

vs 무섭- 무섭더라구요. 
vs l 무섭 무섭지요. 

s o VS 2 무섭- 너 … 어떤 사랍이 더 무섭겠냐 그러면 
s vs 2 무섭 본인은 안 무서워요? 

o vs 2 -I「1 λ ~ - 높은 데 무서워 하세요? 

vs 2 무섭- 무서워 하시다가 팍 나니까 어떠세요? 
vs 2 -디「λ ~- 무서웠어요? 
vs 2 무섭- 무섭다구 안 따셨군요. 
vs 2 무섭- 무섭습니까? 
vs 2 무섭- 무섭죠? 

s o vs 3 무섭- 두 사랑이 … 높은 데를， 사다리도 무서워해서 
s o vs 3 무성- 밤길을 여자들이 무서워서 못 가거든요. 
s vs 3 무섭- 남자들도 요샌 무서워서 못 가죠? 
s vs 3 무섭- 자기도 무서워서 못 가는데， 왜 자꾸 여자， 여자， 했냐구， 

vs 3 무섭- 무서워하고 
vs 3 무섭-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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