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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goals of this thesis are to ascertain syntactic and semantic differ
ences between ‘-dako hanm’ and ‘-danm’ of the Korean quotation 
construction markers and to reveal that ‘-danm’ can be a syntactic unit 
after grammaticalizational processes. First of all, we examined that ‘-danm’ 
was abbreviated into ‘-dako hanm’ synchronically. ‘-dako hanm’ combines 
with the compliment head noun, which have communicative me와1in뚱. Second, 
the semantic meaning of ‘-dako hanjn’ has an indirectness of the statements, 
‘-danm’ has probability of the statements. Third, ‘-danm’ can be one of the 
adnominal endings in Korean, because ‘-danm’ and adnominal ending ‘-(j)n’ 
have same syntactic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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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고는 인용문의 ‘-다고 하는’과 ‘고 하-’가 탈락된 ‘-다는’이 보문명사와의 상관성 

에서 차이점을 보이며， 문법화한 ‘-다는’은 독립된 통사 단위가 될 수 있음을 밝히 

고자한다. 

인용문은 피인용문과 상위문으로 구성되는데， 피언용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 

하고자 하는 명제가 오고， 상위문에는 인용표지 ‘고’와1) 형식동사 ‘하-’나 발화 동사 

가 나타난다. 이때 상위문의 ‘고 하-’는 ‘고’나 ‘하-’가 탈락하기도 하고， 둘 다 탈락하 

기도 하여 다른 문장 유형에 비해 문법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다고 하는’이 ‘고 하-’가 탈락되어도 정보를 전달하는 명제의 의미나 문장 전체의 

*본 논문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선생님께 지변을 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모든 잘못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 ‘고’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부사격 조사{남기심 고영근， 1985, 1998, pp. 99-101; 임동훈， 1995, pp. 110-
120, 박만규， 1993), 보운À]{양인석， 1972; 남기심， 1973; 양동휘， 1976) 퉁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 
나， 필자는 아직 ‘고’의 문법 범주에 대한 관점이 병백히 서지 않아 본고에서는 임시적으로 인용표지 
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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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인용문의 종결어미에 ‘고 하-’가 탈 

락된 유형을 주로 연구하였다면， 본고에서는 ‘-다고 하는’과 ‘-다는’을 중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다고 하는’과 ‘고 하-’가 탈락된 ‘-다는’은 의미적으로 동일한 양 

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두 유형이 환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시적으로 왜 두 유형이 환원되지 못하는지， 비환원적 융합형 

‘-다는’의 문법 범주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인용 구문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단히 검토하고， 3장에서는 통시적 관 

점에서 ‘-다고 하는’을 고찰하며， 4장에서는 공시적 관점에서 ‘-다고 하는’과 ‘-다는’ 

뒤에 오는 보문병사와의 상관성을， 5장에서는 ‘-다고 하는’과 ‘-다는’의 통사·의미적 

차이점을 제시하고， 6장에서는 비환원적 융합형인 ‘-다는’의 문법화 과정과 문법범 

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션행 연구 검토 

인용 구문에 대한 논의는 남기심(1973)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하여， 송진오(1978)， 이현희(1986， 1994), 신선경(1986)， 장경희(1987)， 안병철(1990)， 

이승재(1992)， 이필영(1993/1995a， 1995b), 이지양(1996)， 석주연(2002) 등에서 다양 

한 관점으로 연구하였다. 이 중 이현희(1986)， 이승재(1992)， 석주연(2002) 등은 중 

세국어 인용문의 구조적 특성과 통시적 과정을 제시하였고， 남기심(1973)， 송진오 

(1978), 안명철(1990)， 임동훈(1995)， 이필영(1993， 1995a, 1995b) 등은 공시적인 관 
점에서 인용문을 연구하였다. 

인용문의 초기 연구에서는 ‘-다고 하는’과 ‘-다는’이 단순히 축약 내지 융합된 현 

상이므로 두 유형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공시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이 두 유형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 

운 예들이 발견된다.2) 이런 현상을 발견한 이필영(1993， 1995b), 이지양(1996)은 ‘

다고 하는’과 ‘-다는’의 차이점을 융합 현상으로 설명하고， 융합 현상에는 원래 형태 

로 환원이 가능한 환원적 유형과 환원이 불가능한 비환원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다는’을 환원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였지만 문법화한 유형의 문법 

범주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임동훈(1995)은 ‘-다는’을 ‘-다고 하는’의 ‘고 하-’가 탈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는’과 ‘-다고 하는’의 기원은 같으나 각각 다른 구문에서 발전한 것이라 

하였다. 즉 ‘-다는’의 ‘는’은 속격조사 ‘〈’이 발전한 형태이며， ‘-다고 하는’의 ‘고’는 

‘좋야’가 문법화한 부사격 조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필영(1995b)은 ‘-다는’과 ‘-다 

고 하는’이 처음부터 다른 구문에서 발전한 것으로， ‘-다는’은 ‘-다고 하는’에서 ‘고 

2) 본고에서는 공시적인 언어 현상을 참고하기 위하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트연구소 용례 
추출기와 KAIST 콘코든스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용례를 참고하였다. 



인용 구문 ‘ 다고 하는’과 ‘-다는’의 특성 163 

하-’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 ‘-다 하는’의 ‘하-’가 탈락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다고 하는’과 ‘-다는’의 의미적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 

과 그 특성이 무엇이며， 그 의미적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 

하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다고 하는’과 ‘-다는’의 제 현상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다고 하는’에 대한 동시적 고찰 

인용표지 ‘고’가 국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이다.3) 중세 국어의 인용문 

은 ‘NP이 S 항야 니딛다’와 ‘NP이 S 니딛다’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이 보문병사 
를 수식하는 구문일 때는 ‘NPl이 S 좋야 니 딛논 NP2’와 ‘NPl이 S 흉논 NP2’로 나타 
난다. 이때 ‘창야’는 부동사 ‘항-’(홉)의 활용형으로， ‘창야’가 문법화하여 ‘ 흉고’가 되 

고， 다시 ‘향고’의 ‘향-’가 탈락되어 ‘고’만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것이다.4) 

(1) 가. 須達이 病항뱃거늘 부례 가아보시고 阿那含을 得흉리라 니르시니라{석 

보상절 6:44b) 
나. 부례 니 딛샤뎌 자본 이리 無常흉야 므블 몸 미옳거시니 네 목수블 미더 

온꿇 時節을 기드리는다 혹시고(석보상절 6:11b) 

(1가)는 중세 국어의 직접 인용문으로 석가모니가 수달에게 말한 것이며， (1나)는 

석가모니가 설법하던 중， 나운이 궁금히 여긴 것에 대해 답변한 부분이다. 중세 국 

어에서는 (1)과 같이 직접 인용문임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문맥을 통하지 않고 

서는 대개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을 병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것은 직접 인용문에서 간접 인용문으로 전환할 때 인칭어， 시칭어， 지시어， 선어 

말어미 ‘오’ 등의 전이가 상당히 수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5) 

중세 국어의 인용문이 보문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으로 실현될 때에는 상위문의 

동사가 직접 나타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 ‘창다’의 활용형 ‘흥논’으로 실현된다. 

(2) 가. 沙購는 새 出家혼 사끌미니 世間엣 쁘들 그치고 孫悲〈 헝뎌글 창다 향 

논 쁘디 니{석보상절 6:2ab) 
나. 天人師는 하늘히며 사딛믹 스스이시다 향논 마리래석보상절 9:3b) 

(2)에서도 관형사절의 구성을 가지는 경우는 발화 동사보다 형식통사 ‘창-’가 사 

3) 이 필 영(1995b:1) 참조. 

4) 안병회(1967， pp. 256-256), 이현희(1994， pp. 68-69), 임동훈(1995， pp. 110-124) 참조 

5) 이필영(1995a， p. 23), 석주연(2002， pp. 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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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즉 발화 동사 ‘니딛-’가 나타나지 않고 ‘후’가 사용된 ‘향논’이 나타난다. 

‘S 혹논 NP’이 점차적으로 ‘S 하는 NP’ 내지 ‘S고 하는 NP’으로 발달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이때 ‘고’는 앞에서 설명한 부동사의 활용형 ‘창야’가 ‘고’로 발전한 것이며， 

‘하는’은 형식통사 ‘향논’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는’ 구문이 ‘-다고 하는’에 

서 ‘고 하-’가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유형에서 발전한 것인지 하는 것이 

다. 임동훈(1995， pp. 110-24)은 ‘S는 NP’와 ‘S고 하는 NP’가 기원적으로는 모두 

‘NP (향야) v’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통시적 형성 과정은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하 
였다. 이것은 공시적으로 ‘-다는’이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고 하-’가 결합된 구문은 ‘NP이 S 흥논 말→ S 창논 말， s 하는 말→ s
고 하는 말’의 발단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비록 ‘고’의 원형 

인 ‘창야’가 피인용문과 인용동사 사이에 수의적으로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고’가 개재되는 이 과정은 수긍하기 힘들고， ‘S고 하는 NP' 구문이 ‘NP이 

S고 V’에 이끌리어 ‘S고 하는 NP’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추정일 뿐 정확한 자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6) 

중세국어에서 나타난 ‘한’의 생략 현상을 살펴보면 ‘-다는’은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생략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흉-’의 생략 현상은 소망 표현 

이나 의도 표현에서 16세기 이래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7) 이러한 현상 

은 단어 경계뿐 아니라 절 경계까지 확장되었다. 처음에는 ‘아니향논니라’의 표현이 

‘아닛는니라’로， ‘-고져 향노라’나 ‘-려 향노라’ 표현이 ‘-고첫노라’나 ‘-렷노라’로 ‘좋-’ 

가 생략되는 것이， 피인용문과 상위문 동사 사이의 절 경제인 ‘고 혹-’에서도 나타 

난 것이다. 

(3) 가. 붙 하 업6니 브쓰던 거시나 얻고천노라〔청주김씨언간 159) 
나. 냥성닙이 무량 갓더니 우리게로 E녀 가련노라 흥니(병자일기 1639. 1. 9.) 
다. 올 年事룰 보외여 t腦狀양훌 하렷노라 향여 계시던 거시 올너니(강화 하 2) 
라. 거 희 를 쓰련는가(백 석 교린 3:9) 이 현희 1994, p. 78 재 인용) 

(3가)와 (3나)는 16세기 이래 ‘고’의 탈락이 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3다)와 (3 
라)는 19세기에도 통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창려(고) 창느-’가 ‘좋렷는-’나 

‘창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망 표현이나 의도 표현에서 ‘창-’가 생략되기 시작 

한 것이 인용 구문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형식동사 ‘좋-’는 16세기 이후부터 발음의 경제성으로 인해 생략되었지만， 

6) ‘-다고 하는’과 ‘-다는’의 기원이 통일하지 않다고 본 것은 이필영(1995비에서도 발견된다. 간접인용문 
의 ‘-다고’가 현재와 같이 굳어진 것은 19세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다코’가 사용되 
었다. 그리고 공시적으로도 인용동사가 인지동사류이거나 후행절에 대한 접속의 기능올 가질 때는 
‘고’가 생략되지 못하는 현상이 었으므로 이 두 유형을 통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 
고있다. 

7) 이 현희(1994， pp. 7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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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이후에 활발한 현상을 보이는 ‘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다. 그 근거로는 ‘고’의 재구형인 ‘향야’에서 찾을 수 있다. ‘창야’는 중세 국어의 

인용문에서 수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창야’가 피언용문과 인용동사 사이 

에 개재되는 것이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므로 ‘고’가 현대 국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는 어렵다. 인용표지 ‘고’는 근대 국어에 나타났지만 그 시대를 전후하여 

‘고’가 인용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4) 가. 나가라 직촉힐니 끼5방의셔 통인 와셔〔일동장유가 1:19) 
나. 덕을 빠고 경을 기르므로 가히 일커러 니딛리라 흔즉(조야첨재 29a) 
다. 아직 두임(斗任)의 즈성으로 보아 쳐결졸오미 맛당향니이다 우상의 의 

논뎌로 시헝 졸라 창오시다 (조야회통 17a) 
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님금이 업~이다 향니(요한복음 19:16) 

(4)은 모두 인용 구문이지만 인용표지 ‘고’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이다. (4가)의 <

일동장유가〉에서도 ‘고’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이 상당히 있고， (4나)와 (4다)의 18 

세기 문헌으로 추정되는 〈조야첨재〉나 〈조야회통>， (4라)의 1900년의 신약전서에 

서도 ‘고’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이 발견된다. (4)의 이러한 예들은 인용표지 ‘고’가 

사용 가능한 환경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근대국어의 인용표지 ‘고’의 수 

의적 사용이 현대 국어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인용표지 ‘고’는 인용문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적 요소가 아닌 수의적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고’의 수 

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대 인용문에서 ‘고’가 쉽게 생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는’은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탈락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고 하-’의 탈락 현상은 인용표지 ‘고’의 수의적 속성과， 소망표현이나 의도표현에서 

통사 ‘혹-’의 탈락현상이 단어 경계뿐 아니라 절 경계에까지 확대되면서 나타난 것 

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는’의 이러한 현상은 ‘고 하-’의 탈락된 통사론적 단위 

에서 형태론적 단위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 오면서 ‘-다는’은 문법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형태소 자격을 가지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공시적으로 ‘-다는’ 

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다고 하는’과 보문명싸와의 상관성 

현대국어의 ‘-다고 하는’은 ‘-다는’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것은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 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두 유형이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추정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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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 효실은 차마 사랑에 빠졌단곰효늘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쑥스러웠던 
것이다. 

나. 효실은 차마 사랑에 빠졌단끌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쑥스러웠던 것이다. 

(6) 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면 다빈치의 〈모나리자〉 원본을 볼 수 있단곡한늘 

소문이 일행들 사이에 좌악 퍼졌다. 

나.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면 다빈치의 〈모나리자〉 원본을 볼 수 있단늘소문 

이 일행들 사이에 짝악 퍼졌다. 

(5)와 (6)는 ‘-다고 하는’과 ‘-다는’이 서로 교체가 가능하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 

었다. (5가)와 (6가}에서 ‘-고 하-’를 생략하면 각각 (5나)와 (6나)가 되며，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두 유형이 항상 이러한 환원 

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7) 가. 신 여사는 의심스럽단늘 눈초리로 딸을 쏘아보았다. 

나신 여사는 의심스럽단콕화늘 눈초리로 딸을 쏘아보았다. 

(8) 가. 아빠도 안 됐단늘 기색이었다. 

나아빠도 안 됐단곡화늘 기색이었다. 

(9) 가. 자신이 지금 뛰고 있단늪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나?*자신이 지금 뛰고 있단콕화늘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77})와 (8가)는 각각 (7나)와 (8나)로 환원하면 문장 수용력이 떨어지며， (97))도 (9 
나)로 환원하면 비문에 근접한다. 비문의 정도성은 다르지만 (7)-(9)의 문장들은 ‘

다는’에서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기 곤란하다.8) 

그렇다면 공시적 관점에서 (5)과 (6)에서는 환원이 가능한 것이 왜 (7)-(9)에서 

는 환원이 불가능하거나 어색한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다고 

하는’이 수식하는 보문명사의 성격이다. 즉 환원성과 비환원성의 가장 큰 차이는 

8) 이필영(1995a， pp. 121-23)은 ‘하-’를 ‘하-’ 단축형과 ‘하-’ 탈락형으로 구분하였다. ‘하-’ 단축형은 환원 
이 가능한 통사론적 구성이고， ‘하-’ 탈락형은 환원이 불가능한 형태론적 구성이다. 그러나 이필영 
(1995a)의 논의 방법은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에서 나타나는 문법화 현상에는 적합하지만， (7)-(9)의 
문장 구조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1) 가. 철수도 내일 비가 {온다더라/온대더라l 
나. 비가 {온다면/온대변} 안 갈 수도 있다. 

(2) 가 내일 비가 {온다면서/온대면서} 
나 내일 비가 {온단다/*온댄다} 

(1가)， (1나)， (2가)는 ‘허-’ 단축형이며， (2나)는 ‘하-’ 탈락형인데， 그것은 (2나)가 ‘히-’ 단축형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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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다고 하는’ 관형사절과 보문명사의 의미적 상관성에 있다는 것이다. 원래 ‘-다고 

하는’은 인용의 한 유형으로서， 발화행위의 산물인 구체적 발화를 피전달부로 삼는 

전달 행위이다.9) 화자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발화 내용을 청자에게 객관적 관점에 

서 전달하는 한 유형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이 문법화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한 인 

용의 자격을 상설하고 국어의 어미의 한 유형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즉 ‘-다는’ 

의 문법 범주의 속성이 변한 것이다)0) 이렇게 ‘-다는’의 범주가 변했다고 입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다고 하는’ 구문이 요구하는 보문병사와 ‘-다는’ 구문이 요구하는 

보문명사가 다르다는 것이다. 공시적 관점에서 두 구문 뒤에 오는 보문명사가 다른 

양상을보여 준다. 

(5나)와 (6나)의 ‘-다는’이 각각 (5가)와 (6나)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이때 사용된 

보문병사가 (5)의 ‘말’과 (6)의 ‘소문’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보문병사는 모두 

관형사절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보문병사로서， 그 내포문은 화자가 제삼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이와 통일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10)와 (11)의 경우이다. 

(lO) 가.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단늘 소식에 우리들은 갑자기 숙연해 

졌다. 

나.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단곡효늘 소식에 우리들은 갑자기 숙 

연해졌다. 

(11) 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되:늘 충고를 자주 들었다. 

나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단콕화늘 충고를 자주 들었다. 

보문명사가 (lO)의 ‘소식’과 (11)의 ‘충고’의 경우에는 ‘-다는’을 ‘-다고 하는’으로 환원 

할 수 있다. ‘고 하-’가 들어가면 인용성이 강조되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은 

있지만， 의미가 변하거나 비문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환원이 가능한 유형들의 

보문병사들은 공통적으로 완형보문을 요구하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은 의사소통적 명사이거나 정신활동적 명사가 많다(송진오， 1978). 보문 
명사 중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의사소통적 의미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는 ‘언어수행 

성 명사’라 칭한다. 다시 말해 언어수행성 명사는 화자가 피언용문의 명제를 청자 

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그렇다면 보문명사 중에서 어떤 명사가 ‘-다는’에서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가능 

한지 살펴보자. 국어의 명사 중에서 보문을 요구하는 명사에 대한 연구는 남기심 

(1973, 1996, p. 165)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명사를 분류한 것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1) 

9) 신선경(1986， p. 95) 참조 

10) ‘-다는’의 문법 범주와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s5과 s6 참조. 

11) 다음은 남기심(1973) 이후 보분병사를 분류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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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보문]: 책， 나무， 사람， 차 

나. [+완보] 

@ 약점， 사실， 욕심， 이점， 결심， 목적， 흔적 

@ 소문， 낭설， 소식， 연락， 질문， 불안， 얘기， 보도， 헛소문， 보고， 오보， 

정보， 문제， 독촉， 명령， 의미， 전언， 농담， 고백， 눈짓， 이론， 말， 설명， 

믿음， 이유， 인상 

다. [-완보]: 가능성， 용기， 불상사， 사건， 기억， 경험， 일， 모양， 눈치， 줄， 바， 

수，데，리 

라. [:t완보] 

CD 죄목， 혐의， 의심， 전력(前歷) 
@것 

(12나)와 (12라〕와 같은 명사는 완형보문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피인용문에 대한 사 

실성을 전제로 한다. 이들 명사는 화자가 청자에게 피인용문의 명제을 전달하는 것 

으로 언어수행성을 가진다. 이것은 인용문의 보문명사가 언어수행성을 가지면 완 

형보문을 취활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12다} 중 ‘불상사， 사건， 기억， 경험， 일’ 등 

도 완형보문 구조를 취할 수 있다. 

(10)의 ‘소식’이나 (11)의 ‘충고’와 같은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명사는 언어수행성이 

높은 병사로 (12나(2))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다고 하는’과 ‘-다는’의 

환원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정신활동적 명사는 언어수행적 명사에 비 

해 그 환원성이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 

(13) 가. 죽은 아버지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단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죽은 아버지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단곡화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 

(1) 송진오(1978) 
a 직접 보운명사: 소리， 경치， 말， 냄새， 맛， 기분 퉁 
h 간접 보문명사 

@ 의사소통 병사: 전보， 전호， 펀지， 약속， 명 령， 요구， 충고， 보도， 답， 고백 퉁‘ 
@ 정신활동 명사: 예상， 가정， 생각， 사고， 예감， 의견， 회망， 주장， 결론， 기대， 판단. 

(2) 이익섭 • 임홍빈(1983) 
a. 직접 보문영사· 경우， 가능성， 까닭， 줄， 수， 바， 리， 듯， 양， 척， 체， 만， 법， 성 풍 
b. 간접 보문명사: 소문， 소식， 말， 주장， 단언， 약속， 보고， 보도， 명령， 요청， 고백， 낭설， 생각， 믿 

음， 죄목， 느낌， 견해， 설(없)， 이론 동. 
c. 직 • 간접 보문병A}: 사실， 약점， 것. 

(3) 강범모(1983) 
& ‘ 는’: 행위， 용기， 눈치， 모양， 소리 
b. ‘-고 하는’: 소문， 명제， 보도， 농답， 연락， 믿음， 의견， 명령， 제안， 질문， 예상， 희망， 공포， 불안 
감퉁. 

c. ‘-는’， ‘-고 하는’. 사실， 진실， 약점， 잘못， 불상사， 최， 전력， 사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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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나는 그녀가 봄이 약해 자주 쓰러진단늪 생각이 들었다. 

나나는 그녀가 폼이 약해 자주 쓰러진단곡화늘 생각이 들었다. 

(13나)와 (14나)의 문장 수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들이 각각 (137니와 (147)) 
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수행적 명사는 ‘-다고 하는’과 

‘-다는’의 호환성이 매우 자연스럽지만， 정신활동적 명사는 환원성 정도가 문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37})는 (13나)로 환원되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 

지만， 믿음의 주체인 공범주 주어가 피인용문을 인용푼의 객체에게 전달하는 인용 

문 고유 속성이 모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신활동적 명사는 화자와 

청자가 동일인물이기 때문이다.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지시 대상인 경우에는 인용 

문의 고유 속성이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모호한 현상은 (14)와 같은 문장에 

서도 드러난다. 물론 어떤 국어 화자들은 (147니에서 (14나)로 환원되는 것이 자연 

스럽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인용동사 ‘하다’를 발화동사가 아닌 형식동사로만 해 

석하기 때문이다. ‘-다고 하는’이 ‘-다는’보다 훨씬 더 강한 전달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수행적 명사가 사용된 (10)이나 (11)과 같은 구문 

에서 인용동사 ‘하다’는 발화동사로도 해석 가능하다. 즉 언어수행적 명사가 정신활 

동적 병사에 비해 그 전달성이 강하다. 그것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용동사 

‘창다’는 발화동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보문명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5) 가 어느 정도 돈은 있지만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단늘 사실을. 
나어느 정도 돈은 있지만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단곡화늪 사실을. 

(16) 가. 지금 결코 다희가 명랑하지 않단늦 것을. 

나??지금 결코 다희가 병랑하지 않단콕화늘 것을. 

(15)의 ‘사실’이나 (16)의 ‘것’과 같은 명사는 환원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지만， 그 

환원성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157})의 ‘-다는’은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는 사건 

을 직접적인 사태로 해석하지만， (15나)의 ‘-다고 하는’은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는 사건을 간접적인 사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16)에도 적용된다. 

의존명사 ‘것’은 의미적인 추상성으로 인하여 (16나)처럼 그 수용성이 더욱 희박해 

진다. 이것은 ‘-다는’이 점점 문법화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는’이 문법화한 

다면，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생략된 통사론적 구성이 아니라 문법화한 하나의 

형태론적 구성이 되는 것이다.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성은 보문명사의 의미자질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자연스러운 것은 언어수행적 보문명사가 사용 

되는 경우이며， 그 외 정신활동적 보문명사나 사태를 나타내는 보문명사가 사용된 

경우는 환원성이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환원이 자연스러운 언어수행적 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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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언어수행적 명사12) 

소문， 낭설， 질문， 보도， 헛소문， 보고， 오보， 정보， 독촉， 명령， 전언， 농담， 고 

백， 말， 설명， 연락， 얘기， 전보 전화， 편지， 약속， 요구， 충고， 답， 요청， 견해 등. 

(1끼의 언어수행적 명사는 다른 보문명사와 달리 인용문 구조에서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자연스럽다)3) 

5. ‘-다고 하는’과 ‘-다는’의 통사·의미적 차이 

5.1. ‘-다고 하는’과 ‘-다는’의 통사적 차이 

인용문의 융합형에 대한 통사적 논의는 지금까지 ‘고 하-’가 종결어미에 실현된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필영(1995a， p. 123)은 내포절과 상위문 동사에 선 
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환원형과 비환원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제 

시하였고， 이지~1:(1996， p. 195)은 인칭 이나 상위문 동사의 활용 등에 따라 구별 가 
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환원적 융합형과 비환원적 융합형의 통사적 차이를 논의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고 하는’과 ‘-다는’이 선어말어미 결합 양상과 인칭 제 

약에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환원적 융합형 ‘-단다’와 비환원적 융합형 ‘-단다’의 통사적 제약 현상을 살 

펴보면 다읍과 같다. 

(18) 가 그분은 내일 가신단〔댄)다. 
나. {나， 그}는 내 일 간단〔댄)다. 

다. {나， 그}는 어제 갔단{댄)다. 

라. {나， 그}는 내 일 가겠단(댄)다. 

마. (나， 그}는 어 제 갔더 란〔댄}다. 

12) 보문명사에 대한 자료는 김선효(2002， p. 149) 참조. 

13) 물론 관점에 따라 문장의 수용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언어수행적 명사가 사용되어도 그 환원성이 
자연스럽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가. 그는 명희가 결혼했단늘 말올 하였다. 
나 !그는 명회가 결혼했단곡화늘 말을 하였다. (엄동훈， 1995,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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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 그분은 내 일 오신단다‘ 

나. {나， 그}는 내 일 간단다. 

다. {나， 그}는 어제 갔단다. 

라.{나， 그}는 내 일 가겠단다. 

마.{나， 그}는 어제 갔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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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 ‘-단다’는 환원형으로 피인용문의 선어말어미의 결합과 인칭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19)의 ‘-단다’는 비환원형으로 피인용문에 ‘-겠-’이나 ‘-더-’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환원적 ‘-단다’는 인용동사 ‘하-’가 실질동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형식동사 

로만 기능하여， ‘하-’가 탈락한 경우에는 선행어미와 결합하여 어미구조체를 형성함 

으로써 더 이상 상위문의 어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선행절에 대한 화자의 태 

도를 나타내는 서법적 기능만 가능하게 된다)4) 이와 같이 ‘-단다’는 ‘-다고 한다’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제 선어말어미나 인칭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19)와 같 

이 ‘-단다’가 비환원적 융합형인 경우에는 일부 시제 선어말어미와 인칭에 제약을 

받는다. 

그렇다면 통사론적 구성‘-다고 하는’과 형태론적 구성 ‘-다는’은 어떤 통사적 차이 

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20) 가. {내， 네， 그}가 어제 다쳤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 

나. {내， 네， 그}가 내일 떠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 

다. *{내， 네， 그}가 내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소식을 들었어. 

라. {내， 네， 그}가 어제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소식을 들었어. 

(21) 가. {나， 너， 그}는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나. {나， 너， 그}는 의심스러웠다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다. *{나， 너， 그}는 의심스럽겠다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라. *{나， 너， 그}는 의심스럽더라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2이의 ‘-다고 하는’은 시제나 인칭에 큰 제약이 없다. 다만 (20다)에서 선어말어미 

‘겠’과 1인칭 대명사가 상충하는데， 그것은 선어말어미 ‘겠’의 주어가 1인칭 대명사 

이면 ‘겠’이 추정이나 예상의 의미가 아닌 의지의 의미로 해석되고， 시제 선어말어 

미가 아닌 서법 범주의 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5) 이것은 ‘겠’이 2인칭 대명사 

14) (18)과 (19)의 ‘-단다’에 대한 논의는 이필영(1993， 1995a, p. 124, pp. 132-133, p. 143)의 논의를 참조 
하였다. 이 외 ‘-단다’에 대한 개별척 연구는 박나리(1998) 참조. 

15) 물론 ‘겠’이 서법범주인지 양태범주인지에 대한 관점은 논자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Lyons(1995)의 개 
념을 수용하여， 서법은 서숨어의 굴절어} 의해 실현되는 문법범주이며， 양태는 의미범주로서 진리양 
태， 인식양태， 당위양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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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인칭 대명사와도 결합에 제약을 보이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었다. ‘겠’의 추정 

내지 의지의 의미는 피인용문의 주어에 관할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문의 주어에 관 

할되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겠’과 인칭이 결합상 제약을 가진다. 그러나 (21)의 형태 

론적 구성 ‘-다는’은 비환원적 융합형 ‘-단다’와 동일한 제약 현상을 보인다. (21다) 

와 (21라)와 같이 ‘-다는’은 선어말어미 ‘겠’과 ‘더’와 결합하지 못하고， 이들은 모든 

인칭과의 결합에 제약을 보였다. 이것은 ‘겠’이나 ‘더’가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나 

‘(으)L’과 다른 선어말어미 기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한다. 

보문 구조에서의 환원형과 비환원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통사적 

기제로는 접속문에서의 작용역이다. 

(22) 가 가이드는 나에게 모나리자를 닮았다와 눈벚이 예쁘다고 하는 말을 쉽 
게 했다. 

나신여사는 나를 사랑스럽다와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227})는 ‘고 하-’ 구문에서 대등접속문이 피언용문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문명사 

의 작용역이 문장전체에 적용된다. 가이드가 나에게 한 말은 ‘모나리자를 닮았다’와 

‘눈벚이 예쁘다’는 것이다. 즉 언어수행적 명사가 사용되면 인용문이 피인용문 전체 

에 대해 작용역을 가진다. 그러나 (22나)와 같이 보문명사가 언어수행성을 가지지 

않으면 ‘-다는’이 ‘사랑스럽다’와 ‘의심스럽다’에 대해 작용역을 가진다고 볼 수 없 

다. 명사 ‘눈초리’가 접속문의 선행문까지 영향권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문장의 수용 

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22나)와 같은 구문에서는 ‘-다’와 ‘-는’을 각각 하 

나의 형태소로 처리하는 것보다 ‘-다는’을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 

하다. 비환원형의 구조에서는 ‘-다는’이 하나의 형태소가 되므로 접속문 구조에서의 

영향권은 접속문 전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이나 후행절 중 하나에만 적 

용된다. 

5.2. ‘-다고 하는’과 ‘-다는’의 의 미적 차이 

‘-다고 하는’은 원래 인용문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화자가 명제의 사태를 제삼 

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청자에게 전달하는 간접성을 가진다. 이러한 간접성은 ‘고 

하-’가 탈락된 ‘-다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비환원적 ‘-다는’은 원형의 

‘-다고 하는’이 가지는 간접성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3) 가. 효실은 차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쑥스러웠던 

것이다. 

나. 다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활짝 웃으며 두 팔을 앞으로 뻗었다. 

(237})는 인용표지 ‘고’와 동사 ‘하-’가 사용됨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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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 중립적 관점을 가지지만， (23나)는 주어가 사태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다고 하는’은 화자가 중립적 위치에서 명제를 전달하는 간접성의 의 

미를 가지는 반면， 비환원적인 ‘-다는’은 주어진 사태나 병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상태의 의미를 가진다. 

문법화한 ‘-다는’은 이제 더 이상 통사론적 구성이 아니므로， 명제의 사태를 간접 

적으로 전달하는 의미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형태론적 단위인 ‘-다는’의 

의미 기능을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통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L’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가 의심스럽다는 눈초리 

나. 의섬스러운 눈초리 

(24)의 의미적 차이는 인용문과 비인용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용문은 

화자가 제삼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청자에게 재전달하는 방식이므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입장은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인용문인 다른 문장들은 선어말어 

미나 종결어미를 통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상태를 표현한다. 특히 국어는 선 

어말어미나 종결어미가 서법이나 양태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형사형 어미도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양상을 표현한다)6) 

그렇다면 형태론적 구성인 ‘-다는’과 ‘-L’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상태의 정 

도성이 어떻게 다른가. ‘-다는’은 어떤 명제나 현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양태가 확 

실성(certainty)을 갖지 못하고 개연성(probability)을 가지는 반면， ‘-L’은 화자가 

명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각이 확실성을 가진 경우이다. (247니는 명제의 주체가 어 

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화자가 인식한 것이며， 

(24나)는 명제의 주체가 그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의심스러워한다고 화자가 인식 

한것이다. 

그러므로 ‘-다고 하는’과 환원적 ‘-다는’은 화자가 제삼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청자 

에게 중립적 관점에서 전달하는 ‘간접성’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비환원적 ‘-다는’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가 ‘개연성’을 나타내며， ‘-L’은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6) 심재기(1979)는 관형사형 어미 ‘ 」’과 ‘-己’이 통명사형 어미에서 관형사형 어미로 기능 분화된 것으 
로， ‘-L’은 [+결정성]， ‘-2’은 [ 결정성]을 표현하는 인식 양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의미자질은 상적 
속성인 완료상이나 비완료상과도 표리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한편 안명철(1990， p. 133)은 ‘하고 
프다， 한단다’ 둥에서 ‘-다’를 선어말어미로 처리하고，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이는 서법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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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버환원적 융합형 ‘-다는’의 문법화 과정과 문법범주 

통사론적 구성 ‘-다고 하는’과 형태론적 구성 ‘-다는’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의미론적으로 다른 현상을 보였다. 두 유형은 통사적으로 선어말어미나 인칭 

과의 결합에서 다른 현상을 보였고， 접속문의 작용역 범위도 다르게 나타났다. 의 

미적으로 ‘-다고 하는’은 간접성， ‘-다는’은 개연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 

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는’의 문법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 

(25) -다고 하는> -다는1> -다는2 

‘-다고 하는’은 통사론적 구성이며， ‘고 하-’ 탈락된 ‘-다는1’이 하나의 문법단위로 재 

분석되어 ‘-다는2’가 된 것이다. ‘-다는1’에서 ‘-다는z’로의 문법화를 입증한 것이 보문 

명사와의 상관성과 통사·의미적 차이점이다. ‘-다는1’은 언어수행성 명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다는2’는 비언어수행성 명사와 결합한다. 

사실 ‘-다는2’와 같은 문법화 과정은 세계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 다음은 영어에 

서 문법화한 어휘들이다. 

(26) 가. be-계: behind, below, because, become, before 
나. a-계: about, above, afore, aloft 
다. wanna(want to), gonna(going tO)17) 

(26)의 예들은 문법화의 기제 중 재분석이 사용된 것으로， 두 문법범주가 재분석에 

의해 하나의 문법범주가 된 경우이다. 이 중에서 (26다〕는 음운축약과 재분석이 모 

두 적용된 것으로 영어 화자들은 이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

다는2’를 국어 화자들이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다는2’를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인정한다면 어느 문법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일단 형태상으로 용언의 어간에 후행하므로 어미가 되며， 후행병사를 수식하는 통 

사적 기능하므로 이와 유사한 어미로는 관형사형 어미가 었다)8) 물론 ‘-다는2’가 

관형사형 어미가 된다면， 관형사형 어미 체계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19) 

기존의 관형시-형 어미 설정도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문법화한 ‘-다는2’까지 관형사 

형 어미로 설정한다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는2’는 더 이상 통 

17) 아성하(1998， pp. 240-45) 참조. 
18) ‘-다는’이 관형사형 어미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문법화의 일반적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문법화 단계 

에 대한 논의는 Givon(찌01， p. 367)에서 ‘주동사〉조동사〉접어〉접사〉 굴절어미’와 같아 제시하고 있다. 

19) 관형사형 어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남기심(1974)， 서정수(1979)， 이홍식(1990， 1999)은 
‘은， 을， 는， 던’， 이익섭 · 임홍빈(1983)， 임홍빈 · 장소원(1995)은 ‘은， 는’， 박병수(1974)， 양동휘(1978)은 
‘은， 는， 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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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론적 구성도 아니며 하나의 어미로 문법화하였고，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통사적 

기능올 가지므로 관형사형 어미이다. 

7. 결 론 

지금까지 국어의 인용 구문 ‘-다고 하는’과 ‘-다는’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통시적 

으로 ‘-다는’은 ‘-다고 하는’에서 인용표지 ‘고’와 형식통사 ‘하-’가 탈락하여 문법화한 

것이며， 공시적으로는 ‘-다고 하는’은 언어수행성을 가지는 보문명사와 결합하고， 

비환원적 융합형 ‘-다는’은 언어수행성을 가지지 않는 보문명사와 결합함을 확인하 

였다. 무엇보다 ‘-다고 하는’은 명제에 대한 간접성의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의 형태 

론적 단위인 ‘-다는’은 개연성의 의미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법화한 ‘-다는’ 

은 독립된 통사 단위언 관형사형 어미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관형사형 어미는 시 

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기존의 관형사형 어미와 ‘-다는’의 상관성을 살펴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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