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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give the semantics and pragmatic properties of ‘-eya’ 

conditional. I claim that a conditional with ‘-eya’ means that the ante-

cedent clause is a downward-bou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con-

sequent clause. And in a conditional with ‘-eya’, the consequent clause 

is a topic. From this we can explain why an ‘-eya’ conditional does 

not allow other moods than the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This also 

explains why a conditional with ‘-eya’ does not allow an interrogative 

with a wh-phrase in the consequent clause. A conditional with ‘-eya’ 

does not allow a modal operator used to ask about the hearer’s willing-

ness to accept the speaker’s offering. An ‘-eya’ conditional can be used 

with a concessive meaning, but its semantics is the same as that of a 

normal conditional use. The only difference is the expected result de-

termined by the context, which is reflected in the ordering of scalar al-

ternaives for the anteceden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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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어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들이 서법(mood) 상의 제약을 자주 보인

다. 그러나 그것들이 같은 원리에서 그러한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 연결어미들을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야’가 보이는 특징들

을 살피고 그로부터 ‘-어야’의 핵심적인 의미와 핵심적인 화용적 특성을 포착하고 

나머지 특성들을 이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 세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한다. 논평 덕분에 본 논문의 논지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 논문은 2012
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한 논평자의 제목에 대한 제안은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어야’의 의미적 특징을 두루 다루면서 그중에서 서법에 대한 제약이 가

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하였다. 같은 논평자가 ‘서법’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견을 말하

면서 ‘-어야’가 의무양태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본 논문에서 그런 주장이 틀

렸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논문에 나타나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오해나 부주의

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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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는 조건연결어미 중에서 비교적 제약이 많이 관찰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특징적인 연결어미이다. 여기에 몇 가지 열거하겠다. ‘-어야’는 (단순)

조건과 양보(조건)의 의미로 사용된다.

(1) a. 네가 와야 일이 해결된다.

b. 네가 와야 복잡해지기만 한다.

‘-어야’ 구문의 여러 가지 제약은 (단순)조건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구종남(1998)에서 양보(조건)문도 조건문과 같은 제약을 받음을 논하였다. ‘-어야’ 

조건문이 항상 상황에 따라 양보문이 되는 것이 단순히 이중적 의미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건문과 양보문이 같은 제약을 보이는 것은 같은 의미적 화용

적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고, 다른 면에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어야’ 연결어미에 대하여 논하려면 함께 논해야 한다. 그리고, 양

보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후반부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어야’ 조건문의 첫째 특징으로는 ‘만약’ 등과 어울리지 않으며, ‘오직’, ‘반드

시’ 등이 쓰이며, ‘-어야’ 뒤에 ‘만’이 올 수 있다.

(2) a. ??만약 네가 와야 일이 해결된다.

b. {오직, 반드시} 네가 와야 일이 해결된다.

c. 네가 와야만 일이 해결된다.

이것은 ‘만약’이 ‘-어야’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표적인 조건 연결어미인 ‘-면’은 후행절 없이 ‘-되다’로 종결될 수 있는

데, ‘-어야’는 ‘-되다’뿐만 아니라 ‘하다’로 종결되면서 후행절을 대신할 수 있다.

(3) 이것을 들면 {된, *한}다.

(4) 이것을 들어야 {된, 한}다.

이렇게 쓰이는 ‘하’를 최현배(1937)는 보조용언으로 여기지만, 서정수(1990), 임

성칠(1996) 등은 대동사로 취급한다. 후자의 분석은 ‘-하’가 상황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 대신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다른 조건 연결 어미들도 비슷하게 서법상의 제약이 있는데, ‘-어야’도 마

찬가지이다. 구종남(1998)이 비교적 서법이나 양태에 대한 다양한 제약을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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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어야’ 조건문은 평서문과 의문문이 될 수는 있지만, 명령문, 청유문, 약

속을 하는 문장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5) a. 비가 오지 않아야 소풍 간다.

b. 비가 오지 않아야 소풍 가냐?

c. ??비가 오지 않아야 소풍 가자.

d. ??비가 오지 않아야 소풍 가라!

e. ??비가 오지 않아야 소풍 가마.

그리고, 의문문에서도 후행절에는 의문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6) a. 누가 와야 인호가 떠나냐?

   b. ?*철수가 와야 누가 떠나냐?

그러나 양태에 대한 그의 일부 관찰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구종남(1998)은 

다음의 예를 통하여 ‘-어야’의 조건문으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수 없다고 하

였다.

(7) ??비가 와야 (내가) 너를 만날까?

그러나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항상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지만 가능하다.

(8) 꼭 9시가 되어야 (네가) 문을 열 거냐?

(7)과 (8)의 차이는 후행절의 주어이다. (7)에서는 후행절의 주어가 화자이고 (8)

에서는 후행절의 주어가 청자이다.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 중에서 후행절의 

주어가 일인칭인 경우에만 어색해진다. 이것은 화자/청자의 문제이므로 화용적인 

제약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야’ 조건문들의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이들의 특성을 최소한의 제

한된 주장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분석은 찾기 어렵다. 대개는 특성의 열

1) ‘겠’이 선행절에 쓰이면 이상한데 이것은 형태론적인 제약일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의미로 다른 

형식을 취하면 문제가 없다.

   i) a. ??비가 오지 않겠어야 소풍가냐?
     b.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야 소풍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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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그치거나 일부의 특성만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어야’의 의미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열거한 특성들을 ‘-어야’ 조

건문의 의미와 기본적인 화용적 특성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야’

가 양보문으로 사용되는 것도 조건문으로 쓰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절에서는 ‘-어야’의 의미에 대한 이

전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특히 ‘-어야’의 의미에 대한 주장들을 살핀다. 3

절에서는 ‘-어야’ 문장의 의미는 후행절이 주제가 되며 선행절은 후행절의 결과를 

가져오는 하한 극한의 조건이라는 주장을 한다. 4절에서는 ‘-어야’의 서법상의 제

약을 ‘-어야’의 의미와 후행절의 주제성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5절에서는 기타 화

용적 제약들이 왜 생기는지 설명한다. 6절에서는 ‘-어야’가 양보의 의미로 사용될 

때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건문에 해당하는 대체항들의 순서가 조건문

과 반대가 되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7장은 논의를 정리한다.

2. 이전 연구

‘어야’의 의미는 조건문의 선행절이 후행적의 필수적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최현배(1961)는 꼭 소용 매는 꼴(필요구속형)이라고 

하고 있고, 서태룡(1978), 최재희(1992) 이익섭․임홍빈(1983: 263) 등이 필수

적 조건이라고 주장한다.2) 그러면서 대표적인 조건 연결 어미와 비교하면서 ‘-면’

은 모든 조건을, ‘-어야’는 필수조건을 나타내어 전자가 후자를 포함한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 이상태(1977: 63)는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 

최소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후행절이 성립할 때 

최소한 이루어지려면 후행절이 참일 때 항상 참이라는 것이므로 “필요조건”이라

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의 주장은 ‘-어야’의 의미를 ‘-면’의 의미와 비교하여, ‘-면’ 조건문의 선행

2) 임칠성(1996)은 ‘필연’이나 ‘당위’ 이외에도 화용론적으로 ‘-어야’ 상황을 통해 어떤 바람이 성취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전제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 ㄱ.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ㄴ. ?뭉치면 살고 흩어져야 죽는다. (죽는 것은 바라지 않아서??)
ㄷ.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ㄹ. ?뭉쳐야 살고 흩어져야 죽는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이종철(1997)이 다음의 반례를 들고 있다.

   ii) 뭘 이런 것 가지고 다 죽는다고 야단이야. 전쟁이나 일어나야 다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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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후행절의 충분조건이고, ‘-어야’ 조건문은 선행절은 후행절의 필요조건 혹은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3)

(9) a. p-면, q-다. (p → q)

b. p-어야, q-다. (p ← q)

다시 말하면, ‘p-어야 q다’라는 조건문의 의미는 q가 참이려면 p가 반드시 참이어

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위 ‘-어야’의 의미를 직관이나 관찰적으로 설명하는 논문들은 많으나 

‘-어야’가 가지는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는 논문은 별로 없는 듯하

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비교를 통하여 쉽게 확인될 수 있다.

(10) A: 전쟁이 일어나면 갈등이 증폭된다.

B: 아니야. 갈등이 증폭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11) A: 갈등이 증폭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B: ??아니야. 갈등이 증폭되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10)에서 A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의 충분조건이라고 주장

할 때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B가 A의 말을 부

정할 때 대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야’가 마찬가지로 필요조건을 

나타낸다면 (11)에서처럼, (A)가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의 충

분조건이라고 말할 때, 이를 부정하면서 ‘-어야’를 사용하여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1)의 B의 

발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야’가 필요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3) 두 논평자가 필수조건이라는 용어가 바로 필요조건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한 논평자는 only if
를 필수조건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영어에서 only if도 필요조건을 나타내는 것

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if and only if가 필요충분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필

수조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필요조건을 의미한다. 위 논평자들의 반론은 “필수조건”이라고 말

했지만 필수조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충분조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본 논

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전의 연구가 ‘-어야’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

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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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야’ 문장의 의미와 후행절의 주제성

이전의 연구들에서 ‘-어야’의 의미가 필요조건 혹은 필수조건이라는 것은 직관

적으로 얻어낸 결론들이며 단순히 직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어야’의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야’의 의미를 정확

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구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경우 ‘-어야’의 조건문이 참으로 판

단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어야’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보자. 빨간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있고, 상자가 3개 있

으며, 공 3개가 상자 3개에 무작위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한다.

(12) (상황: 빨간 공 2개 검은 공 1개, 상자 3개)

A1: 첫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으면 둘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다.

B1: ??아니야.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어야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

지.

 B2: ??아니야. 둘째 상자까지 빨간 공이 있어야 셋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지.

B3: ??아니야. 둘째 상자가 검은 공이어야 첫째 상자가 빨간 공이지.

A1의 발화에 대하여 B1, B2, B3 모두 주어진 상황에서 선행절이 후행절의 필요

조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A1의 발화 뒤에서는 모두 어색하다. 단순히 선행절이 

후행절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 A2: 첫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으면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다.

B1: 아니야.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어야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지.

A2와 B1의 후행절이 모두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

의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을 해야 한다.

ㄱ. B1의 발화에서 ‘p-어야 q다’에서 p가 q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을 “필요조건”은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으면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을 수도 있고 빨간 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다는 것은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을 필요조건이 아니라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는 것이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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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가 되는 조건일 뿐이다. 즉, (필연적인) 충분 조건인 것이다. 반면 첫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는 것은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만을 열

어 놓을 뿐 필연적으로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을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p-어

야 q다’는 p가 q가 되기 위한 유일한 충분조건(the only sufficient condition)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형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

(14) ∥p-어야 q다∥ = [p → q] & ￢∃p' [p≠p' & [p' → q]]

여기서 →는 필연적 의미관계인 함의관계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선행절이 성립

하면 후행절이 성립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즉 일반적인 조건문의 관계이다. 이것

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함의관계는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아는 (반드시) 아버지가 없다’는 상황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성립해야 

한다. 이것이 함의관계이다. 반면에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어야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다’는 항상 참인 것이 아니라 위에 주어진 상황들만 고려했을 때 필

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어에서의 일반적인 조건문의 의미이다. 

‘-어야’ 조건문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p → q가 (필연적으로) 성

립하고(즉, 충분조건이고) p가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이것은 p가 필요조건이라는 주장과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두 조건을 비교해보자.

(15) i. [p → q] & ￢∃p' [p≠p' & [p' → q]]

ii. [q → p]

이 둘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p'이면 (반드시 q는 아니지만) q일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경우이다. 그러면 q라 하더라도 꼭 p는 아니고 p'일 가능성도 있는 것

이다. 즉, (15i)는 성립해도 (15ii)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13)의 예에서 p'가 

‘첫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다’가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13)의 상황에서 

(15ii)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6) 첫째 상자가 검은 공이거나 빨간 공이어야 둘째 상자가 빨간 공이다.

4) 이광호(1980)는 ‘-면’의 특성이 ‘-어야’를 포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면’의 의미가 ‘-어야’의 

의미보다 약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어야’의 의미도 이런 점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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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나 빨간 공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5ii)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16)은 주어진 상황에서 

거짓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상자가 빨간 공이면 둘째 상자가 검은 공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야’ 조건문에서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필요조건이 아니

라 충분조건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p가 유일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때 유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의 예를 보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1개, 검은 공 1개가 있고, 상자가 2개

가 있다고 하자.

(17) (빨간 공 2개, 파란 공 1개, 검은 공 1개가 있는 경우)

a. 첫째 상자가 파란 공이어야 둘째 상자가 검은 공일 수 있다.

b. 첫째 상자가 빨간 공이어야 둘째 상자가 검은 공일 수 있다.

c. 첫째 상자가 빨간 공이거나 파란 공이어야 둘째 상자가 검은 공일 수 있다.

(17a-c) 모두 선행절이 참이면 후행절이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 즉, 선행절이 후

행절의 충분조건이다. 그러나 (17a)와 (17b)는 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이유

는 (17c)가 있기 때문이다. (17c)는 (17a)나 (17b)보다 더 일반적이며, 더 강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여기서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조건문을 만

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어야’ 조건문은 척도 개념이 들어간다. 따라서 

(14)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14') ∥p-어야 q다∥ = [p → q] & ￢∃p' [p > p' & [p' → q]]

(여기서 p와 p'가 p의 대체항 집합에 속할 때 p > p'는 p가 p'보다 척도

항들의 순서에서 더 상위에 있는 것)

즉, ‘p-어야 q다’는 q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 중에서 가장 조건문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5) 조건문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은 후행절을 참으로 만드

5) 구종남(1998)은 두 조건문이 ‘-고’로 연결될 때 ‘어야 -어야’나 ‘면 -어야’의 순서로 연결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어야’의 의미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a. 팔면 이득 보고 안 팔면 손해 본다(구종남 1998: 8).
   b. 팔아야 이득 보고 안 팔면 손해 본다.

  c. ?팔면 이득 보고 안 팔아야 손해 본다.
  d. ?팔아야 이득 보고 안 팔아야 손해 본다.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어떤 의도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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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약한 조건, 즉 더 일반적인 조건이 선행절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선행절에 ‘적어도’와 같은 표현이 잘 어울리지만 ‘기껏해야’는 

어울리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다.

(18) a. 적어도 세 개는 먹어야 배가 부르다.

b. ??기껏해야 세 번 져야 꼴찌가 된다.

즉, ‘-어야’는 하(향극)한을 나타내는데, ‘기껏해야’는 상향극한을 나타내는 표현이

므로 서로 어울리지 않고 뜻이 이상해진다.

유일성의 의미가 이렇게 척도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유일성의 

의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표현이 ‘단지’ 혹은 ‘-만’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

은 많은 경우 척도적으로 해석한다.

(19) 철수는 단지 그 차를 주차만 했다.

이 문장은 철수가 그 차를 움직이기는 했지만 타고 도로를 주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철수가 그 차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움직

이는 정도에 따라 위계를 설정하고 ‘-만’을 사용하여 문장을 가장 강하게 하는 최

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행위들은 하고 그 최대치 위에 있

는 행위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비슷하게 ‘-어야’도 척도를 가정

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ㄴ. (12-13)에서 A2-B1의 짝과 A1-B1의 짝을 비교하면 후행절이 같을 때 대

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절이 후행절의 충분조건이

면서 주제가 되는 후행절을 공유하는 어떤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

행절이 주제이며, 같은 주제에 대해 말을 할 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6) 그러면 후

   i) c'. 팔면 손해 보고 안 팔아야 이득을 본다.
     e.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어야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고, 첫째와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

어야 셋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다(빨간 공 2개, 검은 공 1개).

  어떤 특별한 제약을 두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면 위에 든 예들은 분명히 위 주장에 반례가 될 것이다.

6) 한 논평자는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주제에 대한 소개는 너무 방대

하므로 실제로 위의 예와 관련된 것만 언급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Kuno (1972)가 말하는 about-
ness를 말하며, 담화주제가 아니라 문장주제(sentence-topic)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장주제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문장을 발화하는 상황에서 담화전개 상 글의 응집성을 유지시켜주

는 연결고리로서의 공통된 배경(background)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잘 포

착하는 방법으로 van Kuppevelt (1994), Roberts (1996), Büring (2003) 등의 “논의 중인 

질문”(question under discussion)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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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절은 사실로 가정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즉 후행절이 전제는 아닌 것이다. 전

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부정으로 시험하는 것이다.

(20) (부정의 시험)

A: p해야 q한다.

B: 아니야. p하지 않아도 q{해, 할 수 있어}.

(21) A: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어야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지.

B: 아니야, 첫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어도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을 

수 있다.

(20)과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면, (21)에서 A의 발화를 부정할 때 후행절이 여전

히 참으로 가정되지 않고, 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후행

절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어야’ 조건문의 주제라는 것은 긍정

/부정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다른 조건문과 마찬가

지로 후행절은 참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후행절이 반드시 참이 되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선행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야’의 의미에서 오는 자연

스러운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야’ 조건문은 후행절이 주제라서 후행절이 참

이 되는 조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 하한의 충분조건이 선행절이라는 것이

다. 이것은 왜 ‘-어야’ 조건문이 ‘만약’으로 시작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만약’은 선행절 상황이 일어날 때도 후행절이 결과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이 

일어나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쓴다.7) 모든 조건문이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어야’ 조건문에서는 일

어나지 않는 이유는 후행절이 현재 상황에서 주제로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주제

에 대해서는 선행절의 내용은 후행절을 위해서는 유일하게 성립해야 하는 충분조

건이므로 ‘만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후행절을 성립하게 하는 다른 조건

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단지’, ‘반드시’, ‘-만’ 등과는 잘 어울리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들은 (14')에서 ‘-어야’의 의미가 요구하는 유일한 하한의 조건과 잘 

7)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i) 만약 첫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으면 둘째 상자에 검을 공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상자에 파란 

공이 있어도 둘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을 수 있다.
   ii) ??만약 첫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을 경우에만 둘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을 수 있다.

   (i)은 두 가지 경우에 같은 결과가 올 수 있을 때 한 경우에 ‘만약’을 사용한 문장이고 (ii)에서는 

‘-만’을 사용하였는데, 유일하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만약’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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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는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4. ‘어야’의 서법상의 제약

앞에서 말한 ‘-어야’의 진리 조건과 화용적 조건으로 나머지 모든 ‘-어야’ 조건

문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가 쉽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서법상의 제약이 그렇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야’가 평서문과 의문문에는 사용되지만 명령문과 청유

문, 약속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쉽게 확인하는 방

법은 각 문장을 위 ‘-어야’ 조건문 의미로 풀어 써보는 것이다.

(22) p-어야 q다.

평서문: q가 참이려면 p가 유일한 충분 조건이다.

의문문: q가 참이려면 p가 유일한 충분 조건이냐?

명령문: ??q가 참이려면 p가 유일한 충분 조건이어라!

청유문: ??q가 참이려면 p가 유일한 충분 조건이자.

약속문: ??q가 참이려면 p가 유일한 충분 조건이마.

이와 같이 문장의 의미를 풀어쓰기를 해보면 평서문과 의문문만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어야’ 조건문이 직관적으로 왜 명령문과 청유문, 약속문

에 사용되지 않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그런데 그 근원을 알기 위하여 일반조건문

과 비교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충분조건 자체는 서법상의 제약을 가져오지 않는다. 일반적인 ‘-면’ 조건

문도 이런 충분조건으로서의 필연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그 조건문들은 명령문과 

청유문, 약속문을 허용한다. 아래에서 ‘반드시’는 필연적 조건임을 나타낸다.

(23) 평서문: 비가 오지 않으면 꼭 소풍을 간다.

의문문: 비가 오지 않으면 꼭 소풍을 가냐?

  명령문: 비가 오지 않으면 꼭 소풍을 가라!

  청유문: 비가 오지 않으면 꼭 소풍을 가자.

  약속문: 비가 오지 않으면 꼭 소풍을 가마.

여기에 유일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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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서문: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만 소풍을 간다.

의문문: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만 소풍을 가냐?

명령문: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만 소풍을 가라!

청유문: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만 소풍을 가자.

약속문: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만 소풍을 가마.

 

여기서 혹시 명령문과 청유문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지 조건이 너

무 까다로와 어색함을 주는 것 같다.

이보다 더 ‘-어야’ 조건문이 명령문과 청유문과 어울리지 않게 하는 것은 후행

절이 주제이고 선행절이 주장이라는 점이다. 진위의문문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꼭 

소풍을 가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소풍을 가는 것에 대하여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하한의 충분조건인지를 묻는 것이다. 후행절은 단순히 주제일 뿐이므로 이 

부분에 행위와 관련된 서법을 두는 것은 어색한 것이다. 그리고 문장의 주장은 주

제인 후행절과 주장인 선행절 사이의 의미적 관계이므로 두 절 사이의 의미적 관

계에 명령을 가하거나 약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명령문에 적용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꼭 소풍을 가라고 말하는 것은 소풍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을 가는 것에 대하여 비가 오지 않고, 다른 조건은 없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

은 것이다.8) 이것은 매우 이상한 것이다. 비가 오지 않으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술

어에 관계없이 다른 조건이 없으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이상한 것이다. 이것이 

‘-어야’ 조건문이 명령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청유문이나 약속문도 같은 이유에서 

다른 조건이 없자고 하거나 다른 조건이 없으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다. 명령, 청유, 약속 등은 유정의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적용되는데, 조건(절의 내용)은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제-주장의 구분은 성분의문문에 잘 나타나는데 의문사구가 선행절에는 

나타날 수 있지만 후행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8) 한 논평자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우선 논평자는 후행절이 주제여서 명령이

나 청유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면 주제가 되는 것이 의문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여기서 논지는 단순히 주제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문문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후행절이 주제이므로 후

행절의 서법은 문장 전체의 서법으로 이해해야 하고 문장 전체의 서법이라면 선후행절 사이의 관

계에 대하여 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논평자는 “영희가 아프니까 철수가 시장에 

가라.”가 좋은 문장인데, 인과관계에 명령의 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논의의 논리가 맞지 않

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철수가 시장에 가”는 주제가 아니며 후행절 자체

가 명령문인 것이다. 그리고 선행절은 그 명령을 하는 이유인 것이다. 여기서의 명령은 문장 전체

에 대한 서법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과관계에 명령의 서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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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누가 와야 인호가 떠나냐?

?*철수가 와야 누가 떠나냐?

이것도 후행절이 주제여야 한다는 것을 어기는 것이다. 의문사구는 문장의 초점을 

결정하는, 그래서 주장의 중심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행절은 주제를 나타

내는 부분이어야 하므로 의문사구가 후행절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문장의 서

법이 후행절에 적용될 수 없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5. 기타 화용적 제약

앞에서 후행절의 주어가 화자인 경우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았다. 

(26) a. ??비가 와야 너를 만날까? 

b. 꼭 9시가 되어야 문을 열 거냐?

앞에서 말한 대로, 후행절은 주제에 해당하고 문장의 서법은 선행절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첫 문장의 의미는 화자가 청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가장 

일반적인 충분조건을 비가 오는 것으로 하느냐고 청자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즉, 

행동은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는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의지와 청자의 의향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이것이 (26a)가 이상한 이유이다. 반면에 (26b)는 청자가 문을 여는데, 

그 유일한 필연적 조건으로 9시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청자의 의향이냐고 묻

는 것이다. 즉, 청자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청자의 의향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이

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위의 ‘-어야’의 의미와 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

야’는 후행절을 사용하지 않고 ‘하’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야’의 조건문에서 후행절이 주제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제는 이미 ‘-어야’ 

조건문 앞에서 이미 확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13)에서 둘째 상자에 빨

간 공이 있게 되는 것은 이미 A2에서 언급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말해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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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2: 첫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으면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다.

   B1': 아니야. 첫째 상자에 검은 공이 있어야 해.

원래 ‘-어야’ 조건문에서는 선행절이 초점이 되고 후행절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다. 따라서 주제를 앞에 두거나 생략하는 구조가 생

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B1'의 문장을 ‘둘째 상자에 빨간 공이 있으

면’이라는 주제가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말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9)

6. 양보의 ‘-어야’

6.1. 양보의 두 가지 방향과 주제성

양보에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조건문에서의 양보는 

König (1986), Sweetser (1990), Declerck and Reed (2001) 등에서 지적하

였듯이 보통 척도가 관여된다. 그리고, 선행절에 대한 척도항 중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양보를 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양보의 의미이다. 이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보”라는 말 자체가 원래의 어떤 것에서 양보를 

하여 물러나도 (후행절이 성립하게)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7) A: 그가 천재라면 그 문제를 풀거야.

B: 그래. 하지만, 천재가 아니라도 수학을 좀 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어.

즉, A의 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천재라는 조건에서 천재가 아니라 수학을 웬만

큼 하는 준재나 범재로 양보하여도, 즉 조건을 완화하여도 후행절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보는 다른 방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8) A: 그가 천재라면 그 문제를 풀거야.

B: 아니야. 그가 천재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어.

9) 임칠성(1996)에서 ‘-하’가 대동사라고 주장하는 논의가 좀더 상세히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 주장이 꼭 필요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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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의 주장은 A의 말을 부정하면서, 양보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을 해

야 하는 이유는 부정을 하지 않으면 A의 발화와 B의 발화와 상충이 일어나기 때

문이다. 그러면 무엇을 양보하는 것인가? A의 말을 그가 천재가 아닌 준재 이하

이면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척

도에서 오는 함축이다.10) 이 함축을 염두에 두고 준재 이하에서 더 양보를 해서 

천재라도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양보를 

하면서 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조건으로 옮겨 가는데, 이것은 후행절

이 부정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행절이 부정인 경우에는 원래의 척도항 사이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으

로 가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문제를 푸는 것이 결과인 경우에는 그것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의 순서로 열거하면 척도항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될 것이다.

(29) 천재> 준재> 범재> 둔재

그러나 만약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결과라면 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에서부터 순서를 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29')  둔재> 범재> 준재> 천재

이 새로운 척도순서에서 준재나 범재가 아니라 천재로 조건을 바꾸는 것은 아래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조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보인 것이다. 이런 양보된 조건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양보의 의

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양보도 척도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발화자가 말

한 ‘p이면 q다’라고 하면 p가 척도 상에서 q의 결과를 가져오는 하한의 조건이라

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때 ‘-도’는 극한의 조건을 양보하는 것이다. 첫째 예에서 

문제를 푸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이 천재인 것이다. 즉, 천재 이상이면 풀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재는 하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양보를 하는 것은 천재보다 아래

로 더 내려오는 것이다. 즉, 천재 아래인 준재나 범재라도 풀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다. 둘째 예에서는 그가 준재나 범재이면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용상 준재가 문제를 풀 수 없는 최대의 조건인 것이다. 준재보다 못하

면 당연히 문제를 못 푸는 것이다. 따라서 준재는 원래의 척도순서에서는 상향 극

10) 척도함축은 Grice (1975)의 양의 격률에 근거한 함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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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문이라서 척도항들의 순서가 바뀌면서 하한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더 양보를 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조건(역순의 순에서 약

한 조건)인 천재로 양보를 한다는 것이고 양보된 조건으로 동일한 후행절이 뒤따

르면 양보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야’의 구문에 적용해보자.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보자. 

아래에서 ‘그래’라고 긍정적으로 A의 발화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양보의 문장을 

사용할 수 없다.

(30) A: 손전등을 켜야 밝아진다.

B: ??그래, 하지만 성냥을 켜{-도, -야} 밝아진다.

손전등을 켜는 것에 대응하는 대체항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1) ... > 형광등 켜다 >손전등 켜다 >초 켜다 > 성냥 켜다 >...

여기서 손전등을 켜는 것이 최소한으로 간주되는 하한이므로 양보를 하면 그보다 

낮은 초를 켜거나 성냥을 켜는 것으로 조건을 바꾸어도 같은 후행절이 성립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 양보문이 된다. 그런데, 이때는 ‘-도’를 사용하든 ‘-어야’를 

사용하든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면 문장이 이상해진다. 그 이유는 ‘-어야’의 의미에 

기인하는 것 같다.

‘-어야’의 의미에는 선행절이 조건문을 가장 강하게 하는, 즉 선행절의 대체항 

중에서 후행절을 성립하기 하는 가장 약한 하한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포

함되어 있다. ‘그래’라고 인정을 하면 발화된 조건문의 선행절이 문장을 참으로 만

드는 가장 하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즉 더 

약한 것이 선행절이 되는 것은 허용한다면 원래 문장의 의미인 더 이상 하한보다 

아래의 조건은 없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이것이 ‘-어야’의 조건문에 대하여 긍정을 

하는 양보문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이다. 즉, 원래 ‘-어야’ 문장의 의미와 양보의 

문장의 의미가 ‘-도’를 쓰던 ‘-어야’를 쓰던 의미적 상충을 일으키기 때문에 긍정

을 하고 난 후에는 양보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어야’ 조건문이 아닌 

다른 조건문이 먼저 오는 경우와 비교된다.

(30') A: 손전등을 켜면 밝아진다.

B: 그래, 하지만 성냥을 켜{-도, ??-야} 밝아진다.



‘-어야’의 의미와 서법 17

A 문장을 ‘-어야’ 대신 ‘-면’으로 바꾸면 ‘-도’를 사용하는 양보문이 허용된다. 이

것을 보면 (30)에서 ‘-도’의 양보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어야’의 의미에 기인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어야’가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으며 이것은 아래에서 다루겠다.

반면에, 만약 ‘아냐’라고 부정을 하면 손전등을 켜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 아

니라는 뜻이 되며 따라서 척도항들 중에서 그보다 낮은 척도항인 성냥을 켜는 것

으로 양보하여도 같은 결과가 가능하므로 ‘-도’를 사용하여 양보를 나타낼 수 있다.

(30'') A: 손전등을 켜야 밝아진다.

B': 아냐. 성냥을 켜{-도, ??-야} 밝아진다.

B'': 아냐. 형광등을 켜{??-도, -야} 밝아진다.

(30)과 비교하여, 이러한 양보를 위해서 A의 말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는 ‘-어야’

의 의미 상 하한 아래의 조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의 일부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만약 상위의 ‘형광등을 켜다’로 바꾸면 더 이상 양보가 아니므로 ‘-어

야’는 일반적인 조건문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B’에서 A의 말을 부정하여도 ‘-어야’를 써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야’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32) A: 천재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B: 아니야, 준재{-도, ??-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33) A: 손전등을 켜면 설명서를 읽을 수 있을 거야.

B: 아니야, 촛불을 켜{-도, ??면} 설명서를 읽을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상황에 따라 수용도가 달라지겠지만, 척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정한다. 

즉, 준재만 문제을 풀 수 있다는 것은 준재 이상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고 촛불을 켠다는 것은 그 이상의 밝게 하는 행위를 한다고 가정한

다. (32-33)을 보면, ‘-어야’ 양보문은 ‘-만’이나 ‘-면’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어야’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11)

11) 이것은 손전등을 켜는 것 이상과 촛불을 켜는 것 이상이 서로 겹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겹치

는 경우 하나를 부정하고 다시 부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다른 문장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중복적이라서 어색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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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 방향의 양보의 경우를 보자.

(34) A: 손전등을 켜야 밝아진다.

B: 아냐. 손전등을 켜{-도, -야} 밝아지지 않아.

B': 아냐. 성냥을 켜{-도, ??-야} 밝아진다.

B'': 아냐. 형광등을 켜{??-도, -야} 밝아진다.

이 예에서는 B가 A의 말을 부정하고 있다. A의 말은 손전등을 켜는 것보다 낮은 

것을 하면 밝아지지 않는다는 척도 함축을 낳는데, 손전등을 켜는 것보다 하위의 

촛불을 켜는 것과 그 이하의 것이 일어나면 후행절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촛

불을 켜는 것은 원래의 척도 순서 상에서는 상향극한(= 상한)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과절이 ‘밝아지지 않는다’이므로 척도순이 역순으로 바꾸었을 때는 하한이 되며, 

양보는 더 아래 쪽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31') ... > 성냥불 켜다 >촛불 켜다 >손전등 켜다 > 형광등 켜다 > ...

따라서 이 함축의 양보의 의미가 되려면 그보다 낮은 손전등을 켜는 것이 조건이 

되어 손전등을 켜도 밝아지지 않는다는 양보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선

행하는 발화를 B가 부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는 ‘-어야’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어야’ 연결문장이 양보의 뜻을 가지기 위하여 선행하는 문장도 ‘-어야’로 연결

될 필요는 없다. 아래 문장에서는 선행절이 ‘-면’과 연결되어 있다.

(35) A: 손전등을 켜면 밝아진다.

B: 아니야. 손전등을 켜{-도, -야} 밝아지지 않아.

이와 같이 ‘-어야’가 양보의 의미로 쓰일 때 앞 문장이 ‘-어야’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 ‘-어야’와 ‘-도’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금까

지 면밀하게 관찰했다면 알아차렸을 것이지만, ‘-어야’가 양보로 쓰이는 것은 그 

선행절이 항상 이미 앞에 나온 다른 조건문의 선행절로 제시된 것이다. (34)에서 

‘손전등을 켜야’가 가능한 것은 A의 문장에서 선행절에 ‘손전등을 켜면’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36)처럼 선행절이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 ‘-어야’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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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 좀 어둡네.

B: 손전등을 켜{-도, ??-야} 도움이 안돼.

여기서 B는 A의 말과 그 발화상황을 고려하여 A의 말을 손전등을 켜는 것보다 

하위의 어떤 행동을 하면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로 이해하

고 한 단계 더 양보하여 그보다 더 강한 행동인 손전등을 켜도 밝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어야’는 조건문의 선행절이 구체적으로 A의 

발화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어야’의 양보적 용법에 대한 이러

한 조건은 위 (30''B')와 (34B')에서처럼 새로운 선행절을 제시하는 양보의 문장

에서 ‘-도’는 사용되지만 ‘-어야’는 사용되지 않는 것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 보면 ‘-어야’가 양보문의 연결어미로 사용될 때는 선행

절이 주제가 된다. 또한 ‘-어야’ (양보) 조건문에 쓰이는 경우에 결과절도 주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주제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 그

런데, 선행절 주제는 앞에서 실제로 언급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향적(echoic) 주제라고 부르겠다. 반향적 주제는 변화의 여지가 없다. 반면, 후

행절 주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긍정/부정에 대해서는 중립적 주제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을 택하므로써 새로운 주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

행하는 조건문 ‘p-면 q-다’에서 p가 반향적 주제이면 그에 대하여 후행절 q가 어

떤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하는데, 결국 앞의 조건문의 후행절과 다른 얘기, 즉 q를 

부정하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목표가 되는 결과가 아닌 반대 결과이므로 역시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자주 사용될 것이다.12)

(37) A: p-이면, q-다.

B: (아니야) p-어야, q-아니다.

이런 점에서 ‘-어야’가 양보로 쓰이는 경우는 선행절이든지 후행절이든지 항상 앞

에서 주어진 조건문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2) 한 논평자는 (37)에서 A의 발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바람 부는 날, 선행 발화로 

“우산을 쓰면 좋을 텐데”와 같은 것이 없어도 “이런 날은 우산을 써 봐야 전혀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것은 주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된다. 주제는 주어짐(givenness)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어졌다는 것이 반드시 발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말하

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즉, 우산을 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잠재적으로 비가 오니까 우산

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그런 가정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화자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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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양보 해석의 조건

조건문에서는 ‘p-어야, q-다’라고 하면 p가 하한으로 이해되는데, 양보문에서는 

역전된 척도 상에서 하한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의 의미와 양보의 의

미는 척도항들의 순위가 정상적인 순위에 입각한 것인지 역전된 것에 의한 것인지

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4)의 첫 담화을 다시 보자.

(34') A: 손전등을 켜야 밝아진다.

B: 아니야. 손전등을 켜{-도, -야} 밝아지지 않아.

여기서 B가 발화를 하면서 머리 속에 두고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38) 손전등을 켜는 것보다 덜한 것을 하면 밝아지지 않는다.

이로부터 (31')에 근거하여 양보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39) 손전등을 켜야 밝아지지 않는다.

성냥불을 켜도 밝아지지 않고, 촛불을 켜도 밝아지지 않고, 손전등을 켜도 밝아지

지 않으므로 (31')의 척도에 근거해서 (14')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된다. 단지 이 

결과는 후행절이 부정이 되면서 척도항들 사이의 척도관계가 역으로 뒤바뀐 것 뿐

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다른 조건문과 동일해야 하는데, 우리는 양보로 이

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어둡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에는 (31')의 척도

를 가지고 있으며 정말로 일반적인 조건문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빛은 필요하지만 밖으로 빛이 새어 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어둡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40) 촛불을 켜야 어둡지.

이 상황에서는 척도항들의 순서는 (31')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춧불을 켜는 것이 

어둡게 하기 위한 개연성의 측면에서의 정상적인 조건문의 해석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건문 해석과 양보문 해석의 차이는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척도

의 순서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기대되는 결과의 차이인 것이다. 그래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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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0)을 비교하면 (39)는 기대되는 효과가 밝아지는 것이고 (40)은 기대되는 효

과가 어둡게 하는 것이다. 이 기대되는 효과는 ‘-어야’ 문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문장 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문장에 주제와 관련이 있

다. 주제가 되는 것은 조건문의 후행절과 양보문의 선행절이다. 그런데, 조건문의 

주제가 되는 후행절은 기대되는 효과와 관계가 있지만, 양보문의 선행절은 기대되

는 효과가 아니라 기대되는 효과의 반대가 되는 조건이다. 이것은 조건문의 주제

가 전체 상황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고 양보문은 그 

내에서 임시적 혹은 보조적인 주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41) A: 설명서를 읽어야 하는데, 너무 어둡다. 손전등을 켜자.

B: 손전등을 켜야 어두워. 형광등을 켜야 읽을 수 있지.

여기서 B의 담화는 두 개의 ‘-어야’ 연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문장은 양보

문이고 둘째 문장은 조건문이다. 두 대화가 전체적으로는 설명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게 하는 것이 주제이고 A의 말에 대한 대꾸로서 B의 첫 문장에서 일시

적으로 손전등을 켜는 것을 주제로 말하고 있지만 다시 전체 담화의 주제인 설명

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게 하는 것으로 되돌아 가면서 ‘-어야’ 조건문을 사용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주제가 기대되는 결과를 정하는 것

이다. ‘-어야’ 구분의 선행절은 항상 후행절의 내용을 야기하는 하한을 형성하는

데, 후행절의 내용이 담화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야기하면 조건문으로 기대되는 결

과의 반대의 결과를 야기하면 양보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임칠성(1996)은 ‘-어야’ 조건문이 선행절 상황을 통해 어떤 바램의 성취를 원하

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야’로 연결되는 조건문이 꼭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42) a. 일부러 망가뜨려야 고장나. 그냥 사용만 하면 계속 쓸 수 있어.

b. 누군가 건드려야 쓰러져.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전해.

그런데, 이러한 예들에 대한 양보문을 구성해보면 오히려 조건문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조건문과 양보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단지 기대하

는 결과가 오히려 상식적인 것과 일치하므로 일반 조건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43) a. 얌전히 써야 반영구적으로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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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드리지 않아야 안전하지.

이것은 ‘-어야’가 양보문으로 쓰일 때는 더욱 상황적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적 정보에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혹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어야’가 양보에 쓰이는 경우에도 의미적으로는 일반 조건문과 동일한 것은 

‘-어야’는 항상 조건문의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건문은 양보의 의

미가 있든 없든 조건문인 것이다. 반면에 ‘-도’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조건

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 차이는 단순히 각 형태소의 쓰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 일반 조건과 양보 조건을 모두 나타내는 다른 

형태소가 있는 것 같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어야’는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어야’ 조건문의 의미를 정의하고 이와 더불어 화용적인 조건으

로서 후행절이 주제가 됨을 설명하였다. 이것들이 기본적인 제약으로 존재하고 나

머지 다른 특성들은 모두 이 두 가지에 근거하여 설명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어서 ‘-어야’가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 조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제약 상에 큰 차이가 없고 이것은 의미 해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기대되는 결과가 다른 것 뿐이다. 기대되는 결과는 일반 조건문으로 

사용된다면 후행절에 나타날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

우 후행절은 임시적인 주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임시 주제를 중심으로 볼 때 

일반적인 척도항 순서에 반대되는 척도항의 순서에 의하여 ‘-어야’ 문장을 사용한 

것이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에서 조건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관찰적인 기술만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와 같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그들의 제약을 야기하는 근원이 같지 않기 때

문에 이들을 겉으로 관찰되는 것만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든’은 명제적인 것보다는 행위와 관련된 명령, 청유, 약속 등의 서

법과 잘 어울리지만, ‘-어야’와 ‘-길래’는 오히려 이들 서법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 ‘-거든’에 대하여는 Yeom (2005) 참조. 그러면 이 셋이 어떤 공통된 특징의 

반대 특성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거든’의 서법 상의 제

약은 그 연결어미가 지각 혹은 화자 혹은 청자의 인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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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도 마찬가지로 지각 혹은 인지와 관계가 있으나 ‘-거든’은 조건의 의미가 있고 

‘-길래’는 조건의 의미가 없고 이 차이에서 서법 상의 차이가 생긴다. ‘-길래’에 대

하여는 염재일(2012) 참조. 그러나 ‘-어야’에 대한 서법상의 제약은 이와는 관계

가 없음을 보았다. 이런 점에서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개별 어미들의 특성을 면

밀히 살피고 설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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