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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매‘ 

‘관계자 외 출입긍지’(Authorized Perscun리 Q괴y)는 ‘관계자 외에는 모든 

사람의 출업을 긍지한다와 같은 표현으로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무 관 

련자민 출입할 수 었음을 의미한다 

융재학-(:illJ: 139-154)에서는 ‘철수 외에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와 같은 

예를 들면서 일반싱(gerer.머ity)을 유지하려는 경호t은 인간이 지니는 인식 

론의 중요한 특정으로7 힌국어 중의 ‘ 외에’는 일부의 개체를 제외시킨 후 

일반화 시카는 가능이 었융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문장을 ‘제외구문’이라 

하였다 

‘일부의 개체를 제외시킨 후 일반화시카다가 의미하는 것은 개체 저1외 

는 일반화를 위한 조건으로 되며， 또 제외되는 대상파 일반화되는 대상은 

* 중국 냥갱사범대학교이AN]lNG N뻐매L UNIV많lSπYI 힌국어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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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래 하나의 범위에 속함을 말한다 이외에도 저1외구문에서 화자의 서술 

초점은 일반화 표현에 였으며 엘반화 표현에 꼭 펼요한 절차로 특정 개체 

를 제외시카고 있는데 이로써 개체 제외는 일반화를 위한 조건으로 됨을 

의미힌다 그리고 ‘개체 제외’ 및 ‘일반화’ 퉁 의미 표현에 중요한 가능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외에’이며 ‘외에’가 생략되면 그 어떤 의미도 나타낼 

수없음을암수였다 

하지만 ‘외’ 관련 말붕치를 고찰해 보면 하나의 범위를 전제로 특정 개 

체가 범위어써 제외될 때 화자의 서술은 일반화 표현 하내1만 그치는 것 

이 아니며 또 유사한 의미 표현에 ‘외’ 하나의 형식만 사용되는 것도 아닝 

을 알 수 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자에 의해 제외되는 대상파 화자의 

서술 대싱1이 하나의 범위를 구성하면서 화-;z}가 특정한 형식적 표지를 사 

용하여 개체 제외를 조건으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나태내는 것을 

모두 ‘제외구문이라 하고 그 형식적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U ‘제외구문’의 정의 

〈설문해*에서는 밖을 ‘外， 遠m ’라 하셨는데 ‘外’는 ‘바깥 외’， ‘遠’은 

‘멸 왼’으로 ‘밖이란 일정한 공간직 장소를 중심으로 멸리 떨어진 지역을 

가리킨다 ‘안팎공간파 울체의 。1통으로 볼 때 외부에서 내부로의 이통은 

‘들어오다로 내부어써 외부로의 이통은 ‘나가다’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사 

물의 이통파 공간 포항관계로부터 우리는 특정 벙위에 속하는 대상은 ‘안’ 

의 영역에 포함되고 특정 범위에서 제거되는 대상은 ‘안’의 영역으로부터 

제외됨을 암 수 였다 ‘따로 떼어 내어 한데 허1。벼지 않음’의 뜻을 나타 

내는 ‘제외(除外)’는 특정 대상을 벙위에서 제거하는 것으로7 흔히 ‘ 에서’， 

‘ 을’ 퉁 조사가 통반되는데 ‘ 을 제외하다는 제거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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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제외하다는 제거되는 대상이 왼래 포함되어 었는 범위를 가리킨다 

제외구문은 화자에 의해 제외되는 대상파 그것이 범위에서 제외됨을 

밝혀주는 형식적 표지， 그리고 화자 서술의 초점으로 되는 제외된 나머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고는 서술의 편의상 화자에 의해 제외되는 대상은 

‘제외향으로， 특정 대상이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하는 형식적 표지 

는 ‘저1외 표지새로 서술의 초점으로 되는 나머지 부분은 ‘논의향으로 칭 

힌다 이틀은 흔히 ‘제외항+제외 표지사+논의향의 순으로 쓰이며 제외 표 

지사는 반드시 제외항 뒤에 위치힌다 

이외에도 제외되는 대상은 범위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구정보의 성질을 

띠는 반연 남"r 었는 대상은 화자의 서술 대상으로 되어 제외 관련 다양 

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정보의 성질을 띤다 제외항 뒤에 쓰여 특 

정 대상이 범위어써 제거됨을 뜻하는 제외 표지새)는 [+이통성1， [ 포항 

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새제외하다 말다 빼다 내놓다)， 병새외， 이 

외2))가 특정한 어미( 고， 연， -(으)L) 및 조사{ 에)와 결합되어 이루어지 

는데 이들은 제외구면써 제외항파 논의항의 의미적인 연결 기능을 담 

당한다3) 

1) 최규련(2(ffi 163-187)에서는 ‘제외’를 공간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밖"iV외 

에말꾀거]외하꾀빼고 ’ 등을 제외 표"'1λ바 하였다 온고는 ‘거]외가 공간 개념 

을 기초로 응}는 범위의 의미가 전지띤 것으로 온다 

2) 탄어 용사 사전뜻풀이 

거1외하다 통사 따로 띠어 내어 한더l 헤아리지 아니하다 

말다 통사 ‘말고’항로 영사의 단독형에 쓰oj ‘아니고’의 뜻을 나타냉 

빼다 통사 전제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 

내놓다 통사 일청한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버리다 

01외 명사 일청한 벙위나 한도의 밖 

의존영사 일청한 벙위나 한계를 벗어남 

3) 구체작으로 ‘ 고)는 전체 범위를 상대로 제외항과 논의항의 시공간작인 순차관계를， 
‘←연은 조건이나 가정의 뜻을， 관형사형 어미 니으)L’는 한쟁의 뜻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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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논의항의 제외 관련 의미에 대한 강조로 제외 표지사 뒤에 

‘ 에， 도1 는’ 퉁 조사가 쓰이기도 하며 특정 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으로 되는 논의항은 흔히 수량 관련 의미를 내포하고 았는 것이 특정적인 

데 이를테면 [+빠짐 없음]을 강조하는 ‘모두， 다 모든’， [+추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더 또’，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밖에’， 。1외에 특정한 조사 

와 호용하여 [+전칭]의 의미를 나태내는 ‘。F무， 어디， 누구’와 같은 부정사 

가 쓰이는 것이 특정적이다 

m 제외구문의 형식적 특성 

제외구문은 제외항파 논의항의 호옹관계의 특생에 의해 완전한 형식의 

제외구문파 불완전한 형식의 저1외구문으로 나눌 수 있다 

l 완전한 형식 

완전한 형식의 제외구문은 제외 표지사를 중심으로 제외항파 논의행1 

긴멸하게 호용하는 것을 가리카는데 논의항의 전저년 되는 제외항은 호 

옹관계의 이끄는 요소로 통솔적인 위치에 였다면 논의항은 끌리는 요소 

로 호옹관계의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다 

제외항파 논의항의 호옹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구조직 측면어써 하나의 범위를 전제로 제외항파 논의항이 저1외 

표지사에 의해 전후 호용하는 구조는 전체가 부운으로 나누어지고 또 부 

분의 결합으로 전체가 이루어지는 논리적 관계를 보여준다 

둘째 정보직 측면에서 제외 표지사를 중심으로 제외항이 논의항에 선 

행하는 구조는 ‘구정보←씬정보’의 형식으로 가장 정석적인 정보전달 방 



한국어 제외구문 연구 211 

식으로 되며 청자에게도 가장 쉬운 정보처리 방식으로 된다 

셋째 화용적 측면에서 논의항 서술은 제외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 

라서 범위 전체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였다 。1외에도 제외 표지사는 

제외항에 대한 제외의 뜻파 함께 논의항의 신정보를 암시하기 때문에 청 

자의 주의를 환기시카는 작용을 힌다 

2 불완전한 형식 

불완전한 형식은 완전한 형식의 의도적인 파파로 화지는 서술의 간결 

성파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및 서술내용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형식 

의 의도적인 파피를 꾀하게 된다 불완전한 형식에는 제외항 함축파 논의 

항 생략01 포함되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문맥에서 완전한 제외구문으로 

복왼될 가능성을 가지고 였다 

1) 제외항 힘축 

〈그림 •> 제외항 항축(괄호인 제외항) 

개외항 al 

논의 항 a2 , a3. a 'l 

주i 채 범위 A - al+a 2 +a3+a4 

’검우1 포항판 껴1 : A ::J a l. a2. a3. a4 
서술수당 A ( "1 저l외 ) 

제외항 함축은 ‘A(al제외)’의 형식으로 제외호1이 문창 구조에 함축적으 

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l어써 보다시피 화자는 논의항 a2, a3, 

a4를 서술힘에 있어서 전체 벙위 A를 문장구조에 퉁장시카고 논의항의 

전제로 되는 제외항은 괄호 안의 보충설명으로 처리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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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제외)’는 ‘al를 제외한 A’에 비해 구조적으로 훨씬 간결하고 정연 

할 뿐만 아니라 형식의 파피를 통한 서술 내용에 대한 강조로 화용적 효 

파도 ‘A(al제외)>al를 제외한 A’로 불완전한 형식이 완전한 평식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형식은 전체 범위를 나 

타내는 어휘가 앞에 오기 때문에 전체의 한 부분인 논의호에1 대한 화자의 

서술이 청7}에게는 마치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서술로 。1해되는 것 

이다 

(1) 가 a 이와 함께 산선진갈E흐웰젠왼j과 가벼운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까지 보험혜택이 주어진다{조선일보 2001l 

h 이와 함께 촉을핀들젠완한 산전진찰파 가벼운 과실에 의한 교통 

사고까지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나 이콩학 분얘의약학 제외)의 lì개 선콩 중 MIT가 14개 선콩분。t에 

서 l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송총한， 찌æ) 

다 롯데는 본정 및 수도권 선정(안양 · 인천 · 노완정 제외)어뻐 4월 1-

6일 유명 신사복 춘하 챙장 기획상품을 쟁상카보다 5)-60% ...... (한 

겨레신문， 2α 3) 

(1가머는 제외항 함축 불완전한 형식의 제외구문이고 (1가b)는 완전한 

형식으로 복왼시킨 제외구문인더11(1가머는 ‘특정 항목이 배제된 산전진찰 

로 거의 모든 산전진찰파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1가b)는 ‘초음파를 제 

외한’의 수식에 의해 한정적인 ‘산전진찰의 의미를 나타낸다 (1나)의 ‘의 

약략은 통상 ‘이공학 분얘에 포함되지만 화자의 논의 범위에는 들지 않 

기 때문에 화자는 논의항을 일일이 열거하는 번거로융을 덜기 위해 제외 

항 함축으로 서술의 간결성을 도모하고 였다 (1다)의 ‘안양 인천， 노왼1은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화자의 서술내용어써는 제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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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항 함축은 ‘수도권 전체라고 해도 좋을만큼’의 의미로 청자에게 전달 

된다 

제외항 힘축파 대조적인 것으로 ‘A(al포항)’파 같은 포항항의 괄호 안 

강조를 틀 수 았는데 이틀은 괄호 밖의 A가 범위 전체로 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하지만 제외항의 괄호 안 용법은 내용의 정확싱을 위해 

펼요한 보충설명으로 된다연 포항항의 괄호 안 강조는 전체에 이미 포항 

된 개별 대상에 대한 재설명으로 구별성을 보인다 

〈그림 2> 포항항의 괄호인 강조 

범위 포항란게 A 그 3 1. 3 2. a :J . a 4 

전처| 범위 A ~ "1 十 a ?' +rt3 +3 4 

시술 대생 :A 

서술 수딘 A(al 포힘) 

(2) 가 신한카드는 출범 기념으로 회완이 매달 3, 6, !J(끝잔린」폭환)가 들어 

간 닐에 모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연 f 당 100완을 현긍 할인 

하고 (동아일보 찌æ) 

나 인형극을 보고、 강완도렵 화목원에도 들른다 어른 3만완 어린이 z 
맏/J(X)완(골옆괄랄흐폭활)(한겨레신문새 20(3) 

다 환경활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E운 데 자녀들의 지지가 중요얄료 

관렌운폰활)하다는 웅답자는 'J1 .6% 남면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이 

보다 많은 65.8"/0로 나타났으며 (문수흥， 찌01l 

(2개의 ‘매달 3, 6, 9가 틀어간 날은 청자에 따라 ‘13, 16, 19, 23, 26, 정 
를 제외할 소지가 였으므로 화자는 특별히 ‘끝자리 포향이라 밝혀 이해 

의 흔통을 방지하고 였으며 (2나)에서 화지는 포항항 강조에 의해 ‘공연관 

람료’가 이미 포함되었융을 다시 한 번 청자에게 확인시카고 였다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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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하다는 정도의 강약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화자는 부통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괄호 인에 제시하는 것으로 청자의 이해에 도옴을 주고 

었다 

포함항 필호 안 강조는 이외에도 상위어에 포함되는 주변성이 강한 하 

위어의 포항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쓰인다 

(3) 가 통양에서는 그러니까 λ}살적 열잔죠슴N위인선 포힘)， 시속적 소설 

상상적 전기 소설의 전통이 있었고 이야기 자료로서 의 설화 (이 

상섭， 1972) 

나 인도 사람들은 왜 음식에 양념을 많이 넣는가? 앞넙(향료포함)을 한 

음식은 꽤 맛있으므로、 8억 5천만의 인도국민들이 음식에 양념을 많 

이 넣는대Voo야læs 저， 박병숙 역， 1994) 

(γb의 ‘위인전’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랑의 엽적파 삶을 작은 글이나 

잭을 가리카고 ‘역사소설’은 역사직인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을 

가리카는데 이들은 인물 소재와 파거에 대한 서술로 공통성을 보인다 하 

지만 ‘위인전’은 사실적인 서술로 특정적이라면 ‘역사소설1은 허구성이 가 

미될 수 있는 것으로 재1를 보이기 때문에 화지는 서술의 편의상 ‘위인 

전’을‘역사소설’의 범주에 포함시카연서 ‘사질적’이란수식어와함께 포함 

관계를 밝혀 주고 였다 (3나)의 ‘양념’은 음식의 맛을 돋우기 위해 쓰는 

재료로 기름， 깨소긍， 파 마늘， 간장， 된정; 소긍， 설탕 같은 것을 가리카지 

만 ‘향료’는 향기를 내기 위해 식품이나 회죠탬 따위에 넣는 물질로 이들 

은 사용 목적어써 :'\}O l를 보인다 하지만 화자는 식품의 맛을 돋우기 위 

해 때로는 향료를 넣는 경우를 고려해 향료도 양념에 일괄 포항시켰으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인에 포항항을 보여주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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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놈의항생략 

논의항 생략은 ‘그 외에 더 었음’의 뜻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미적 

약속이 되어 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흔히 ‘N+외’의 형식으로 다수의 저 

자나 저서의 소개에 쓰인다 이때 N는 대표싱， 인지성이 높은 것이 특정 

적이며 생략되는 것은 인지도가 낮은 것이어서 논의항 생략은 화자 서술 

의 간결성을 도모하고 중점을 뚜렷하게 부각시킨다 

(4) 가 〈당산에게 오늘 행복이라는 펀지를 씁니다>， 박힘 왼(좋은생각 

편집부， 1!B9) 

나 더 δ얄리 잘 배울 수 있는 학습법에 관해 〈학습혁병>(고든드라이든 

외 지응 해냄 펴냄)이란 잭어써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이대좋 

은생각 펀집부 1!B9) 

다 삶의 지혜 시리즈 베르나르 보두앵 왼 염융(동아일보 찌æ) 

(4가~다)와 같이 N외(지읍f엮음/옳김)’은 저자나 펀자 또는 역자가 결 

코 한 사람이 아니며 그 외에 더 었융을 의미한다 

논의항 생략 역사 완전한 제외구문으로 복왼시컬 수 었는데 이를테면 

생략된 저자 또는 저서를 일엽이 열거하거나 (5가~다)와 같이 수량 또는 

양화사로 생략된 논의항을 총필승운 방법이다 

(5) 가 지식의 최선선 서1상을 연화시키는 더 새롭고 창조적인 벨상 깅호기 

왼 52인 콩통집펼(동아일보、 2(X)2) 

나 수상작품은 「대숲헤 사는 바람」 완 2판 시상식은 8월 26일 오후 6 

시 %분 출판문화회관 대강딩에서 갖는다{조선일보샤 1!B2) 

다 저서 〈링컨의 일생역사의 언덕한극청년에게 고함사람 

은 무엇으로 사는가〉 완 다수(중잉엘보 J&p,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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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제외구문의 의미적 특성 

‘제외’는 일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개별 대상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는데 

제외되는 대상은 흔히 크기， 수량， 성질， 인지도 퉁에서 남"r 었는 대상파 

다른 특정을 보인다 즉 제외되는 대상은 크기가 작거나 수량이 적고 성 

질이 특수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대상인 반연 님"r 있는 대상 

은 흔히 크기가 크거나 수량이 많고 일반성을 띠거나 또는 사람들이 잘 

모르논 대싱1이라는 점이다 따'*서 제외항을 전제로 논의항어μ1 어떤 의 

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제외구문의 의미가 결정되는데 본고에서는 제외 

구문을 ‘추가생 제외구문’ ‘일반성 제외구문’ ‘유결성 제외구문 ‘한정성 

제외구문’， ‘비교성 제외구문’ 퉁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대표 1, 그림 

3) 

〈표 •> 제외구문의 유형 

유형 논의항의 의미 유표척인 성분 
서술 

형식 

추가성 
화자가 챙자 기존 범위에로 대상을 

도，더，도 
추가보충 

일반성 
특수를 나타내는 대상을 제외하고 

전부，모두， 모든 다 
긍챙 

일반성을강조 

비교성 특청 대상을 비교에서 제외 가장，거1일 

유일성 
전지] 벙위가 제외항으로 유일항을 

부쟁극어 
나타냉 부청， 

한챙성 
논의 항의 한챙성 에서 오는 화자의 

밖에 
반문 

기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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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외항 관련 논의항 의미 
A 전체 맹위 a1 저|외항 3 2. a 3 . a4 논의헛 

똥듀항추기 논의 항 일반성 논의양 비존재 

→ι 

( A / 
"~-\ 

、 .1-/ 

a1 

@ 

논의항 한정성 

l 추가성 제외구문 

\ 

. 

논의 항 u] ii!.성 

추가성 제외구문은 특정 벙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청자가 알고 었는 a1 

뿐만 아니라 02, a3, a4도 였융을 의미하며 이로써 청자가 알고 었는 특정 

대상들의 벙위는 통류항 추가에 의해 진일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추 

가성 제외구문은 보조사 ‘ 도 까지’， 부사 ‘또 더’ 퉁을 유표직인 성분으 
로 한다 이외에도 추가대상은 직접 냐엽되거나 구체적인 수량 또는 %벅 

사로 나타나기도 하며 추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보조사 ‘ 도’가 저1외 

표지사 뒤에 덧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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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파목도 영어 왼벤 일어， 중극어까지 확대한대한겨례신문; 2(X)2) 

나 우리가 들어온 통로를겐완한고 3개가 더 있어(신숭연 2(XB 껑4) 

다 돈을 버는 사람이 어머니 말고 또 있다{깅숭곤; 1!B2: l)[) 

라 서울대 규장각 팔곤도 서울시 대평로 성암고서박물관 연세대， 고려 

대 퉁에 있는 고문헌을 조사할 예쟁이다{조선일보， 2002) 

마 상장지수펀드는 인댁스펀드의 고유한 특생 왼멘도 여라 가지 유익 

한 점이 많다{조선일보、 2(X)2) 

바 계몽운통가틀은 이런 교육운통 말고도 식산흥업을 위한 살업운통도 

벌였대역사학연구소 찌()3: 95) 

이외에도 통류항 추가의 뜻을 나타내는 제외구문이 반문의 의문문으로 

쓰이연 논의항 비존재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7) 가 a 이런 어려운 일을 이만큼 파헤칠 자가 귀하 빼고 뚱 영단 

h 이런어려운일을이만큼파헤칠자가귀하빼고똑영챙는낸장 

경， 200'> 309) 

나 a 최고 권력에 합당한 지위라는 것이 황제를 제외하고 더 있다 

b 최고 권력에 합당한 지위라는 것이 황저1를 제외하고 더 있겠는가 

(다물량， 찌rJ7: 1'B) 

(7가~나a)는 통류항 추가의 뜻을 나타내는 반면 (7가~니b)는 빈문의 

의문문으로 논의항 비존재의 뜻을 나타내고 였다 

때로는 제외 표지사를 중심으로 추가 병렬되는 대상이 중요도의 순서 

적 왼리를 체현하기도 하는데 제외 표지사에 선행하는 것은 인지도가 높 

고 대표적인 것， 후행하는 것은 인지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으로 ‘퉁’， ‘여랴’ 퉁에 의해 요약되기도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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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다양한 갈래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학쩌 뼈 2종 왼렌 8종， 10종설 

퉁 여라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대고려대대학극어펀잔살 1994) 

나 산제의 벨달이 저해되는 경우를 후천성 기형이라고 합니다 위어서 

말한 페닐커톤뇨중 외에도 젖당을 소화시캐 못하받 갈락토세미 

애 구리를 소화시키지 못õ}는 윌슨병 둥이 있는데 (이은희， 2(X)2) 

(8개어써 저1외 표지사에 선행하는 ‘2종설’은 화자에 의해 양어써 상세 

하게 설명되었던 것 또는 많은 학지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인지도가 높고 

이로써 구정보의 성질을 띤다 반면 제외 표지사 ‘외에’에 후행하는 8종 

설’ ‘10종설’은 ‘2종설’에 비해 주장하는 학자틀01 작거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호}자어1 의해 부차적으로 설명되고 였다 (8나)에서 화자는 ‘후천성 

기형’에 속하는 병틀을 소개하고 있는데 페닐케톤뇨중’은 보펀성 또는 전 

형성을 띠는 것으로 화자에 의해 앞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던 병이며 이 

로써 구정보의 성질을 띤다 반면 ‘외에도 뒤에 오는 ‘갈락토세미애 ‘윌 

슨병’은 전형성이 약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화자는 다만 이들을 간 

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고 였다 

2 일반성 제외구문 

일반성 제외구문은 특수성을 띠는 대상을 제외함으로써 범위에 남아 

었는 대상들의 일반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제외되는 대상은 흔히 작거나 

적거나 한 것으로 특정적이다 대상에 대한 총팔을 나타내는 ‘모두/모든/ 

다 ’퉁 부사와 관형사는 일반성 제외구문의 유표직인 성분으로 된다 

(9) 가 홍익대는 9개 단과대 중경영대 l곳을젠완한모든단과대수석좋업 

을 여학생이 차지했다(조선일보、 2001l 



220 국어교육연구 저1126 집 

나 “이변 주 언제 괜찮으세요? 저는 수요얄 목요일말」팬멸 다 좋은데 

요"(한강 2(X)2) 

다 이변 재 보선의 13곳 선거구 중 호남 두 곳윷젠완한곤는 모두 패배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었다{중OJ'닐보 찌æ) 

(9가)에서 화cÂr 서술의 중점은 여학생의 수삭졸업으로7 실제 범위는 전 

체 9개 단파대어써 경영대 한 곳을 제외한 8개로 된다 하지만 화7운 숫 

자 대신 일반성 저1외구문을 사용함으로써 거의 모든 단파대’란 의미로 

강조적 의미를 나타내며 이로써 여대생 수석졸업의 비중을 극대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9나)어써 화지는 한주일이란 시간적 범위어써 수， 목을 

제외한 윌 화， 긍， 토， 일이 다 좋음을 의미하는데 부사 ‘다에 의해 사실 

자유로운 시간이 훨씬 많음을 강조하면서 서술의 간결성을 도모하고 였 

다 (9다)에서 화자는 ‘차참한 패배’를 강조하기 위해 유독 송리할 가능성 

이 높은 지역을 범위어써 저꺼함으로써 패배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보 

여주고 있다 (9가~다)의 9개 단파대’， ‘이번 주(7일)’， ‘ 13곳’은 각기 전체 

범위로 되며 ‘경영대’， ‘수요엘파 목요일’， ‘두 곳’은 제외항으로， 나머지 부 

분인 째’， ‘5일’， ‘ 11곳’은 논의항으로 되는데 화자는 구체적인 숫자 대신 

‘모든’ ‘다 ‘모두’ 퉁 대상을 총괄승F는 관형사와 부사를 싸용함으로써 논 

의항의 비중을 극대화하고 었다 

아래의 예는 일반성 제외구문의 유표적인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논의항의 크기가 제외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10) 가 주위는 총총한 별빛을멘곤 나연 칠흑 같은 어둥이었다{윌리엄 골 

팅， 찌% 영7) 

나 크리스마스와 독립기념일과 내 생일만 뺀곤 날마다 글을 쓴다{배 

상문， 찌æ: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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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개에서 화자 서술의 초점은 ‘어둠’에 었는데 화자는 ‘별빛’을 제외함 

으로써 ‘칠흙’으로 어둠의 의미를 강조하고 였다 (10나)에서 화자가 글을 

쓰는 날은 1년 표일에서 유독 3일 즉 ‘크리스마스’， ‘독립기념일’， ‘내 생일’ 

을 제외한 2/32일로 되는데 화자는 날마다란 표현을 쓰기 위해 부득불 특 

수한 날을 제외시카고 였다 

3 유일성 제외구문 

유일성 제외구문은 논의항에 포함되는 대상이 없고 전체 범위는 저1외 

항으로 유일함을 의미한다 최소 양화사나 부정극어4)는 유일성 제외구문 

의 유표직인 성분으로 되며 흔히 부정의 서술이 호용하고 유일성의 의미 

를 강조하기 위해 제외 표지사 뒤에 ‘ 는’이 덧쓰이기도 한다 

유일성 제외구문은 논의항에 상위어 또는 전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 

휘가 쓰이는 것이 특정적이며 제외항파 논의항의 어휘는 상하위적인 의 

미적 포항관계를 나타낸다 

(11) 가 바쁜 웅-사일 때문에 잠깐씩 다녀가시는 엄마 왼웰 나틀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좋은생각 연집부， 1!Jg)) 

나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는 노약자석 외엔 자리가 없었대좋은생각 편 

집부; 찌00) 

4) 부쟁극어(Negative P，이arity ltems: NPD는 부쟁자질을 가지고 있는 극캉어로 통사작 
부쟁어 인’이나 ‘봇’ 등에 의해 그 자질이 허가되는 것으로 ‘아무도 아무 것E등이 

대표작인 여1들이다 강C영화Q됐)에서는 부쟁 극성어란 부쟁 요소가 나태}는 문장 

에서 부쟁 요소에 의해 부쟁의 쟁도를 극단작으로 표현õ}는 어휘나 구라 하였으며 

‘。w→맹사구+도 ‘(하내한+맹사구)，도’는 통칭 부쟁 극성어라 하였다 이환묵(lfBZ 

S\H19)어써는 특칭양화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F무가‘←도)와 통함되어 ‘본래극어’가 

아닌 ‘파생극어’로 부쟁극어를 형성하면서 전청작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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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저씨에게 털보 완렌 다론 이름은 선혀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았습 

'-1대곽재구; 1!B2) 

라 울고기 왼렌 흔한 게 없는 몰디브l좋은생각 편집부" 1!m) 

마 통생 왼렌 아무도 다희를 영7、}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대유기 

성， 1934) 

바 글을 읽는 것 왼엔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이문딸 1989) 

샤 사실은 내가 특별히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6에 

츠뜯 거의 。}우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대최재전 2이 3) 

아 세계의 우편제계망은 마<l l되어， 이 편지를 벨송등뜯 일 인왼엔늘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대VCXJr따S 저， 박병숙 역， 1934) 

(ll가~다)는 ‘사람그엄마， ‘자리그노약자삭’， ‘이름그탤보’로 상하위적 

인 포항관계를 이루고 였으며 (ll라~배는 ‘것(사울)그물고기’， ‘。냄{사 

람)그통생’， ‘일그글 읽기’로 논의항은 의존명사 또는 전칭의 의미를 나타 

내는 어휘가 쓰여 포함F는 면이 더 넓고 추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1외 

(ll다 배는 제외항의 통류항으로 논의항에 포함되는 대상이 없융을 강 

조하기 위해 관형사 ‘다른’， 부사 ‘달리’ 로 통류항 정보를 나태내고 (ll 

사~애는 제외 표지사 뒤에 ‘ 는’이 덧붙어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였 

다 

유일성 제외구문은 이외에도 부정의 서술 대신 빈문의 의문문으로 논 

의항에 포함되는 대상01 없융을 보여 주기도 한다 

(12) 가 a “선배가 불렀는데 대엽이 없어? 

“여II? 저 말인가요? 

“그럼， 여기 너 뺀곤 누가 더 있어?"(카르o}이， 때9 껑5) 

b “선배가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예? 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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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 너 뺀곤 누구도 없어 ” 

나 a 제 주연에 어르신을 젠왼한고 누가 더 있습니까?(커완후이， '2fJJ7 

앉'6) 

b 제 주변에 어르신을 젠왼한교 누구도 없습니다 

(12가~나머에서 긍정을 부정으로7 개체를 전칭으로7 의문문을 서술문 

으로 바꾸면 유일성을 나타내는 제외구문 (12가~니b)가 된다 

유일성 제외구문은 유밀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오직’， ‘ 만5)에 비해 훨 

씬 우회적인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오직 얀은 존재항의 

유일성으로 자매항의 비존재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연 유일성 제외구문 

은 자매항의 비존재로 존재항의 유영성을 나타낸다 

(녕) 가 a 잭 외에는 션문검도움판 

b 오직캘말정단 

나 a 바람파 물결 말고는 아무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b 바람파물결만보았다 

(l2가~나머는 ‘잭’， ‘바랑파 울결’ 퉁 존재항을 강조하기 위해 존재항 밖 

의 가능한 대상 전체를 부정하는 반연 (l2가~나b)는 서술의 초점을 직접 

존재항에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통류항 관련 정보가 빠져 었는 것으로 강 

조적 의미가 약하게 나타난다 즉 (13나a)는 ‘본 것’파 ‘보지 못한 것’ 두 가 

5) ‘말고’의 의미기능에 대해 이세영(2001: 65)에서는 너말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얘， ‘울 

말고 아무 것도 역지 D써요’거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말얘’처럼 알고’가 부 

쟁형과 통반되어 쓰이고 또 ‘단독’의 의미를 나Ej내는 보조사 ‘는’이 모두 삽입되어 

쓰일 수 있는데 이것을 너만 아는 일이얘， ‘울만 먹으세요’， 너 ÀjAJ만 얻어라’와 

같이 긍쟁형으로 뻐면 딘독의 보죠사 얀이 앤j스럽게 나타q는더써 ‘말고’가 

‘유일 배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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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보J} 모두 포함되어 ‘보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을 강조힌다연 (13나b) 

는 ‘본 것’에만 정보의 ÒJ이 국한되기 때문에 화용적 효파어μ1 차이를 보 

인다 

4 한정성 제외구문 

한정성 제외구문은 논의호에1 포함되는 대상01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동운 극히 적은 수량임을 강조하며 이로써 범위 전체에 대한 기대불만 

을 나타낸다 조사 ‘밖에’는 한정성 제외구문의 유표적인 성분으로 되며 

부정의 서술01 따르는 것이 특정이다 

(14) 가 입사시험을 통파한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술을 진탕 사주며 떠드는 

잡설 왼엔 들려줄 말이란 λ}살 이것범렌 없었다(좋은생각 면집부， 

1잊B) 

냐 나는 우식"1서 예술적인 사랑골고 이런 사랑빔렌 할 줄 모른다(이 

혜경， 2α ，2) 

다 한 b마}많을 친구라。야t 펄려례1뭘곤늘 J챙영은이뭔벤 없는 셈입니다대{융3후F병 

1914) 

라 통일미와 수입 쌀을건l왼략멸 국민의 6알치 소비령헤 불과한 60만 

여 섬뭔렌 되지 않을 것이다{평화신문， 19%) 

(14개에서는 당당해야 할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줄 말이 ‘잡설’파 ‘이것’ 

밖에 없는 것으로 선배로서의 자잭감파 자비감을 강조하고 였다 (14나) 

의 제외항 ‘예술적인 사랑파 논의항 ‘이런 사랑은 ‘이것 말고는 저것， 이 

것 아니면 저것이란 의미로 화자의 무식함을 강조하고 였다 이외에도 

(14가~나)는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의 질적 측연에 대한 화자의 기대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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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다연 (14다~라)는 벙위에 포함되는 대상의 수량적 측면에 대한 

화자의 기대불만이 나타난다 

3 비교성 제외구문 

비교성 제외구문은 화자가 특정 벙위에서 제l위로 되는 대상을 특수항 

으로 처리하여 범위 밖에 제외시킴으로써 원래 범위에서 저n위로 되는 

것을 제l위로 부상시켜 강조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 부사 ‘가장， ‘제 

일’은 비교성 제외구푼의 유표적인 성분으로 되며 이들은 흔혀 범위 전체 

를 나타내는 ‘ 에서/중/가운데’ 풍 조새 영사와 호용하여 쓰인다 

〈그림 4) 비교성 저l외구문의 제외항콰 논의 범위의 축소 

(가장) 산재 잉위 
세외항 

(가장l 축소왼 엄위 

뭘핀 딘뢰웹떤 담괴 | 련웹편 

이외에도 비교성 제외구문은 제외 표시사 뒤에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 

내는 어미 ‘ 면’이 오는 것이 특정적인데 이는 J가장， 제열’로 표현되는 대 

상은 원래의 범위에서 제l위로 되는 대상을 제외항을 조건으로 하기 때 

문이다 

(1!히 가 출생과 줌읍효걷l왼란고 이들에게 M효효한챔산는 성년식이다 

(좋응생각 연집부; 19})) 

나 요즘 대륙에서 혹만법?뜰을 쐐곤 가잣 주목 반고 있는 사랑틀이 

누구내이숭훈， 없)8: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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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마는 현재 대한민쩍서 ‘경’자 돌럼의 도박 중의 대표주자1고 

골프릎건l왼한멸 연중 Z않월읍표줄을 유치S뜯 레저 스포츠다 

(생석제， 2())2) 

라 긍껑은 대양과 달을랜띈 Z않경않검젠이며 사람들에게 사량을 

불러 온대U뼈ro 외 저， 깅이경 역， 찌æ: 349) 

(15개의 ‘출생파 죽음’은 그 어떤 민족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송뜯 행 

사로 되기 때문에 화지는 서술의 초점 ‘성년식’을 강조하고 신정보 ‘성년 

식’에 대한 챙7}.의 주의를 환기시카기 위해 ‘출생파 죽음’을 구정보로 처 

리하여 범위 밖으로 제외시카고 였다 (15다)에서 화자는 경마의 도박성 

파 레저 스포츠로서의 인기를 말하고 있는데 ‘연중 가장 많은 관중을 유 

치하는’ 특성은 다만 골프를 제외했을 경우에 한항을 알 수 였다 

V 제외구문의 화용적 특성 

제외항파 논의항으로 구성된 하나의 범위에서 제외항은 논의항의 전제 

로 툴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관계는 제외 표지사에 

의해 나타나고 였다 즉 제외 표지사는 구정보와 신정보의 연결 빚 구정 

보에 대한 저씨작 가능파 함께 신정보에 대한 암시작 가능을 담탕하고 였 

다 

l 전제와 함축 

제외 표지시는 제외항 뒤에 쓰여 특정 대상01 범위에서 제거됨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개체 제외는 범위 전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남아 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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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제외되는 대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논의항 서술에는 전체 범위 

의 의미가함축되어 였다 

첫째 추7냉 제외구문이다 통류항 추가는 화끼까 얄고 었는 특정 대 

상틀의 범위가 청자가 암고 었는 것보다 큼을 전저년 하며 화7、}에 의해 

새로운 대상이 추가되는 것은 이로써 청자가 얄고 었는 범위가 확대됨을 

함축하고였다 

툴째 일반성 제외구문01다 일반성 제외구문의 논의항은 특수성을 나 

타내는 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특수성을 나타내는 대상파 일반성을 

나타내는 대상의 의존적인 관계는 범위 전체에 포함되는 대싱l이 결코 균 

형적인 것이 아닝을 함축하고 였다 

셋째 유일성 제외구문이다 전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논의항 서술은 특 

정 대상에 대한 제외를 전제로 하며 이로써 전체 범위는 바로 제외항으로 

유일함을향촉하고였다 

넷째 비교성 제외구문이다 호}자에 의해 최고의 대상으로 서술되는 것 

은 범위 전체에서 제1위로 되는 대상을 제외함을 전저념 하며 이로써 전 

체 범위에서 는 화자의 서술대싱1이 결코 최고가 아닝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다섯째 한정성 제외구문이다 한정성 제외구문은 특정한 대상을 제외 

하면 범위에 남아 았는 대상이 。F주 보잘 것 없융을 강조하며 이로써 전 

체 범위에 대한 화자의 기대불만을 함축하고 였다 

(16) 가 나 왼렌도 F학점을 받은 학생은 몇 병 더 있었으냐 (깅생희， 

2α)2) 

나 아프리카를젠완한모든지역어서 비관론Z똘이 더 많은것으로조 

사되었대주생수， 찌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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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에서 구정보 즉 제외항은 ‘나’이며 신정보 즉 논의항은 ‘몇 명의 

학생’이며 이틀은 ‘F학점을 받은 학생으로 하나의 범위를 구성한다 따라 

서 ‘몇 명 더’는 ‘F학점을 받은 학생’이 결코 ‘나’ 흔자가 아닝을 함축하고 

였다 (16나)의 제외항은 ‘아프리카이며 논의항은 ‘(아프리카 외의) 가타 

지역’으로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는 낙관론자듬이 더 많음’， ‘모든 지역에 

비관론자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닝’의 의미를 함축하고 였다 

2 암시적 의미 

제외 표지사는 구정보에 대한 제시적 기능파 함께 신정보에 대한 암시 

적 기능을 가지고 였다 따라서 청자는 제외 표지사에 의해 화자 서술의 

초점은 제외 표지사 뒤에 옴을 알 수 았고 이로써 화자의 발화에 더욱 주 

의를집중하게 된다 

이외에도 제외 표지사 뒤에서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는 청자로 

하여긍 발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하는 정보작 가능을 가지고 였 

다 가장 대표직인 것으로 [+추가 포항]의 뜻을 나타내는 ‘ 도j와 [+대조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 는’을 들 수 있는데 ‘ 도’는 제외 표지사 뒤에서 

통류항 추가와 보충의 뜻을 나타낸다연 ‘ 는’은 ‘제외항의 특수성 논의항 

의 일반성’， ‘제외항의 유일성 논의항의 비존재’퉁으로 제외항파 성질적 

또는 수량적 측연에서 다른 논의항이 이어점을 암시한다 

(17) 가 이 유전자 조각은 단액질의 일부를 만들어낸다는 점 왼렌 별다른 

특정이없다 

a 이 유선자 조각은 단액질의 일부를 만들어낸다는 정 왼렌능 별 

다른특정이 없다 

b 이 유전자 조각은 단액질의 일부를 만들어낸다는 정 외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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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특정이 있다 

(17개는 제외 표지사 뒤에서 강조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항의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17가히는 보조사 

‘ 는’에 의해，(17가b)는 보조사 ‘ 도j에 의해 이어지는 논의항의 성질을 어 

느 정도 예측할수 었게 한다 

3 강조적 의미 

제외구문의 강조적 의미는 이외에도 화자 주관적인 범위 확대와 범위 

축소로 나타나는데 범위 확대는 유일성 제외구문파 일반성 제외구문의 

전도된 어순으로 나타나며， 범위 축소는 화자 서술의 초점으로 되는 거U 

위를 제1위로 부각시카기 위해 제1위를 범위 밖에 제외함으로써 저U위를 

제1위로 서술하는 것에서 나타닌다 

‘구정보 신정보’의 구조는 가장 정석적인 정보 전달 빵식으로 무표싱을 

띤다연 ‘신정보 구정보’의 구조는 중요 정보 선행 왼칙에 의해 화자가 의 

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표싱을 띤다고 할 수 였다 따라서 ‘논의항 

제외향 형식은 ‘제외항 논의향 파 서술 내용이 같을지라도 꼭 같은 화용 

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18) 가 어떤 냥자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지 나 말고늘어 rckm 저， 최 

은란 역， 때9: 1(J')) 

나 별달리 할 일도 없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성 얀을 찾아다니는 일 

만은젠완한곤 말이다{빅쟁의， 2002) 

다 만닐 만한 사링은 모두 획인해옷써요 딱 한 사람， 선생닝만땐곤요 

(한강 2(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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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렇다 미누는 완벽한 남자였다 딱 한 가지 ‘바보’라는 것만 땐별 

(왕소희， 2α T 1:3)) 

(18가~나)는 유일성 제외구문， (18다~라)는 일반성 제외구문의 전도원 

어순으로 되는데 논의항은 화자의 서술에서 결론에 해당하고 제외항은 

조건에 해탕한다 이외에도 논의항은 흔히 전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가 쓰이며 결론이 조건에 선행함으로써 화자의 서술이 범위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것파 같은 효파를 나타낸대그림 5) 

〈그림 5> 제외구운 전도 어순의 강조직 의미 

탬며제외항 

딘고 굽P 핍A 딩고 
죠건 결돈 결돈 죠건 

1거1외항 는의항‘의 ‘ 논의항 제외항1 의 

의미척 ii.파 으1 "1 직 효A 

W 결론 

본고는 화자가 특정한 형식적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정 

개체를 저1외함으로써 나머지 대상들이 제외 관련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 

는 것을 모두 ‘제외구문’이라 하였다 제외구문은 제외항파 논의항의 호옹 

관계에 의해 완전한 형식의 제외구문파 불완전한 형식의 제외구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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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는데 불완전한 형식의 제외구문은 형식의 의도적인 파피로 정 

보 전달의 효파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제외구문운 제외 관련 논의항의 의미에 따라 ‘추가성 제외구문’， ‘일반 

성 제외구문’， ‘유일성 제외구문’， ‘비교성 제외구문’ 및 ‘한정성 제외구문’ 

퉁다섯가지로나눌수였다 

제외구문운 일정한 범위에서 특정 개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화자의 서 

술대상을 끌겨내고 았는데 이는 정보전달의 효고}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 

로 독특한 화용작 효고}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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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문초록 

한돼 제외구문연구 

。(흥oK 

본고어써는 화자가 특정한 형식적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정 

개체를 제외함으로써 나머지 대상들이 제외 관련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구문’으로 보았다 

제외구문은 형식상 화자에 의해 제외되는 대상과 그것이 범위어써 제외됨을 

밝혀주는 형식적 표지， 그리고 화자 서술의 초점으로 되는 제외되고 나머지 부 

분으로 구성된다 본고는 서술의 편의상 화짜11 의해 제외되는 대상은 ‘제외항’ 

으로、 특정 대상이 범위어써 제외되었응을 의미하눈 형식적 표지는 ‘제외 표지 

새로、 서술 초점으로 되는 나머지 부분은 ‘논의항’으로 칭한다 이들은 흔히 ‘제 

외한제외 표지새논의항’의 순으로 제외 표지사는 제외항 뒤에 오는 것으로 

특정적이며 구정보에 대한 제시적 기능파 함께 산정보에 대한 암시적 기늪 벚 

문장의 논리성 표현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외 제외구문은 제외항을 

전제로 하눈 논의항의 의미에 매+ ‘추가정 제외구문’ ‘일반성 제외구문’파 ‘유 

일성 제외구문’ 벚 ‘한정성 제외구문’， ‘비교생 제외구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터] 

이들은 표현의 간결성 내용의 정확성파 정보에 대한 강조로 독특한 화용적 효 

과를나타낸다 

[주제어] 제외구운 제외항 논의향 제외 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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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f Korean Exclusive Consturctions 

Li, Hor(Jπ121 

Sαæ elemrts of fre sneaker' s s빠=tmaγ l:e excluæd by using 떠때m 

fom때 mukers, r때cing the rest 때t of the statelænt able to 뼈 ex때ained into 

different rreanir땅s. In tbis ])1lff, sucb construction is c빼떠 the exclusive 

construction 

In folTIl, an exclusive construction USl때ly consists 01: the 뼈t excluc뼈 by the 

sP"aker{exclusive item), fre fonnal marker used to 앉c1uæ ctrtain 뼈rt of the 

sι때=t(exclusive muker) 꾀ld the rest ])1rt whicb is the f，때s of thee빠=t 

(ar때m때 item). These tIUæ usuaTIy a]1:없r in the crder of “excl1미.S1ve 1떠n+ 

:xclusive marker+ analyti때 l떠Ii'. The exclusive ffi'떠(er always a야JearS 벼nnd 

the exclusive item Excl1뻐ve comσuctirns can l:esubdivided into suw=tal, 

genec때， ul1l예1ξ 버mt떠 m펴 corr뼈rabve 잉，c1usive constructirn, 빼cb αan cau영 

differemt ]Xagmatic effects 

[Key worrlsJ exclusive constructirn, excl1때ve 1떠ll， analytic혀 l뼈1， exclusive 

mu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