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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no-Korean word ‘mullon (勿論)’ functions as an adverb by itself or 
appears in a sentence as the form of ‘mullon-ida’ in Modern Korean. 
However, ‘mullon’ of the Enlightenment Perio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odern Korean. ‘Mullon’ of the Enlightenment Period was usually 
used as the form of ‘mullon-had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unction and meaning of ‘mullon-hada’ of the 
Enlightenment Period. There are two functions of ‘mullon-hada’ in the 
Enlightenment Period. One is the function of predicate and the other is 
the function of adverbial. In the first case, ‘mullon-hada’ functions as a 
predicate in a sentence and it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mullon-hada’ is a transitive verb which is composed with Chinese char-
acter ‘mull (勿)’ and ‘llon (論)’. It means “do not discuss, do not men-
tion”. Second, ‘mullon-hada’ usually appears as the construction of ‘~eun 
mullon-hago’. It means gradual changes, which is more abstract than the 
first one. In the second case, ‘mullon-hada’ functions as an adverbial in 
the form of ‘~(eul) mullon-hago’, which is embedded as an adverb 
clause. The preceding constituents of ‘mullon-hago’ should be a noun 
phrase, which could provide some kind of environments or conditions. 
The construction of ‘~(eul) mullon-hago’ means that the result remains 
unchanged whatever the environments or conditions are. Moreover, there 
is a construction of ‘mullon ~hago’. It seems that ‘mullon ~hago’ is the 
description from the Chinese classics, and ‘~(eul) mullon-hago’ is the de-
scription which is from the process of colloquialization of words.

Keywords: Enlightenment Period, mullon-hada, mullon-hago, predicate, 
adverbial

1. 서  론

‘물론’은 한자 형태소 ‘논(論)’이 부정형태소 ‘물(勿)’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한자어

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두 가지 용법을 보인다. 하나는 ‘~은 물론이다’ 구성으로 

쓰이는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단독으로 쓰여 ‘말할 것도 없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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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이다. 흔히 전자는 명사적 용법으로 불리고 후자는 부사적 용법으로 불린다.1) 

한편, ‘물론’의 사전적 기술을 보면 뒤에 부표제어 ‘물론하다’에 대한 기술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물론하다’의 사전적 의미

사전 의미 예문

표준 
국어

대사전

｢동｣[…을][-음을][-ㄴ지를]
(주로 ‘물론하고’ 꼴로 쓰여) 

말할 것도 없다. 

(1) 아이들은 남녀를 {물론하고}, 글자를 모르는 아이
가 거의 하나도 없게 되었건만….≪심훈, 상록수≫

(2) 이유와 조건의 어떠함을 {물론하고} 농민이 논을 
판다는 것은, 남의 앞에 심히 떳떳스럽지 못한 일
이었다.≪채만식, 논 이야기≫

우리말 
큰사전

｢동｣주로 ‘물론하고’로 
쓰이어, ‘따질 것 없이’의 뜻

(1)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모두 거리로 나왔다. 
(2) 위아래를 물론하고 모두가 기쁨과 유쾌의 기분에 

싸여…. 

cf. 금성 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 해당 없음. 

보다시피 동사 ‘물론하다’는 ‘~을 물론하고’와 같은 구성으로 쓰이고 “말할 것도 

없이, 따질 것 없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쓰임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흔치 않다는 점이다. 금성 국어대사전과 연세 한국어사

전에서는 ‘물론하다’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예문은 1930~1940년대의 소설에서 가져온 것들로서 현대 한국어의 전형적

인 예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므로 ‘물론하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다’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의 목적은 개화기 한국어를 중심으로 ‘물론다’의 용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2) 역사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물론다’가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개화기 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3) 

본고의 연구는 검색도구 uniconc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시대별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검색 대상은 ‘물론’으로서 본고에서는 ‘勿論’, ‘물론’, ‘물논’, 

‘몰론’, ‘몰논’, ‘문론’ 등과 같은 여러 이표기(異表記)들을 모두 고려하여 검색을 

1) 사전에서는 ‘물론’의 품사를 명사와 부사 두 가지로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고 부사라고만 하거나 
명사라고만 하는 것은 비주류이다(배주채 2003:57-58). 배주채(2003:78)는 ‘물론’의 품사를 부사
로 보고 있다.

2) 여기서는 사전에서 제시한 표제어와 동일하게 ‘물론-’가 아닌 ‘물론다’로 표기하기로 한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는 ‘물론’의 개화기 자료에서는 ‘하다’와 ‘다’ 두 표기로 모두 나타나지만 ‘다’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다’를 사용하기로 한다. 

3) 개화기는 1894년의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한 19세기와 20세기의 교체기(1890년~1910년)를 가리
킨다(정승철 1999:8). 본고에서 참고한 개화기 자료는 1890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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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다.4) 해당 문헌에 대한 원문이 있을 경우에는 원문을 함께 검토했다.  

검색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물론다’는 18세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물론다’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고, 개화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그 사용이 점차 빈번해졌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물론이다’나 단독으로 사용된 ‘물론’

이 압도적으로 쓰이지만, 개화기에서는 동사 ‘물론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본고에서 직접 인용한 문헌자료들은 다음과 같다.5) 

18세기: 隣語大方(1790), 增修無寃錄諺解(1792). 

19세기: 한불자뎐(1880), 이언언해(1883), 국민소학독본(1895), 신정심상소학

(1896), 독립신문(1896~1899), 매일신문(1898). 

20세기: 신학월보(1902~1907), 대한매일신보(1908~1910), 경향신문(1907), 

경향보감(1906~1910), 구마검(1908), 설중매(1908). 

개화기 때의 ‘물론다’는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일반 

동사처럼 문장 속에서 필수성분인 서술어로 사용된 용법이고 두 번째는 ‘물론고’의 

형식으로 나타나서 부사어로 사용된 용법이다. 이 ‘물론고’는 단독으로 부사어를 

형성할 수 없었고, 반드시 특정 명사구를 선행시켜 ‘~을 물론고’와 같은 구성으로 

부사절을 형성했다.6)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용법의 사용 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서술어로 사용된 ‘물론다’

개화기 한국어에서 서술어로 사용된 ‘물론다’는 두 가지 용법을 보인다. 하나는 

한자 형태소의 의미 그대로 “논의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한국어 ‘물론이다’의 용법과 동일하게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기술상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첫 번째 ‘물론다’를 서술어 ‘물론
다1’로 부르고 두 번째 ‘물론다’를 서술어 ‘물론다2’로 부르기로 한다. 

4) 앞으로 논의를 진행할 때에는 예문에 나타난 표기와 상관없이 모두 ‘물론’으로 통일하여 진행하
도록 하겠다. 

5) 본고에서는 uniconc 검색도구 중 모든 자료를 검색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을 진행했
다. 다만 이 글은 개화기를 중심으로 한 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1890년부터 1910년에 
걸친 개화기 자료와 해당 논의에 필요한 문헌 자료들을 인용하 다. 

6) ‘~(을/) 물론고’와 같이 표기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을 물론
고’로 표기하겠다. 



750 김연희

2.1. 서술어 ‘물론다1’ 

한문에서 ‘물론’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인 “논의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 등으로 

쓰이는 동사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문의 특정 동사가 한국어로 차용될 때는 한문 

동사의 용법 그대로 차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생접미사 ‘--’가 첨가됨으로써 한국어

화된다. 따라서 최초에 한문 ‘물론’은 ‘물론다’의 모습으로 한국어에 차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다1’은 바로 한문 ‘물론’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아 선행되는 목적어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이다. 다음 

예문 (1)을 보겠다.7)8)  

(1) ㄱ. 하님 도 과연 권능이 게시도다 른 나라 물론고 이 두어 나

라히 교화에 유익을 엇은 거 보면 교화에 효험이 우 만코  이러

케 광대 업은 텬하에 졔일 큰 줄 아니다 <신학월보 2:276>

ㄴ. 그러나 이왕은 물론고 두에 효험이 잇게케 일즉 년젼에 별노 도감

을 베플고 규칙을 셩급엿스니 <독립신문 1897년 4월 6일>      

ㄷ. 한 금 음력 졔셕 젼으로 통구 각 젼의 압헤다 셕유로 쟝명등을 되 혹 

목간이나 쳘샤로 쳠아 나 담 면에 죵편게 등을 걸어 이 잇 
 물론고 이 업  등 불을 켜며 <독립신문 1898년 1월 

15일>    

ㄹ. 도적놈 구쵸에 아모 물건을 아모 젼당포에 빗슬 썻다 거던 필연 젼

당 표가 잇슬 터이니 그 표 도적 마진 물건 님의게 내주면 물건 

님가 빗슬 물어 줄 에 변리 물론고 다 본젼으로 긔 물

7) 사적 자료를 예문으로 인용할 경우, 원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원문
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시했다. 다만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을 따랐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기 자료와 같은 경우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자료들
과 그렇지 않는 자료들이 공존한다. 둘째, 띄어쓰기가 행해진 문헌이라도, 해당 띄어쓰기가 일관적으
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 한편, 예문 중에서 ‘물론다’의 아래에 표시된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8)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물론다’ 역시 자료 원문 중에서
는 그 띄어쓰기가 일관되지 않았다. 즉, ‘물론다’와 ‘물론 다’가 모두 문증되는 셈이다. 띄어쓰기
가 달라짐에 따라 문장의 통사 구조와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개화기 
자료에서 제시된 띄어쓰기는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물론다’를 하나의 용언으로 
판단하고 모두 붙여 쓰는 태도를 취했다. 아래 제시한 예문들은 개화기 자료 중의 ‘물론다’가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띄어쓰기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이다. 

   ㄱ. 그런 고로 동셔양을 물론고 녯젹에 셩현과 군들은 로도 몃 번식 긔의 몸을 혀 보아 
어졔 잘못 일을 오 곳치고 일 시작 일을 오 미리 궁구되 <독립신문 1899년 11월 
4일>

   ㄴ. 동셔양을 물론 고 셰계 즁에 미화 나라에셔들도 사마다 말 기를 나라에 첫 공평 
법률을 실시여야 국도 태평고 민심도 안락다 면셔 <독립신문 189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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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도로 지면 물건 님도 임의 일헛던 거슬 도로 지니 다
고 쥬도 본젼을 일치 아니 겟스니 엇지 두 지 다이 아니리요 

<독립신문 1897년 4월 13일> 

ㅁ. 다만 宿德 重望이 足히 四海 鎭 者ㅣ 맛당이 上帝 代야 億
兆 統治 거시요 만일 帝王 世襲으로 賢愚 勿論면 이 天
下 私홈이니 吾 알  아니라 니 諸將이 愧服더라 <국민소

학독본 56b>    

ㅂ. 탁지부에셔 이왕 관찰 군슈의 공젼흠포 됴사야 독봉다 말은 

루 게엿거니와 다시 드른즉 긔가 흠포 외에 민미슈와 차인

이 흠츅 거슨 일졀 물론기로 각에셔 의론 즁이라더라 <대

한매일신보 1909년 3월 31일>   

ㅅ. 三은 입학 쟈의 층수 물론고 다 시험을 밧으 이 규측 마련 
후에 입학 쟈만 그러케 고 이왕 입학엿던 쟈 물론다더라 

<경향신문 1907년 3월 29일>  

ㅇ. 一 塚上에 抹을 揷 者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거나 因야 

田園을 作 者 懲役 一년 但 墳形이 未詳야 誤犯 者 勿論
이라9) <경향보감 1:83>

예문 (1)의 ‘물론다1’은 타동사로서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선행되는 목적어 성분은 격조사 ‘-’을 취하기도 하고 대조를 의미하는 보조사 

‘-은/’을 취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물론다’가 ‘-’보다 ‘-은/’을 더 선호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에 제시된 예문 중 대부분은 서로가 대조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1ㄱ)에서는 ‘이 두어 나라’와 ‘다른 나라’가, (1ㄴ)에서는 

‘이왕’과 ‘래두’가, (1ㄷ)에서는 ‘이 잇 ’와 ‘이 업 ’가, (1ㄹ)에서는 

‘변리’와 ‘본젼’이, (1ㅅ)에서는 ‘이 규측 마련 후에 입학 쟈’와 ‘이왕 입학엿던 

쟈’가, (1ㅇ)에서는 ‘墳塚을 平治거나 因야 田園을 作 者’와 ‘墳形이 未詳
야 誤犯 者’가 서로 대조된다. 보조사 ‘-은/’의 기본 의미는 ‘대조’이기 때문에 

‘물론다1’이 취하는 목적어가 ‘-은/’과 결합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반면 (1ㅁ)과 (1ㅂ)의 경우에는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명백하게 

9) 예문 (1ㅇ)에 해당되는 한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은 분샹에 말둑을 박 쟈 역 삼 년에 
쳐고 이 분묘 헐어 평디 거나 밧과 동산을  쟈 징역 일 년이오 만약 분묘 
형샹이 투텰치 못야 모로고 이런  범 쟈 이 벌을 당지 아님이오 <경향보감1:82>” 
여기서 예문 (1ㅇ)의 “勿論이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벌을 당지 아님이오”이다. 따라서 
‘물론다’가 “죄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程亞恒(2014:65)에 의하면 ‘論’은 “죄를 판결하다, 형을 확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無論(毋論, 勿論)’은 “죄를 판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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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고 해당 목적어를 단순하게 “논의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예문 

(1ㅂ)은 맥락상 ‘긔가 흠포 외에 민미슈와 차인이 흠츅 것’이 주제로 되어 

‘-은’이 결합된 경우이다. 

(1)에서 문증되는 ‘물론다1’의 활용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물론다’는 (1ㄱ~ㄹ)에서처럼 어미 ‘-고’와 결합하여 선⋅후행절을 대등하게 연결

시키기도 하지만, (1ㅁ)처럼 어미 ‘-면’과 결합하여 조건문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 ‘물론다’는 (1ㅂ)과 (1ㅇ)에서처럼 먼저 명사형어미 ‘-기, -음’과 결합하여 명사

절을 형성한 다음 다른 어미와 결합하여 문장을 연결시키거나 종결시키기도 한다. 

(1ㅅ)에서 ‘물론다1’은 종결어미 ‘-ㄴ다’와 결합되어 인용문에 내포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술어 ‘물론다1’은 의미적으로는 “논의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라는 기본의미로 쓰이는 동시에, 형태⋅통사적으로는 활용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서술어 ‘물론다1’에 선행하는 목적어는 격조사보다 

보조사 ‘-은/’을 선호한다. 끝으로, ‘물론다1’이 사용된 문장 속에는, ‘물론다1’

의 목적어와 의미적으로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2.2. 서술어 ‘물론다2’

현대 한국어에서 단독 부사로 사용되는 ‘물론’은 그 쓰임이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이러한 단독 부사로서의 용법이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러한 용법은 개화기 한국어에서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

에서 생산적으로 쓰이는 ‘물론이다’ 역시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

지만, ‘~은 물론이고’ 구성과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된 ‘물론다2’를 찾아볼 수 있었

다. 다음 예문 (2)를 보겠다.  

(2) ㄱ. 우리집이라 면 萬般 什物은 勿論고 居 父母와 兄弟와 姊妹
로 奴婢지 全혀 包括니 鷄犬과 牛馬의 飼養이며 草木과 花卉
의 培養이 다 吾家에 屬 것시니라 <국민소학독본 04b>

ㄴ. 촌가를 나지 못야 셔울은 물론고 읍와 문을 구경치 못고 

지내 사이 혹 일 이 도 잇스며 혹 이 삼 도 잇스니 무식것

은 연이 알니로라 <독립신문 1897년 9월 30일>

ㄷ. 歐羅巴에셔 德人과 法人은 勿論고 西班牙人과 葡萄牙人과 魯西
亞人과 波蘭人과 凶牙利人과 瑞西 那威 芬蘭 等 國人이 輻輳며 

蘇格蘭人과 愛蘭人과 威勤士人과 猶太人과 希臘人의 倫敦에 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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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數爻가 그 本國 都城의 人口보다도 만흔 故로 言語와 風俗도 種
類가 不少니라 <국민소학독본 19b>

ㄹ. 順明이 答 曰 집에 가기 勿論고  能히 書札을 傳送니라 

<신정심상소학 3:44a>

ㅁ. 이 다음은 이러 폐단이 업도록 기 물론고 젼긔로 귀텽에셔 

이러 지휘가 본 업셧 당즉 슌검이 다른 사의 통여 다니

것을 방지 못게 고 슌검 두명은 샹당케 벌에 쳐여 증습

여지이라 엿다더라 <독립신문 1897년 8월 24일>

ㅂ. 만일 쓸업난 고집을 여 다시 부모를 찻지 안코 쥭으면 부모의게 

원통을 친 거슨 물논고 그 육신과 혼이 엇더케 되리오 <신학

월보 4:428>

(2)의 ‘물론다2’는 동사로서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은 물론이고’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10) 즉 위 예문에 등장하는 ‘물론다2’를 현대 한국어에서처럼 ‘물론이

다’로 바꾸어도 해당 예문은 문법적으로 적격하고, 원래의 의미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문 (1)과 달리, 여기서 나타나는 서술어 ‘물론다2’는 단순하게 “논하지 않는다,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라는 좀 더 추상적

인 의미를 나타낸다. (2)에서 나타난 서술어 ‘물론다2’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2)에서 제시된 것처럼 ‘물론다2’와 해당 목적어는 활용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즉 ‘물론다1’은 예문 (1)에서 보인 것처럼 여러 가지 활용 양상을 다양하게 

10) 배주채(2003:65)는 현대 한국어의 ‘물론’ 구문을 다음 표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물론다2’는 C형에 해당된다. 다음 표에서 ‘NP’는 체언이나 ‘관형어+체언’
과 같은 명사구이고 ‘S’는 문장이나 절을 나타낸다. B형, C형에서의 ‘S’는 명사절과 ‘관형절+것’을 
가리킨다. 

유형(약호) 예

문장부사 구문(A형) ‘물론+S’ 구문(A형) 물론 철수는 일본어를 모른다. 

‘주어+
서술어’ 
구문

‘주어+물론이다’ 
구문(B형)

‘NP+조사+물론이다’ 구문(B1형) 철수는 어를 모른다. 일본어는 물론이다. 

‘S+조사+물론이다’ 구문(B2형) 철수가 일본어를 모름은 물론이다. 

‘주어+물론이고’ 
구문(C형)

‘NP+조사+물론이고’ 구문(C1형) 철수가 일본어는 물론이고 어도 모른다. 

‘S+조사+물론이고’ 구문(C2형) 철수가 일본어를 모름은 물론이고 어도 모른다. 

‘주어+물론’ 
구문(D형)

‘NP+조사+물론’ 구문(D1형) 철수가 일본어는 물론 어도 모른다. 

‘S+조사+물론’ 구문(D2형) 철수가 일본어를 모름은 물론 어도 모른다. 

단독 구문(E형)
‘물론이다’ 단독 구문(E1형) 너 일본어 모르니? ― 물론이지. 

‘물론’ 단독 구문(E2형) 너 일본어 모르니? ―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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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물론다2’는 복문 속에서 ‘물론고’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선행절의 서술

어로만 등장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물론다1’의 목적어는 격조사 혹은 보조사

가 모두 결합이 가능하지만 ‘물론다2’의 목적어는 오직 보조사 ‘-은/’과 결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물론다2’의 목적어는 항상 ‘~은 물론고’와 같은 구성과 

결합되는 것이다. 

이 점은 현대 한국어 ‘물론이다’와 비슷하지만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배주채(2003:71)에 의하면 현대 한국어 ‘물론이다’는 ‘물론이고, 물론이며, 물론이거

니와, 물론이려니와’ 등과 같은 활용형으로 쓰일 수 있지만 ‘물론다2’는 ‘물론고’

의 활용형으로만 사용된다.11) 다음으로, 현대 한국어 ‘물론이다’는 어말에 사용되어 

문장을 종결시킬 수도 있지만 ‘물론다2’는 그러지 못한다. 

둘째,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 예문 (2)에서 ‘-고’에 의해 이어진 선⋅후행절은 

‘점진적인 의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는 선⋅후행절의 목적어 성분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선행절의 목적어 성분은 화자가 인식하거나 기대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고 후행절의 목적어 성분은 선행절에 비해 한층 심화된 내용이다. 예컨대, (2ㄱ)은 

‘우리집’을 두고 볼 때 ‘萬般 什物’은 당연히 포함되고 거기에 ‘父母와 兄弟와 姊妹와 

奴婢’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2ㄴ)은 ‘서울’을 구경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고 ‘읍와 문’도 구경하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다. (2ㄷ)은 

유럽에서 ‘德人과 法人’은 당연하지만 ‘西班牙人과 葡萄牙人과 魯西亞人’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복주한다는 의미이다. (2ㄹ)은 ‘집에 가’는 행위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에 더불어 ‘書札을 傳送’하기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2ㄱ~ㄹ)은 ‘물론

다’가 기준이 되어, 그에 선⋅후행하는 명사구들이 일정한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면

서 의미의 확대나 축소를 보이고 있다. (2ㅁ~ㅂ)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바, 

비슷한 점진적인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물론고’에 의해 

연결된 선⋅후행절의 순서는 그것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반면, 2.1에서 논의된 ‘물론다1’은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셋째, 위에서 기술했듯이 ‘물론다2’가 참여한 문장에서 선⋅후행절의 목적어는 

점진적인 의미를 보인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선행절의 목적어와 

후행절의 서술어 사이의 관계이다. ‘물론다2’의 목적어 성분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

어진 명사구이냐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르다. 

우선, (2ㄱ~ㄷ)처럼 ‘물론다2’의 목적어 성분이 명사이거나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일 경우, 이 성분은 의미상으로 후행절(=주절)에 위치한 서술어의 목적어로 

해석된다. (2ㄱ)으로 예를 들자면, ‘萬般 什物’은 후행절에 나타나는 ‘父母와 兄弟와 

姊妹로 奴婢’ 등과 함께 모두 서술어 ‘包括니’의 목적어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11) 개화기 한국어에서 ‘물론다2’가 하나의 활용형만 보이는 것은 자료의 한정성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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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예문애서는 후행절 목적어 뒤에 보조사 ‘-지’와 부사 ‘全혀’가 사용되어 

위에서 제시한 양상을 더욱 명백하게 보여준다.    

현대 한국어 ‘물론(이고)’의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물론다2’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물론(이고)가 포함된 문장에는 후행절의 목적어에 보조사 ‘도, 까지, 조차, 

마저’ 등은 물론, 부사 ‘또한’이 후행할 수도 있다. 또한 ‘물론(이고)’ 바로 뒤에 

부사 ‘심지어(는)’을 써서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배주채 2003:74). 

그러나 (2ㄹ~ㅂ)에서처럼 ‘물론다2’의 목적어 성분이 명사형어미나 의존명사에 

의해 만들어진 명사구로 동사적인 의미를 지닐 때에는 위에서 지적한 양상이 나타나

지 않는다. 대신 ‘물론다2’에 선행하는 목적어 성분이 의미하는 내용이 ‘논의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역시 현대 한국어의 ‘물론(이고)’와 

비슷하다. 

요약하자면 개화기 한국어에서 서술어 ‘물론다2’는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

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시에 활용에서 제약을 많이 받아서 ‘~은 물론고’의 

형식으로만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형태⋅통사상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물론다2’

는 서술어 ‘물론다1’에 비해 어느 정도 문법화가 되었다고도 주장할 수 있을 듯하다.  

3. 부사어로 사용된 ‘물론고’

필자가 확인한 자료에서, 70% 이상의 ‘물론다’는 모두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이 ‘물론다’는 거의 예외 없이 ‘물론고’의 활용형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는 편의상 ‘물론고’를 ‘물론다’의 대표형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다.12) ‘물론고’는 조사 ‘-을’에 의해 연결된 필수 선행 성분과 함께 부사절을 형성하

여 한 문장 속에 내포된다. 이 내포된 부사절은 서술어로 등장하는 ‘물론다’와 

달리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두 종류의 ‘물론다’를 구별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다. 부사어로 사용되는 ‘물론고’는 구성과 의미에서 모두 문법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역시 서술어로 사용되는 ‘물론하다’와 구별된다. 두 구성의 차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보기로 하겠다. 

12) 본고에서 다룬 자료 중 부사어로 사용된 ‘물론다’가 어미 ‘-고’와 결합하지 않고 ‘-며’와 결합한 
구성이 2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부사어 구성 두 개가 나열된 구조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ㄴ)에 나타난 ‘불계(不計)고’는 ‘~(을) 물론고’와 유사한 구성으로 파악
된다. 

    ㄱ. 동포들은 남녀를 물론며 밋 쟈와 아니 밋 쟈를 물론고 오노브터 국가를 위여 
긔도를 지어다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0일>

    ㄴ. 一은 판  에 귀쳔과 빈부를 물론며 지우와 현 불쵸를 불계고 사은 다 동등으로 졉 하것이오 <독립신문 189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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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어로 사용되는 ‘물론고’는 부사어의 기능을 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반드시 

특정된 선행 성분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선행 성분은 대체로 ‘명사구/동사구+조사’

와 같은 구성을 형성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조사는 격조사 ‘-을’과 선택형 어미 ‘-든지’, 

‘-나’, ‘-니’ 등이다.13) 이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격조사 ‘-을’이므로, 

본고에서는 이 격조사 ‘-을’과 ‘물론고’가 결합된 ‘~(을) 물론고’ 구성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개화기 한국어에는 ‘~(을) 물론고’ 구성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른 형식의 

구성 ‘물론 ~고’ 구성이 존재한다. 3장에서는 이 두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3.1. ‘~(을) 물론고’ 구성

‘~(을) 물론고’ 구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성의 선행 성분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이 구성에서 조사 ‘-을’ 앞에는 오직 명사구만이 올 수 있는데 

이 선행 명사구는 ‘망라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망라성’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14) 하나

는 문법적 수단으로 병렬어 혹은 병렬구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병렬어는 병렬에 

의해 형성된 형태적 구성이고, 병렬구성은 병렬에 의해 형성된 통사적 구성이다(주지

연 2015:24). 다른 하나는 어휘적 수단으로 부정(不定)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혹은 망라성을 표시할 수 있는 어휘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망라성’을 지닌다는 것은 ‘~(을) 물론고’ 구성의 선행 명사구가 “하나의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을) 물론
고’ 구성은 “선행 명사구가 제공한 해당 집합의 개체들의 성격과 상관없이 주절에서 

논의하는 결과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제부터 선행 명사구의 유형 및 특징과 함께 ‘~(을) 물론고’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3) ㄱ. 우리 죠션도 일본 길노 말암아 젼교되면 응당이 귀쳔을 물론고 귀

화 쟈ㅣ 만흐리라 더라 <경향보감 1:8>

ㄴ. 하이 사을 심 사마다 각각 긔가 가진 의무(義務)가 잇스

니 이 의무 존비귀쳔을 물론고 다 잇지라 <독립신문 1899년 2

월 20일> 

13) 실제로 개화기 자료를 보면 19세기에는 ‘-던지’가 사용되고 20세기에는 ‘-던지’와 ‘-든지’가 혼용된
다. 여기서는 현대 한국어 표기법에 따라 ‘-든지’로 표기했다. 

14) 망라성은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성질”을 의미한다(주지
연 20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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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귀쳔부귀를 물론고 마암과 이 셔로 갓하 셔로 남으렬  지긔를 

맛남에셔 더 지날 것이 업니 <설중매 74>

ㄹ. 연방 약을 지어다 어셔 려 먹이라 당부를 니 함진에 듯고 보
는 상하로소 물론고 분쥬히 약을 쉴  업시 리 톄 다가 

함진만 사랑으로 나가면 그 약은 간다 보아라 귀신 노만 볼으 
<구마검 3> 

ㅁ. 젼국 사들이 귀쳔과 남녀와 로쇼를 물론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샤이 넉이 명일노 삼엇대 이 날은 누구던지 범샹 와 치 

다른 무를 보지 아니고 <독립신문 1899년 12월 2일>

ㅂ. 일은 민와 형를 물론고 쳥리다가 피고를 무쇼로 얼근 민인이 

잇스면 즁히 다릴 터이니 쇼지를 반다시 죵실히  일이며 <독립신

문 1898년 5월 3일> 

예문 (3)에서 ‘~(을) 물론고’ 구성을 선행하는 명사구는 ‘귀쳔, 존비 귀쳔, 귀쳔부

귀, 상하로소, 귀쳔과 남녀와 로쇼, 민와 형’이다. 이 명사구들은 모두 한자어로 

이루어졌고 또한 서로 대립되거나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병렬어 또는 병렬구성이다. 

예컨대, (3ㄱ~3ㄹ)에서 ‘귀쳔, 존비 귀쳔, 귀쳔부귀, 상하로소’는 서로 반대 및 

대등 관계를 나타내는 한자 어근에 의해 만들어진 병렬어이다. 반면에, (3ㅁ), (3ㅂ)

에서 ‘남녀와 로쇼’, ‘민와 형’는 병렬표지 ‘-와’에 의해 만들어진 병렬구성이다. 

병렬어이냐 병렬구성이냐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선행 명사구들은 모두 

망라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개체를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3)에서 보여준 예문들은 ‘~(을) 물론고’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3ㄱ)

은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귀화할 사람은 많다는 의미이고 (3ㄴ)은 ‘존, 비, 귀, 

천’과 상관없이 사람마다 가지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3ㄷ~3ㅂ)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다음 예문 (4)의 선행 명사구에서는 병렬어가 수식 성분이거나 피수식 성분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4) ㄱ. 하운셀 목는 관공 립 학교를 물론고 한국 모든 학교 졍도를 드

러 론평엿스며 <신학월보 5:94>

ㄴ. 婦女 强奸다가 自盡에 致 者 奸事의 成 未成을 勿論고 

幷히 絞에 處이라 <경향보감 1:364>

ㄷ. 맛당히 각국의 부강 근원을 여 그 됴흔거 나라의 대쇼와 디구의 

동셔를 물론고 모도 취여  합즁정치를 셰워 셰계 각국에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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놉흔 문명부강지국이 되게  거시 엇지 됴흔 줄을 모로리오 <매일

신문 1898년 6월 27일>

ㄹ. 학문의 유무와 지식의 심쳔과 인픔의 고하를 물론고 보국의 아은 

보국이오 판셔의 아은 판셔ㅣ며 참판의 아은 참판이오 문관의 집

은 로 문관이며 무반의 집은 로 무반이 되어 <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22일>

예문 (4ㄱ)에서 병렬어는 ‘관공 립’으로 ‘학교’를 수식해 주고 있고 (4ㄴ)에서 

병렬어는 ‘成 未成’으로 ‘奸事’의 수식을 받고 있다. 여기서 (4ㄱ)의 의미는 관립 

학교이든 공립 학교이든 사립 학교이든 하운셀 목사는 따지지 않고 모두 논평하 다

는 의미이고 (4ㄴ)의 의미는 사건의 이루어짐과 이루어지지 않음과 상관없이 범인은 

교형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4ㄷ~ㄹ)의 선행 명사구는 (4ㄱ~ㄴ)에서와 같이 

병렬어를 포함한 명사구 여러 개가 다시 대등하게 나열되어 병렬구성을 만든 경우이

다. (4)에서 나타난 선행 명사구는 예문 (3)에서보다 조금 복잡해진 모습이지만 

의미는 기본 구조와 동일하다. 

(5) ㄱ. 하나님의 대로 우리의게 주시난 일 중 놉고 낫고 적고 큰 거슬 물론

하고 다행할 능도 잇스며 남의 압헤 주의 일을 온전이 하야 주서 

즐기시는 바도 될 권능이 잇스니 <신학월보 3:290>

ㄴ. 문 사의 몸을 부르리거나 베히거나 졍긔  쟈의게 무 벌이

뇨 답 시작고 라 거 물론고 다 교니라 (第四百七十四
條 人의 身體 折割거나 精氣 採取 者 首從을 不分고 

並히 絞에 處이라) <경향보감 1:219>

ㄷ. 문 강도질이나 도적질 에 사을 죽인 쟈 무 벌이뇨 답 시작

과 치 을 물론고 다 교에 쳐니라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 行 時에 人을 殺 者 首從을 不分고 並히 絞에 處
이라) <경향보감 1:228>

ㄹ. 벽파라 벽파라  것은 션고 악을 물론고 벽파여 업시 

라 이 아니라 악 쟈 벽파고 션 쟈를 보젼라 이며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0일> 

ㅁ. 문 엇던 고에셔는 술을 고 아니을 물론고 대동에는 이십여원

식, 쇼동에는 오원식 밧아가니 이것이 법에 잇 일이뇨 <경향보감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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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3~4)의 경우 선행 명사구는 거의 한자어이고 모두 명사로 이루어졌지만 (5)의 

경우에 선행 명사구는 병렬구성이 의존명사 ‘것’이나 명사형 어미 ‘-음’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명사구이고 대부분 고유어이다. (5ㄱ)에서 선행 명사구는 ‘놉고 낫고 적고 

큰 것’으로 여기서 병렬구성은 ‘놉고 낫고’와 ‘적고 큰’이다. (5ㄴ)과 (5ㄷ)은 동일한 

자료에서 발견된 예문이다. 두 예문에 해당되는 한문 원문에서는 모두 병렬어 ‘首從’

이 사용되었지만 (5ㄴ)에서는 ‘시작고 라 것’으로 표현되었고 (5ㄷ)에서는 

‘시작과 치 ’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을) 물론고’ 구성에 선행하는 명사구

는 의존명사 ‘-것’과 결합하는가, 명사형 어미 ‘-음’과 결합하는가에 있어서 수의적이

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ㄹ)과 (5ㅁ)은 모두 ‘-음’을 통해 만들어진 명사구이

다. (5ㄹ)은 병렬구성 어휘적인 반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병렬구성으로 ‘션고 

악-’에 ‘-음’이 결합된 경우이고 (5ㅁ)은 부정소 ‘아니’에 의해 형성된 통사적인 

반의 관계를 가지는 ‘술을 고 아니-’에 ‘-음’이 결합된 경우이다. 여기서는 병렬표

지 ‘-와/과’ 외에 어미 ‘-고’가 사용된 모습이 보인다. 

(6) ㄱ. 즁고시에 인문이 열니지 아니여 동셔양 어 나라 물론고 

노례 두 풍쇽이 셩으로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0일>

ㄴ. 이이에 신휴씨가 령쳔학계를 조직고 리용직씨가 한산 학회를 조

직야 각기 일반 가족을 단결야 팔도에 엇던 곳을 물론고 무릇 

동종의 후손들이 다수히 근거여 사 디방에 학교 셜립기로 

경  즁이오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11일>

ㄷ. 三은 엇더 것을 물론고 뎡 셔료 이외에 갑슬 달나 거나 밧

거나 는 브로 문셔의 죠희수를 만히 야 갑슬 탐 일 <경향

보감 4:326>

ㄹ. 일본국의 관광단이 대한국을 건너옴은 각 당파 물론고 학문지식 

녁녁며 경륜포 넓은 쟈로 지우 션뎡야  번 관광고 가

면 졍샹에 엇지이 리해득실되 것을 고져 이로다 그 계
이 긔괴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5일> 

ㅁ. 대저 돈 쓰는 거슬 의론컨대 세계 인종을 물론하고 자상달하로 모도 다 

돈으로 사는데 어천만사에 돈 전(錢) 자가 제일이라 <신학월보4:4>  

위에서 제시한 예문 (3~5)에서 선행 명사구는 병렬어 혹은 병렬구조가 사용되어 

망라성이 표현된 구조이지만 (6)의 경우는 어휘적인 방법으로 망라성을 보여준 예문

이다. (6ㄱ~ㄷ)의 선행 명사구는 각각 ‘동셔양 어 나라, 엇던 곳, 엇더 것’으로 

모두 부정(不定)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어’와 ‘엇던’은 지시관

형사이고 ‘엇더-’는 지시형용사이다. 일반적으로 지시관형사는 관련되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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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이를 때 사용된다. 서정수(1996)에 의하면, 지시관형사는 

뒤따르는 체언을 단순히 가리키거나 지정하는 구실을 하고 피수식어의 수량이나 

속성을 한정하지 않는다(박병선 2004:63). 따라서 ‘동셔양 어 나라, 엇던 곳’은 

특별히 제한이 되지 않은 수많은 ‘나라’와 ‘곳’을 망라하게 된다. 한편, 통시적으로 

볼 때 ‘엇던’은 ‘엇더-+-ㄴ’의 구조에서 변천되었기 때문에 지시형용사 ‘엇더-’는 

‘엇던’과 동일한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예문 (6ㄱ~6ㄷ)에서 

나타난 선행 명사구들은 부정(不定)적인 어휘를 통해 망라성을 표현하고 있다. (6

ㄹ~6ㅁ)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 선행 명사구는 ‘각 당파, 세계 인종’으로 

‘각’과 ‘세계’라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망라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을) 물론고’ 구성은 한 문장 속에 내포된 부사절이다. 이 경우 

조사 ‘-을’에 선행하는 명사구는 망라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을) 물론고’ 구성은 “망라성을 지닌 선행 명사구에서 제시한 개체 

중 어느 개체든 상관없이 주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3.2. ‘물론 ~고’ 구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지만 ‘~(을) 물론고’ 구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물론 ~고’ 구성이 있다. 다음 예문 (7)을 보겠다. 

(7) ㄱ. 이에셔 엇지 더 큰 죄인이 잇며 밋친 사이 잇리오 그런고로 술

이란 것은 물론 귀쳔고 사 되고 못 먹을 거시니라 <신학월보

2:257>

ㄴ. 올흔 일  졍부에셔 무 일을 던지 물론 대쇼고 신문 보고 

원을 쳥야 그 의론 리에 참례게 야 <독립신문 1897년 

6월 3일>  

ㄷ. 위관등이 병뎡을 식혀 류가를 무슈 난타여 긔지 경이라  
물론 이일 져일고 북쳥 등디 셩들은 위관등의 악을 이긔지 못 

야 원망이 랑고 <독립신문 1897년 1월 23일>

ㄹ. 젼일 양반 텬디에 샹사은 물론 죄지 유무고 지며 치고 돈량 

길 와 지금 엇더뇨 <독립신문 1897년 3월 18일>

ㅁ. 쟝년 팔월에 변을 드러스니 금 이후로 물론 대쇼 관원고 그 

당의 문에 인연야 길을 엇은 쟈 일병 면직고 그 친쇽은 국죠에 

녯 법률노 다리면 란류가 다시 니러나지 못 거시요<독립신문 

1897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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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7)을 보면 ‘물론 ~고’ 구성은 문장 속에서 내포된 부사절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한국어의 각도에서 분석을 하면 ‘물론 ~고’ 구성은 부사 ‘물론’과 ‘~다’형 

동사가 단순하게 결합된 구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고’의 

어형들은 모두가 단일한 단어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고’는 하나의 단어로 보기 어려울 

듯하다. (7)에서 보여준 ‘귀쳔고, 대쇼고, 이일 져일고, 죄지 유무고, 대쇼 

관원고’는 하나의 단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미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론 ~고’ 구성은 ‘[[물론]+[~고]]’의 형식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고’ 구성은 문장 속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을) 물론고’ 구성과 

마찬가지로 통째로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물론’과 ‘고’ 사이에 개재된 성분은 

‘~(을) 물론고’ 구성 중의 선행 성분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대쇼’는 

병렬어이고, ‘이일 져일’은 병렬구성이며, ‘죄지 유무, 대쇼 관원’은 병렬어를 포함한 

명사구들이다. 게다가 이 두 구성이 표현하는 의미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구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느 구성이 먼저 생겨났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본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8세기 후기 때 ‘물론’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본고에

서 검색한 자료에 의하면 18세기에 ‘물론’은 총 3회가 검색된다. 다음 예문 (8)을 

보겠다. 

(8) ㄱ. 이 일이 그륻되면 인역이 蕩敗기 姑捨勿論고 脣亡則齒寒이라 

오니 貴國인들 아니 害롭온가 <隣語大方 3:4b> 

ㄴ. 그 曲折을 實未可曉오와 自歎올  아니오라 兩國 間 일을 勿論 

公私事고 約束을 定여 두온 후 約束 로 서 擧行 
거시 事理의 아니 당연니읻가 <隣語大方 7:16b>  

ㄷ. 楣와 梁과 枋과 桁을 勿論고 塵土ㅣ 만히 袞亂야시면 잡도히 어

즈럽단 말이라 (勿論楣梁枋桁고 塵土ㅣ 多袞亂이면 方是오 <增修
無寃錄諺解 2:8b>) <增修無寃錄諺解 2:9b>     

예문 (8ㄱ)에서는 ‘姑捨勿論고’가 쓰이고 있다. 이는 ‘고사물론’에 ‘다’가 접미되어 

만들어진 결과라고 본다. 한문 ‘고사’의 기본의미는 “잠깐 접어두다”로서, 앞의 사실보

다 뒤의 사실이 더 심하거나 좋지 않을 때 “커녕, 더 말할 나위도 없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한편, 여기서 나타난 ‘물론하다’는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기본의미 ‘언급하

지 않다, 논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보거나 현대 한국어 ‘물론이다’에 해당되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점진적인 의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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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후자로 보아야 할 것 같지만, 그러한 점진적인 의미가 ‘고사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전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15) 요컨대, (8ㄱ)에서 ‘고사물

론다’의 의미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여 나타낸 것으로 판단해

야 할 것이며, 이것이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8ㄴ)에서는 ‘물론 ~고’의 구성으로 “勿論 公私事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상관없이, 논의할 필요 없이”라는 의미로서,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8ㄷ)에서는 언해문과 동시에 

구결문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을 물론고’ 구성과 ‘물론 ~고’ 구성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구결문 ‘勿論楣梁枋桁고’는 한문 원문 ‘勿論楣

梁枋桁’ 뒤에 ‘다’가 결합된 구성이고 ‘楣와 梁과 枋과 桁을 勿論고’는 해당 

구결문을 한국어 어순에 따라 번역해서 만들어진 구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이 한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程亞恒(2014)은 현대 중국어 접속사 ‘무론(無論)’의 역사적인 문법화 과정과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론’은 ‘無論, 毋論, 勿論’ 등 여러 표현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16)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여러 표현이 ‘無論’으로 통일되었지만 이러한 

양상이 한국어에서는 좀 다른 듯하다. 한국어에서는 ‘無論’에 대한 중국어의 여러 

가지 표현이 모두 차용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물론’의 형태로 통일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이언언해에는 ‘물론고’가 3회 사용되었는데 한문 원문을 보면 2회는 

‘無論’, 1회는 ‘不論’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불자뎐에서는 ‘無論’을 ‘물론다’

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예문 (5ㄴ~5ㄷ)에서는 ‘不分고’를 ‘물론고’로 표현했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無論’을 살펴보는 과정은, 개화기 한국어의 ‘물론’을 논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겠다.

‘무론’은 처음에는 부정사 ‘무/물’과 동사 ‘논’의 단순한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동사이었다. 그렇지만 이 ‘무론’은 6세기 말부터 문법화가 시작되어 접속사의 기능을 

갖게 되었는데,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무론’과 일반 동사로 사용

되는 ‘무론’의 비례가 3.9:1이 되었다고 한다(程亞恒 2014:67).17) 현대한어팔백사

(現代漢語八百詞)에 의하면 접속사로 기능하는 ‘무론’은 “부정칭 의문대명사를 

포함한 문장 혹은 선택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이 대등하게 나열된 문장 속에 사용되어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결과 혹은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18) 

15) ‘고사다’도 ‘물론다’와 마찬가지로 ‘~은 고사고’와 같은 구성으로 표현되어 선⋅후행절이 
점진적인 의미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後에 밤 업시 葡萄田을 파 
보아도 金銀은 姑捨고 銅錢도 업이다 <신정심상 1:26a>”

16) 程亞恒(2014:67)에 의하면 ‘무론’을 포함한 여러 형태들은 현대 중국어에 이르러서야 ‘無論’의 
형태로 통일이 완성되었다. 

17) 강병규(2012:17)에서도 중국어 ‘無論’은 청나라(17세기 30년대)에 이르러서 급격히 사용이 많아
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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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고에서 살펴 본 부사어로 사용된 ‘물론하고’와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어 역사 속에서 ‘물론’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중국어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는 ‘무론’이 개화기 한국어에서는 ‘물론 ~고’ 구성과 ‘~을 

물론고’ 구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후 순서를 보자면 ‘물론 ~고’ 

구성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성이 한국어화되는 과정 중에서 ‘~을 

물론고’ 구성이 생긴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구성은 개화기 때까지 공존하다가 

현대 한국어에 접어들면서 소멸되었다.  

4. ‘물론다’의 세 가지 용법의 차이점

이상으로 2장과 3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는 ‘물론다’의 두 가지 용법과 부사어로 

사용되는 ‘물론고’의 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표는 세 가지 ‘물론하다’의 

특징을 보여 준다. 

표 2. 세 가지 ‘물론다’의 차이점

문법 기능 선행 성분 활용 양상 의미 특징 

서술어

‘물론다1’
서술어 (생략 불가) - 제약 無 - 제약 無 - 한자 형태소에 의한 기본 

의미

서술어 

‘물론다2’
- 복문: 선행절 서술어

(생략 불가) 
- 조사 

‘-은’
- 어미 

‘-고’
- 점진적인 의미 

부사어 
‘물론고’

- 내포문: 내포절 부사어
(내포절 전체 생략 가능) 

- 조사 
‘-을’

- 어미 
‘-고’

- 조건/환경과 상관없이 결
론에는 향을 미치지 않
음을 뜻함. 

2장에서 언급했듯이 서술어 ‘물론다1’은 타동사이고, 활용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다1’은 일반 용언처럼 문장 속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는 

데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서술어 ‘물론다2’는 대체로 ‘~은 물론고’의 

구성으로 사용되므로 ‘물론하다1’에 비하여 어느 정도 활용에서 제약을 받는다 하겠

다. 한편, 부사어 ‘물론고’는 선행하는 명사구와 함께 ‘~(을) 물론고’의 구성으로

만 사용되므로 활용에서 가장 심한 제약을 받는다. 여기서 세 ‘물론다’가 문법화된 

정도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8) 원문은 다음과 같다(程亞恒 2014:65). “用于有表示任指的疑问代词或有表示选择关系的并列
成分的句子里, 表示在任何条件下结果或结论都不会改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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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 ‘물론다’의 문법화 순위

서술어 ‘물론다1’ → 서술어 ‘물론다2’ → 부사어 ‘물론고’

서술어 ‘물론다2’와 부사어 ‘물론고’는 선행하는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

가 쉽다. 문제는 서술어 ‘물론다1’이 복문에 사용되어 ‘~은 물론고’와 같은 

구성 혹은 ‘~을 물론고’와 같은 구성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서술어 ‘물론다2’와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사어 ‘물론고’와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우선 전자에 대해 살펴보겠다. 

4.1. 서술어 ‘물론다1’과 ‘물론다2’

이 부분은 2장에서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서술어 ‘물론다1’과 ‘물론다2’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물론다’를 기준으로 하 을 때, 선⋅후행절의 목적어 성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느냐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다1’과 같은 경우, 선⋅후

행절의 목적어는 대체로 서로 대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물론다2’의 경우, 

위에 대당하는 목적어들은 점진적인 의미 양상을 보인다. 

다른 하나는 ‘물론다’의 목적어가 지니는 의미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다. ‘물론다1’은 목적어에 대해 단순하게 “논의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라는 

실질적인 어휘 의미를 나타내지만, ‘물론다2’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목적어가 

명사이거나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일 때는 의미적으로 후행절(=주절)의 서술어와 

관련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목적어가 명사형 어미나 의존명사에 의해 만들어진 

명사구로 동사적인 의미를 지닐 때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4.2. 서술어 ‘물론다1’과 부사어 ‘물론고’

서술어 ‘물론다1’과 부사어 ‘물론고’의 차이는 대체로 네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차이는 생략과 관련된 현상이다. 서술어 ‘물론다1’는 문장 안에서 필수성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해 버린다면, 해당 문장은 비문이 되거나 원래의 의미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부사어 ‘물론고’의 경우에는 그것이 포함된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물론고’는 선행 명사구와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는 바, 

선행 명사구와 ‘물론고’는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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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론고’를 단독으로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을) 물론고’ 구성(=문장 

안에 내포된 부사절 전체)을 생략하는 것은 가능하다. 앞서 제시했던 예문 (1ㄱ), 

(3ㄱ), (5ㄴ), (6ㄱ)을 다시 인용해서 보겠다. 

(9) ㄱ. 하님 도 과연 권능이 게시도다 른 나라 물론고 이 두어 나

라히 교화에 유익을 엇은 거 보면 교화에 효험이 우 만코  이러

케 광대 업은 텬하에 졔일 큰 줄 아니다 <신학월보 2:276> 

<= 예문 (1ㄱ)>  

ㄱ′. *하님 도 과연 권능이 게시도다 른 나라 이 두어 나라히 교

화에 유익을 엇은 거 보면 교화에 효험이 우 만코  이러케 광

대 업은 텬하에 졔일 큰 줄 아니다 

ㄱ″. 하님 도 과연 권능이 게시도다 이 두어 나라히 교화에 유익을 엇

은 거 보면 교화에 효험이 우 만코  이러케 광대 업은 텬

하에 졔일 큰 줄 아니다

(10) ㄱ. 우리 죠션도 일본 길노 말암아 젼교되면 응당이 귀쳔을 물론고 

귀화 쟈ㅣ 만흐리라 더라 <경향보감 1:8> <= 예문 (3ㄱ)>  

ㄱ′. 우리 죠션도 일본 길노 말암아 젼교되면 응당이 귀화 쟈ㅣ 만흐

리라 더라 

ㄴ. 문 사의 몸을 부르리거나 베히거나 졍긔  쟈의게 무 벌이

뇨 답 시작고 라 거 물론고 다 교니라 <경향보감 

1:219> <= 예문 (5ㄴ)>  

ㄴ′. 문 사의 몸을 부르리거나 베히거나 졍긔  쟈의게 무 벌

이뇨 답 다 교니라  

ㄷ. 즁고시에 인문이 열니지 아니여 동셔양 어 나라 물론
고 노례 두 풍쇽이 셩으로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0

일> <= 예문 (6ㄱ)>  

ㄷ′. 즁고시에 인문이 열니지 아니여 노례 두 풍쇽이 셩
으로  

예문 (9)는 서술어 ‘물론다1’이 사용된 예이다. (9ㄱ′)에서처럼 ‘물론고’만을 

생략했을 때 문장은 비문이 되었고 (9ㄱ″)에서처럼 목적어를 포함한 “른 나라 
물론고”를 생략했을 때는 비문은 아니지만 원래 문장의 부분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9ㄱ)은 다른 나라들은 모두 논하지 않고 이 두 나라에 

한해 교화에 유익을 얻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9ㄱ″)의 경우,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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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달라진다. 두 나라가 교화에 유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9ㄱ)과 차이가 없지만, 

그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교화에 있어 유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술어 ‘물론다1’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반면, (10)에서는 ‘~(을) 물론고’ 구성 전체를 생략해도 비문이 

되지 않으며, 더불어 해당 구성을 생략한 뒤에도 그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부사어 ‘물론고’의 경우, 선행 명사구를 포함한 부사절 

구성 전체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차이는 선행 성분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다. 서술어 ‘물론다1’의 경우, 

선행 성분은 목적어 성분으로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사어 ‘물론
고’의 선행 성분은 반드시 망라성을 지닌 명사구여야 한다. 이 명사구들을 구성하는 

요소는 한자어들이 대부분이고 의미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19)  

표 4. ‘~(을) 물론고’ 구성 중 선행 명사구의 특징

유형 예시 

대등/대립 
관계를 지닌 
병렬어 혹은 

병렬구성 

[M+…+M]N: 귀쳔, 대쇼, 쥬야, 고금, 관동(冠童); 동셔남븍, 빈부강약
[[M+M]+M]N: 동셔양, 대쇼, 한일인
[N+N]NP: 민와 형, 등긔와 통샹, 남녀와 로쇼, 이일 져일, 녜와 지금; 동셔양 사람
[[N+N]+N]NP: 관공 립 학교
[N+[N+N]]NP: 奸事의 成 未成, 범죄의 경즁, 각 도 각 군 산림의 국유 민유
[NP+…+NP]NP: 나라의 대쇼와 디구의 동셔, 학문의 유무와 지식의 심쳔과 인픔의 고하
[[[N+엣]+것]NP+…+[[N+엣]+것]NP]NP: 령신엣 것과 형질엣 것
[[[N+…+N]+엣]+것]NP: 이왕 현 미엣 것 
[[VP+…+VP]+ㄴ것]NP: 놉고 낫고 적고 큰 것, 시작고 라 것, 어엿부고 츄 것
[[VP+…+VP]+[-음]]NP: 션고 악, 술을 고 아니

부정(不定) 
의미를 지닌 
어휘에 의해 

구성된 
명사구

[지시관형사+N]NP: 어 잔, 어 나라, 
[N+[지시관형사+N]NP]NP: 동셔양 어 나라
[지시형용사+N]NP: 엇던 곳
[[지시형용사+N]NP+…+[지시형용사+N]NP]NP: 엇던 포구와 엇던 쟝시

특정 어휘 
구성 

[N+N]NP: 각 당파, 세계 인종

세 번째 차이는 서술어 ‘물론다1’과 부사어 ‘물론고’가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서술어 ‘물론다1’는 문장 안에서 목적어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라는 본동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부사어 ‘물론고’는 

부사절의 형식으로 한 문장 안에 내포되어 “망라성을 지닌 선행 명사구가 제공한 

환경 또는 조건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해당 문장의 주절은 “내포절이 제공한 환경 또는 조건과 상관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19) A=형용사, N=명사, V=동사, M=형태소. 김창섭(2001: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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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서술어 ‘물론다1’은 한자 

형태소의 의미가 그대로 합성된 어휘동사이지만 부사어 ‘물론고’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문법화된 동사이라고 할 수 있다.20) 

네 번째 차이는 부사어 ‘물론고’와만 관련되는 특징으로 ‘물론 ~고’ 구성과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교체 현상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선행 명사구가 

명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다음 예를 보겠다. 아래의 예문 중 일부는 

앞서 제시한 예문을 재인용한 것이다. 

(11) ㄱ. 우리 죠션도 일본 길노 말암아 젼교되면 응당이 귀쳔을 물론고 

귀화 쟈ㅣ 만흐리라 더라 <경향보감 1:8> <= 예문 (3ㄱ)>  

ㄱ′. 밋친 사이 잇리오 그런고로 술이란 것은 물론 귀쳔고 사 되
고 못 먹을 거시니라 <신학월보 2:257>

ㄴ. 텬쥬ㅣ 친히 광대 것과 미쇼 것을 셧스니 대쇼를 물론고 

만물을 다 히 죠관시며 동으로브터 셔편에 니히 용히 왕
샤 만물을 게 안시고 죠관신다 엿스니 <경향보감 

2:378>

ㄴ′. 올흔 일  졍부에셔 무 일을 던지 물론 대쇼고 신문 보

고 원을 쳥야 그 의론 리에 참례게 야 <독립신문 

1897년 6월 3일> <= 예문 (7ㄴ)>

ㄷ. 각회 즁에 션혹 악이 가쟝 낫하 쟈를 실야 히여 엄히 

잡아 불일 로 법에 빗쵸이며 대쇼 관원을 물론고 진실노 혹 호사

라도 괘탕야 은특 것을 용인 폐가 잇스면 당히 듯 바를 

라 간려 바 단뎡코 용 아니 것이니 <독립신문 1898년 

11월 7일>

ㄷ′. 쟝년 팔월에 변을 드러스니 금 이후로 물론 대쇼 관원고 그 

당의 문에 인연야 길을 엇은 쟈 일병 면직고 그 친쇽은 국죠

에 녯 법률노 다리면 란류가 다시 니러나지 못 거시오 <독립신

문 1897년 1월 7일> <= 예문 (7ㅁ)>

ㄹ. 주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은 경향을 물론하고 이 월보를 맛당이 다 사

서 보시기를 바라며 <신학월보 4:3>

20) 문병열(2015)에 의하면 조사 상당 구성은 [조사+용언 활용형]의 고정된 구성으로 그 전체가 조사 
상당의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을 가리킨다. 현대 한국어의 ‘~은 물론이-’ 구성은 다양한 활용형을 
보이기 때문에 조사 상당 구성으로 보기 힘들겠지만 개화기 한국어의 ‘~(을) 물론고’ 구성은 
조사 상당 구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듯하다. 한편, 조사 상당 구성의 형성 과정으로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문법화이다(문병열 2015:186). 개화기 한국어에서 서술어 ‘물론다2’와 부사어 
‘물론고’는 서술어 ‘물론다1’에 비해 모두 문법화가 진행된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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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물논 경향고 인민의 남의 돈 몃 량 몃 쳔량 몃 만량을 엇어다가 

쓸  한과 약죠를 단단히 야 가지고 간 후 한을 넘기지 말고 <독

립신문 1896년 11월 15일>

예문 (11ㄱ~ㄹ)을 보면 ‘~(을) 물론고’ 구성과 ‘물론 ~고’ 구성은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구성의 교체 현상은 다음과 같은 표로 표현할 

수 있다. 

표 5. ‘물론 ~고’ 구성과 ‘~(을) 물론고’ 구성의 교체 현상  

물론      NP+고

NP(을)    물론+고

위의 표는 ‘물론’과 ‘물론’의 목적어인 명사구의 어순을 바꿈으로써,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문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서로 달라진다는 현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물론 ~고’ 구성은 한문 어순을 그대로 가져온 구성이

고, ‘~(을) 물론고’ 구성은 한국어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구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물론 ~고’ 구성은 그 용례가 많지 않고 또한 그 사이에 삽입되는 명사구는 

한자어라 하기보다 ‘상하, 귀쳔, 대쇼, 죄지 유무’ 등 한문투 어휘들로 구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을) 물론고’ 구성은 개화기 ‘물론다’의 용례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선행 명사구는 한문투 어휘, 한자어, 고유어 등 매우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점도 본고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5. 결론 및 남은 과제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어 ‘물론’은 단독으로 사용되어 부사로 기능하거나 ‘물론이

다’의 형태로 구문을 형성한다. 그러나 개화기 한국어에서 ‘물론’은 현대 한국어에서

와 달리 주로 ‘물론다’의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본고에서는 개화기 

‘물론다’의 용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화기 한국어에서 ‘물론다’는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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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의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어의 용법이다. 

서술어의 용법은 ‘물론다’가 문장 속에서 서술어로 등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물론다’는 한자 형태소 

‘물(勿)’과 ‘론(論)’의 의미가 그대로 합성되어 만들어져 “논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이다. 두 번째 ‘물론다’는 주로 ‘~은 물론고’ 

구성으로 사용되어 점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첫 번째 ‘물론다’보다 

상대적으로 문법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 구성은 현대 한국어 ‘~은 물론이고’ 구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부사어의 용법은 ‘물론다’가 ‘~(을) 물론고’ 구성으로 사용되어 문장 속에서 

부사절로 내포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 구성에서 ‘물론고’에 선행되는 성분은 명사구

이고 또한 이 명사구는 망라성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을) 물론고’ 구성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주절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개화기 자료에서는 ‘물론 ~고’ 구성도 나타나는

데 이 구성은 해당 한문 원문에 ‘고’를 추가하여 그대로 가져온 표현이고, ‘~(을) 

물론고’ 구성은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한국어화된 표현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1890년부터 1910년까지의 개화기 자료를 중심으로 ‘물론

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화기의 ‘물론다’는 부사어로 사용된 빈도가 가장 높았

다. 본고에서는 ‘물론다’의 부사어 용법 중 ‘~(을) 물론고’ 구성에 한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물론다’의 사용 양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을’이 아닌 

어미 ‘-든지, -나, -니’ 등과 결합한 ‘물론고’ 구성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하겠다. 한편, 현대 한국어에서 ‘물론’의 동의어로 

논의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무론’이 개화기 때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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