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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균형성과 표성을 갖춘  국어 원시 문어 균형 말뭉치를 연구 자료로 

삼아, {가지고}와 {어 가지고}류에 해당하는 련 문장을 추출한 다음, 해당 어미류에 

 * {어 가지고}류 구문이라 함은 {어 가지고}, {어 갖고}, {어가} 구문을 뜻한다. 제목 

기술의 편의를 해 {어 가지고}류 구문이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범 희

(2009)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된 자료  결과를 기 로 하고 있지만 그것의 연구 

내용은 차별화가 있음을 밝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연구 주제의 차별화가 있으며 

연구   내용을 기술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별화가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남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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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서술어의 Z값을 추출해 그것의 실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 이 있었다.

검색 범 를 어 로 구분해 진행한 본 연구는 {가지고}와 {어 가지고}류 련 구문의 

후행 서술어 실  양상과 련해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 다. 첫째, 

연구자 직 으로 산출한 결과물이든 말뭉치 검색 결과물이든 그리고 그것이 소수의 자료

이든 용량 자료이든 해당 검색 범 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

다. 둘째 공통 어형에 해당하는 {가지고}의 어휘  의미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당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가 다양해지면서 의사소통의 차원도 넓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가지고} 구문의 ‘있다(01)’와 {어 가지고} 구문의 ‘오다(01)’와 ‘가다(01)’ 

서술어로 검증하 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물’과 ‘비구체물’로 나 어 검증했을 때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남도 검증해 보 다.

주제어 : 말뭉치, 어미, 문어, 가지고, 어 가지고, 어 갖고, 서술어, 용법 기반 언어학, 패턴, 

Z값

Ⅰ. 서론

인간 발화의 존재 이유는 ‘무언가’를 타인(他人)에게 하고 싶어서이고 

그 ‘무언가’는 ‘의사소통  의미’1)일 것이다. 그것의 형  형식이 체로 

 1) 본고의 ‘의사소통  의미’는 비언어학자, 이를테면 일반인들이 해당 구문이나 해당 

어휘를 말하거나 읽거나 듣거나 쓸 때(의사소통 행 시) 해석해낼 수 있는 ‘사용 의미’ 

는 ‘해석 의미’에 가깝다(따라서 의사소통  의미는 ‘구어 자료’든 ‘문어 자료’든 의사

소통 행 가 이루어진다면 구분없이 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본고에서 일반인들의 

사용 의미나 해석 의미를 더 높이 사는 이유는 언어는 역사 , 개체 발생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에서 언어학자가 분석해 내는 ‘-고 있다’나 ‘어 가지고’를 

한 덩어리로 삼아 보조 용언으로서 추출해내는 ‘상  의미’를 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  의미는 

체로 여기에 기반한 것이다. 그 다고 해서 언어학자들이 주로 산출해 낼 수 있는 

상  의미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표 3’과 같은 논의에서 항목별(㉠, ㉡, ㉢) 경우

의 를 모두 제시한 과 ‘1) 의사소통  의미’  ‘4) 의사소통  의미(최종)’ 등과 

같은 ’자세한 과정‘을 기술한 것은 일반인들의 의사소통  의미(사용 의미 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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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phrase)와 (clause)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장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참여자를 나타내는 기호  요소와 이들이 참가하는 사건  사태를 나타내

는 기호  요소로(김창구 역(2011: 307～308))”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

간은 기호를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의사소통에 사용하는데 이 경우 패턴의 

발생으로 문법 구문으로 더욱 견고해져2)’ 간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패

턴도 해당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의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도 문법화 과정을 겪고 있는 구문이 있다. 아래는 이것에 주목한 선

행 업 을 개 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연구자가 생성한 자료를 연구 상으로 삼은 논의

․이상규(1982), 김태엽(1987), 성낙수(1999) 등: ‘가지다’와의 형태  련성

에 주목, {어 가지고}의 분포와 의미 특성, 서술어 통합 계 고찰, {어서}와 

비교, 입말체

(2) 사 류

․문화 부(2001): 가지다, 어가지고, 가지고의 제약 계  의미 기능과 

용례 제시

선행 업 들도 본고처럼 공통 어형에 주목해 논지를 개하 다. 그 지

의미)와 언어학자가 주로 추출해내는 의사소통  의미 모두를 고려하 기 때문이다. 

이에 해 익명의 심사자  한 분은 항목(㉠, ㉡ 등)의 지나친 세분화가 불필요하다고 

했고 오히려 다른 한 분은 명료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보 다. 본고의 집필 의도는 

후자의 심사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자의 심사평도 존 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부분의 이해를 돕기 한 것을 각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의미는 개별 인 언어 기호로부터 얻게 되지만, 부분 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패턴 자체에서도 얻게” 되며 “이를 획득한 문법화 과정상의 문법 구문은 더 높은 차원

의 의사소통  힘을 가질”(김창구 역(2011:17))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514  韓民族語文學 第62輯

만 본고처럼 ‘의사소통  의미’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연구자 주 에 의한 

선정 자료 는 연구자 직 에 의한 생성 자료를 상으로 기술하 고 설

령 말뭉치를 이용하더라도 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자료로 

삼은 경향성을 보인다. 한 서술어의 목록  빈도, 자료로 삼은 텍스트에

서 차지하는 비율(텍스트 비율), 그리고 양 인 연구에서 통계 으로 의미

있다고 단하는 값(Z값 는 T값)을 구체 으로 제시하지 못하 다. 덧

붙여 서술어 제약 상을 고찰할 때 그것의 검색 범 가 어디까지인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업 과 한계를 토 로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

 국어 원시 문어 균형 말뭉치’ 체를 연구 자료로 할 것이다. 그리고 

검색 도구는 ‘ 잡이 Ⅱ’이다. 이는 특정한 어형(검색어)3)을 갖춘 구문만을 

추출하기에 합한 것으로4) 마치 연어(Collacation)5) 계 구조처럼 검색

어의 범 6)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본고는 용량 말뭉치에서 공통된 

 3) 검색어(node)는 연어 계를 살피는 상의 언어 단 이다. 문맥 색인(KWIC)을 추

출했을 때는 ‘node’가 심이 되기에 ‘ 심어(keyword)’라고도 한다. 홍종선·강범모·

최호철(2001)에서는 이를 ‘ 상어’, ‘결합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4) {가지고}와 {어 가지고}를 검색어로 제시해 검색하면 출  횟수가 복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상을 방지하고자 해당 구문이 추출되면 필자가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

을 들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후처리를 했다. 후처리는 이것 외에도 다양하다. 후처리 

가운데 까다로운 것은 동음이의어와 보조 용언, 그리고 개별 기능  용법 등에 따른 

분류이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의 ‘인터넷 표 국어 사 ’  ‘사  편찬 지침’을 참고

하 다. 할애된 지면이 한정되어 일일이 언 하지 못함을 양해하기 바란다.

 5) 여기에서 언 한 연어는 연구 목 에 따라서 어떤 단어의 어간형일 수도 있고, 굴

형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나 이 될 수도 있다. 검색어(node)와 공기하는 

언어 단 이다. 계량 언어학  에서 본다면, 일반 으로 연어 계는 어휘들이 

서로 공기하여 기 치 이상으로 자주 쓰이고, 출  환경에 어떤 언어학  특성을 비교

 뚜렷이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찰 심어(node, base)에 해 공기하여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심어에 해 연어성이 높다고 본다면, 바로 인 하는 경우에

만 국한하지 않고 심어와 함께 한 문장에 자주 공기하는 단어에도 높은 연어성을 

인정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박병선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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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형을 포함하고 있는 구문 , {가지고} 어형을 공유하고 있는 구문, 즉 

{가지고}와 {어 가지고}류 구문만을 상으로 사건과 사태의 심인 후행 

서술어의 실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검색 범 별 후행 서술어 실  양상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장르 명칭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해 놓

은 말뭉치 자료 구성에 따른다. 한 본고에서 집 으로 살펴볼 후행 서

술어의 ‘Z값’은 ‘결합 빈도(출  횟수)’를 ‘표  수’로 환산한 것이다. 일

반 으로 통계 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표  수의 결과는 0.057)이고 

이를 Z값의 유의도 수 8)으로 환산하면 1.65이다. 그러나 본고는 2.5 이상

 6) 범 (span)는 연어가 검색어에서 얼마나 거리를 두고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상규․한 균(1999:22)에서는 각 언어 단 들의 빈도와 분포, 연어 계 등을 밝히

는 일은 의미나 기능을 밝히는 것 못지 않게 말뭉치 언어학에서 요한 과제라고 했다. 

‘함께’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Sinclair(1991)는 그 공간을 최 한 앞 뒤의 네 단어라고 정의하기도 

하 다. 좀더 일반 인 뜻으로는 두 단어(어형)가 일반 으로, 연어 계가 없을 경우

에 기 되는 것보다 자주 함께 나타나는 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강범모(2003) 

참고). 

 7) 이것의 의미는 해당 결과의 의의가 없을 가능성이 0.05%보다 작다는 것이다. T-값

(T-Value)도 일반 으로 사용되는 표  수이다. T-값은 Z값에서 자주 나타나는 

+, - 기호  소수  이하 수 출  단 을 보완하기 해 사용된다. T-값의 기 은 

Z값과 달리 0(zero)이 아니라 50이며 표  편차도 10이다. T값이 1.64 이상이면 유의

미성 정도는 0.05이다. 이것의 의미도 해당 결과의 의의가 없을 가능성이 0.05%보다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0.05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8) 모집단과 표본이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가설(Null hypothesis) 는 귀무

가설이다. 모집단과 표본 집단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가설은 립 가설(Alternative Hypothesis)이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귀무가설에 립

하여 ‘모집단에 독립 변수와 결과 변수 간에 련이 있다’고 기술하는 명제를 말한다. 

0.05 수  이하일 때가 아니면 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설을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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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추출된 Z값이 2.5 이상 나타나거나 

아니면 Z값이 1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어 ‘고빈도’는 ‘결합 

빈도(출  횟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Z값이 높다’는 뜻이다. 즉 고빈도 

서술어라 함은 Z값 2.5 이상인 서술어라는 뜻이다.

아래는 연어 계의 구조이면서 ‘ 잡이 Ⅱ’ 검색도구의 검색어를 심

으로 한 좌우 검색 범  설정식에 해당한다.

collocate  ……   ……     Node    ……   ……   collocate

   ←    N-2    N-1   (검색어)   N+1    N+2      →

(범  span)               (범  span)  

표 1. 연어 계의 구조  검색 범  설정식

본고의 검색어는 {가지고}와 {어 가지고}류이고 검색어 뒤에 나타나는 

후행 서술어를 집 으로 고찰하기에 검색 범 는 ‘N+1’과 ‘N+4’9)이다. 

그 게 추출된 용례10)는 ‘Excel’과 ‘한  SPSS 14.0’ 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서술어를 심으로 목록화한 다음 출  횟수를 바탕으로 체 텍스트

에서 차지하는 Z값11)으로 환산했다. Z값은 통계 으로 의미있는 2.5 이상

수 있는 수 의 확률이 곧 ‘유의도 수 ’이다.

 9) ‘N’은 ‘Node(검색어)’의 약자이고 뒤에 나타나는‘ 숫자’는 ‘어 ’을 뜻한다. 를 들면, 

‘N+1’이든 ‘N-1’이든 나타나는 숫자 ‘1’은 ‘1어 ’을 의미한다. ‘+’ 기호는 검색어의 오

른편에 있을 때를 의미하고 ‘–’ 기호는 검색어의 왼편에 있을 때를 의미한다. ‘N+4’를 

넘어서는, 즉 5어 부터 나타나는 서술어는 문장으로 처리하 다.

10) 용례 추출은 활용형이 많은 국어 특수성에 비교  합한 ‘ 잡이 Ⅱ’의 자소 검색식

을 부분 사용하 다. 자료 가공에 필요하면 어  검색식도 부분 으로 이용하 다. 

검색 후 부분 으로 련되지 않는 검색 결과가 나오면 일일이 지우고 련 문만을 

수집해 용례 일을 완성했다. 잡이에는 용례 모아 열기 기능이 있다. 문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 개로 나 어 검색할 수 있고 검토한 후에는 다시 용례를 하나의 

일로 합쳤다.

11) Z값(Z-Score, 표  수)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표  편차이다. 그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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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제시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의사소통  의미에 일정 부분 기여하면

서 해당 구문의 의사소통  차원을 넓 가는 패턴과 같은 것이라고 단할 

것이다.

1. {가지고} 구문 후행 어

‘ 잡이 Ⅱ’의 범 를 후행 1어 로 제한해 {가지고} 구문을 검색해 보

해서 표  편차가 Z값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는 산술식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표  편차는 특정 수가 평균값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치하는지를 나타내 

다. 특정 수가 평균값보다 에 있으면 표  편차 값은 +값이 되고 평균값보다 

아래에 있으면 -값이 된다. Z값이 2라는 말은 평균값보다 표  편차 2(s=2)의 치에 

있다는 뜻이다(김윤경 1996). 본고의 Z값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a) : 결합 빈도(공기 빈도, 찰 빈도) 
 : 평균값

 : 표  편차

 




(b) 표  편차를 구하는 식

(가) 각 편차 수 산출해 표  편차를 구하는 식

㉠ : 결합 빈도(공기 빈도, 찰 빈도) 

㉡  : 평균값

㉢  : 각 편차

㉣ 

: 각 편차를 제곱한 다음 합산한 것

㉤ N: 서술어 유형 개수

 




 

혹은  


 

(나) 결합 빈도를 사용해 표  편차를 구하는 식

㉠ 결합 빈도: X

㉡  :  의 값을 모두 더한 것

㉢  : 값을 모두 더하여 제곱한 것 

㉣ N: 서술어 유형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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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Z값 2.5 이상 출 하는 서술어는 없다. 결국 이는 어떤 연어 계 형성

이나 패턴 형성 가능성 서술어가 없다는 뜻과 일치한다.

그러나 {가지고} 구문을 후행 1어 부터 4어 까지 확 해 검색해 보

면12) Z값 2.5 이상 나타나는 서술어는 ‘있다(01)’이다. 이는 {가지고} 구문

이 후행 서술어와 어떤 연어 계나 패턴을 형성한다면 가능한 서술어가 

‘있다(01)’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래가 그것의 Z값을 정리한 표이다.

후행 

서술어

결합

빈도

백분율

(%)

백분율 

총합

(%)

텍스트

총합

텍스트 

백분율

(%)

Z값

있다 01 1519 100 100 3119 48.70 13.5442

표 2. {가지고} 문어_ 체_서술어(4어 )

2. {어 가지고}류 구문 후행 어

{어 가지고}13) 구문도 어형 {가지고}를 공유하기에 {가지고} 구문처럼 

후행 서술어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리라 상할 수 있다. 그러나 ‘ 잡이 

Ⅱ’의 범 를 1어 로 설정해 검색해 보면 앞서 {가지고} 구문과 달리 총 

39개 정도의 서술어가 나타난다. 아래가 그것의 일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3) 오다, 들어오다, 가다, 돌아오다, 있다, 나오다, 다니다, 나가다, 말, 일하다, 

문장14), …

12) 후행 1어 부터 4어 까지 확  검색하는 검색식은 ‘N+4’이다.

13) 실제로 출 하는 변이 형태는 ‘-어 가지고’, ‘-어 가지구’, ‘-어 갖고’, ‘-어 갖구’, ‘-어

가’이다. {어 가지고}류 구문의 경우 어미 {어}와 선행 서술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는 에서 {가지고} 구문보다는 의사소통  의미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가

지고}라는 공통 어형에 심을 두고 있고 해당 논의는 후행 서술어에만 집 해서 고찰

하기에 {어 가지고} 구문의 선행 서술어 양상 고찰과 그것의 의사사통  의미 해석은 

다음 연구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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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Z값 2.5 이상인 후행 서술어는 ‘오다(01)’로서 아래가 그것을 정리

한 표와 련 들이다.

후행 

서술어

결합

빈도

백분율

(%)

백분율

총합

(%)

텍스트

총합

텍스트

백분율

(%)

Z값

오다 01 36 100 100 933 3.86 5.0037 

표 3. {어 가지고} 문어_텍스트 체_후행 서술어(1어 )

(4) 여보게들, 어떤가, 한 병 담[아 가지고] 올까? (Docu)

(5) 오는 걸음엔 숭늉 꺼[내 가지고] 오너라. (Educate)

(6) 큰 메 덩이 만큼씩 한 진흙을 뚤뚤 뭉[쳐 가지고] 왔다. (Educate)

(7) 은 외교 들이 발굴 구경하러 휴가를 맡[아가지고] 왔다. (General)

(8) D연립과 S연립으로 달려가더니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왔다.

(Imaginar)

(9) 먼 길에서 돌아올 때, 나의 왕지네를 잔뜩 잡[아 가지고] 왔다. 

(Science)

(10) 내래 발쎄 순이 입성 다 [해가지구] 왔어. (Imaginar)

(11) 정 할 수 없거든 자네네 에 가서라도 좀 변통[해 가지고] 오게나. 

(Imaginar)

한편 음운  축약 상이 일어난 ‘{어 갖고}’ 구문과 {어가} 구문의 경우 

해당 구문의 추출량이 워낙 어서15) 유의미한 Z값은커녕 Z값 자체도 산

출하기 어려웠다.

다음은 ‘ 잡이 Ⅱ’의 범 를 후행 1어 에서 후행 4어 까지 확  검색

해 추출한 것이다.

14) 우측 1어  검색으로 제한해 종결되는 서술어가 아니면 문장으로 처리하 다. 단, 

부정어가 결합하면 외로 하 다.

15) 1,000만 어 의 90%가 문어 자료인데 해당 어형은 단 1회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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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다, 들어오다, 가다, 돌아오다, 있다, 나오다, 다니다, 나가다, 말, 일하

다, 살다, 문장,…

 목록 , Z값 2.5 이상인 후행 서술어는 ‘오다(01)’와 ‘가다(01)’이다. 

아래가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후행 

서술어

결합

빈도

결합빈도

총합

백분율

(%)

백분율

총합

(%)

텍스트 

총합

텍스트

백분율

(%)

Z값

오다 01 126
193

65.28
100 933

13.50 10.9930

가다 01 67 33.84 7.18 5.7088

표 4. {어 가지고} 문어_텍스트 체_후행 서술어(4어 )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검색한 후행 1어 과 다르다. 검색 범 를 1어

에서 4어 까지 확 하니 서술어 ‘가다(01)’가 추가되었으며 ‘오다(01)’의 

Z값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래는 ‘가다(01)’ 련 추출 문들이다.

(13) 이성계는 옳다구나 하고 큰 나무를 하나 [베어가지고] 가서 그걸로…

(Art)  <후행 1어 >

(14) 월로 [나와 가지고] 제천 가는 기차를 타려고…   (Imaginar)

 <후행 2어 >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은 말뭉치 이용 연구의 경우 본고처럼 검색 

범 를 명확하게 설정한 다음 논의를 개해야 해당 추출 결과에 한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반 으로 기존의 어휘별 빈도 조사에 따르면 ‘가다(01)’의 출  빈도는 

‘오다(01)’보다 높다. 를 들면 국립국어원(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가지고}와 {어 가지고}류 련 구문의 후행 서술어 실  양상 고찰  521

목록’과 국립국어원(2005)의 ‘  국어 사용 빈도 조사(2)’가 그것이다. 

자의 경우 ‘가다(01)’는 25 이고 ‘오다(01)’는 71 이다. 후자의 경우 ‘가다

(01)’는 32 이고 ‘오다(01)’는 39 이다. 이와 같은 순 는, 본고처럼 특정 

구문과 결합해 나타난 서술어 목록 결과가 아니기에, 당연하다. 그러나 본

고는 특정 구문을 심으로 후행 서술어 실  양상을 Z값 기 으로 추출해 

보았기에 서술어의 해당 순 가 달라질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해당 서술어

와 해당 구문의 패턴 형성 가능성까지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음운  축약 상이 일어난 ‘{어 갖고}’ 구문의 경우, 후행 4어 까

지 확  검색해 나타난 서술어의 Z값이 2.5 이하여서 어떤 의의를 부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해당 구문의 추출량도 {어 가지고} 구문에 비해 었

다. {어가} 구문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Ⅲ. 공통 어형 {가지고}의 어휘  의미  구문별 의사소통  

의미 해석

앞 Ⅱ에서 본고는 검색 범 별 후행 서술어 실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를 바탕으로 Ⅲ에서는 {가지고} 구문과 {어 가지고}류 구문에 공통 으로 

나오는 어형 {가지고}의 어휘  의미의 설정  구문별 의사소통  의미를 

어휘  의미와 련지어 해석해 볼 것이다.

1. 공통 어형 {가지고}의 어휘  의미

아래 문의  친 부분은 선행 업 에서 제시한 ‘가지다’의 어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15) 먼  딸기를 들고, 진 쪽은 1실링을 [가진다]. (Imagina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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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소유] ← 어휘  의미17)

의 ‘가진다’는 어휘소 ‘가지다’의 어형  하나로서 ‘가지다’의 어휘  

의미인 [보유/소유]를 유지하면서 문장이 종결되는 것이다. 그 지만 아래 

문의 경우 {고} 어미 다음에 후행 서술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에서, 

{고}의 의미 기능을 살리고 해당 구문의 어휘  의미를 재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휘  의미를 ‘[보유/소유-연결]’로 수정해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의 가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16) 먼  딸기를 들고, 진 쪽은 1실링을 [가지 – 고] 

[보유/소유 - 연결18)] ← 어휘  의미19) 수정

이와 같이 어휘  의미를 수정해 제시하는 이유는 련 구문의 의사소

통  의미를 어휘  의미와 연결해 좀더 분석 이며 정 하게 악하려는 

의도 때문이다.20) 아래는 어휘  의미를 해당 구문에 용시 의사소통  

의미 해석에 어떤 향을 주는지 략 살펴본 것이다.

16) 문어 텍스트 내에서 개별 장르를 의미한다.

17) 이때의 ‘어휘  의미’는 ‘어휘소  의미’로 추측된다.

18) 선행 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후행 의 의미도 연결하기에 [연결]이라 했다. 물론 개

별 어미 고유의 특성도 있지만 본고는 후행 서술어에 더 주목하고 있고 연결어미라는 

본래  기능에 주목하여 서술한 것이다. 

19) 본고의 논의는 {가지고}를 공통 어형으로 삼은 것들로서 {가지고}와 {어 가지고}류 

구문의 후행 서술어 실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주목 이다. 그래서 선행 업 과의 

차별화  논지 개를 해서 {가지고}만큼은 어휘  의미를 어형을 심으로 재설

정해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용어는 그 로 사용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했던 

‘가지다’의 어휘 의미에다 {고}의 기능  의미([연결])를 덧붙이되 하나의 호에 

같이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함께 제시한 것이다.

20) 같은 으로 분석한다면 (15)의 경우도  ‘종결’이라는 성분이 덧붙을 수 있을 것이

다. 그 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통용 으로 ‘어휘  의미’라고 사용하 기에 수정

하지 않고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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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진 쪽은 1실링을 [가진다] 어휘  의미: [보유/소유]

=21) …진 쪽은 1실링을 [보유/소유]  → 의사소통  의미

↑

어휘  의미와 의사소통  의미 동일

(18) …진 쪽은 1실링을 [가지고] 어휘  의미: [보유/소유 – 연결]

       (진 쪽은 1실링을 [가지 – + 고])

= 진 쪽은 1실링을 [보유/소유 – 연결] → 의사소통  의미

↑

어휘  의미와 의사소통  의미 동일

에서처럼 해당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는 해당 어형의 어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속하며 어휘  의미와 의사소통  의미가 일치하는 

들에 해당한다.

2. 구문별 의사소통  의미 해석

1) {가지고}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아래는 ‘N+4’ 검색식으로 후행 1어 에서 후행 4어 까지 확  검색 후 

‘있다(01)’가 유의미한 Z값으로 나타난 {가지고} 구문이다. 앞의 경우처럼 

어휘  의미 해석시 용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제시해 놓았다.

(19) 달수 아 씨는 오래 부터 장병을 [가지 – 고] [있었습니다].

               [보유/소유 – 연결] [존재]

(20) …오래 부터 장병을 [가지]     [– 고 있었습니다].

                          [보유/소유]  [지속/진행]

21) ‘=’ 기호의 의미는 ‘일치하다, 동일하다’이고 ‘≠’ 기호의 의미는 ‘불일치하다. 비동일

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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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물>

1) 

의사소통  의미

장병을 가지다 + 장병을 있다.24)  

( 장병을 가지다 = 장병이 있다)

( 장병을 있다 →25) 장병이 있다)

(A)

장병을 가지다 + 지속/진행 (B)

2) 

어휘  의미 구분

㉮
[가] [가지 – 고] [보유/소유 – 연결] 

[나] [있다] [존재]

㉯
[가] [가지 –] [보유/소유]

[나] [– 고 있다] [지속/진행]

3)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의 일치 여부  

항목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와 어휘  의미의 

일치 여부

4)

의사소통  

의미 해석

(최종)

㉠ 

장병을 

[가지고]26)

    [ ø ].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불가능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표 5. 구체물/{가지고} 구문 

이를 의사소통  의미와 연결지어 해석하기 해 ‘1) 의사소통  의미22)’, 

‘2) 어휘  의미’, ‘3)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 일치 여부’로 따진 후 ‘4) 의사소통  의미 해석(최종)’23)로 

제시한 것이 아래 표이다.

22) 각주 1번에서 이미 정의해 놓았다.

23) 의사소통  의미 해석에다 ‘최종’이라고 써 놓은 것은 3)의 과정을 거친 후 언 들에

게 최종 으로 달되는 의사소통  의미라는 것을 유표 으로 드러내기 함이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특정 기호( : (A))는 ‘1)의 의사소통  의미’  ‘A’에 해당한

다는 것이다. 빈칸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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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을27)

   [ø ]

   [있다]

[존재]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어휘  의미
(A)

[*존재]

‣ 어휘  의미 체 유지 불가능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 

장병을

 [가지고]

 [있다].

[보유/소유 – 연결]

[존재]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 어휘  의미
(A)

[*보유/소유 – *연결]

[존재]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A)

[*보유/소유 – 연결]

[존재]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보유/소유 – *연결]

[존재]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보유/소유 – 지속/진행]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 어휘  의미
(B)

[보유/소유 – *지속/진행]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가지다’의 어휘  의미 ‘[보유/소유]’는 근원 으로 상물이 ‘[존재]’해

야 하기에 서술어 ‘있다(01)’의 어휘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있다

(01)’와 ‘{가지고}’ 어형이 동시에 있는 구문에서는 그것의 의미  유사성으

로 인해 무엇이 더 의사소통  의미 해석에 더 기여를 하는지 별하기가 

수월치 않다. 그 지만 본고처럼 구문의 어휘를 항목별로 분석해 그것의 

어휘  의미와 의사소통  의미의 일치 여부를 모든 경우의 수로 따져 본

다면 ㉠항목처럼 ‘있다(01)’ 서술어의 락(ø 기호 표시)으로 ‘[존재]’의 의

미가 ‘[보유/소유]’의 의미보다 해당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에 더 비  있

24) 의 ‘ 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한 것이다.

25) 부분의 언어 사용자들이(비언어학자들은) 해석하는 뜻이다.

26) 굵게 처리한 부분을 화하여 용한다는 의미이다.

27) 문법 으로 비문이다. 그 지만 목 격 조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사소통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들은 어린이나 외국인의 언어 습득 는 언어 발달 

과정에서 자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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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 ] 한 병 담[아] [가지고] [올까]?

<구체물>                            .

1) 

의사소통적 의미30) 

[ ø ] 한 병 담다 + 오다 (A)

[ ø ] 한 병 담다 - 진행31) (B)

표 6. 구체물/ {어 가지고} ‘오다’ 구문 

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2) {어 가지고}류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해석

{어 가지고} 구문의 경우 후행 1어  검색시 유의미한 서술어로는 ‘오다

(01)’만 나타난다. 먼  ‘구체물’이 나타나는 경우를 상으로 련 구문의 

어휘  의미를 분석  제시해 보면 아래 문과 같다.

(21) 한 병 담[아]        [가지 – 고]         [올까]?

            [연결]28)   [보유/소유 – 연결]  [이동]29)

이를 앞선 경우처럼 ‘1) 의사소통  의미’, ‘2) 어휘  의미’, ‘3)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 일치 여부’로 

따진 후 ‘4) 의사소통  의미 해석(최종)’로 분석  제시한 것이 아래 표이다.

28) 앞서 {고} 어미의 기능을 [연결]이라고 본 것과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차이

은 {고}의 경우 어간과 연결해 하나의 호 속에 제시하 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해 선행 서술어의 어간에 해당하는 것에만 어휘  의미의 일부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미 {어}만 주목해 [연결]이라고 표 했다. 덧붙여 본고

의 논의가 {가지고} 어형을 공통으로 한 구문의 후행 서술어의 실  양상 고찰이기 

때문이다.

29) 앞서 {가지고}의 경우 어휘  의미를 [보유/소유-연결]이라고 제시하 는데 반해 ‘올

까’의 경우 왜 [이동]만 제시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는 논의의 편의와 

지면의 제약 때문이었다. 설령 그것을 제시해 논의를 개하더라도 의미 해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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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 ] 한 병 담다 + [ ø ] 한 병 가지다 + 오다 (C)

2) 

어휘적 의미  

[가] 담[아] [연결] 

[나] [가지 – 고] [보유/ 소유 – 연결]

[다] [올까]? [이동]

3)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의 일치 여부 

항목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

의 일치 여부

4)

의사소통  

의미 해석

(최종)

㉠ 

[ ø ] 한 병 

     담[아]  

     [ ø ]

    [올까]?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A)

[진행]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B)

㉡ 

[ ø ] 한 병 

      담[아]

    [가지고]

      [ ø ]?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32)

[연결]

[*33)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불가능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 

[ ø ] 한 병

     담[아]

   [가지고]

    [올까]?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C)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A)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문장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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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의미≠ 어휘  의미 불가능

[진행]

‣ 어휘  의미 체 유지

문장의 의사소통  

의미= 어휘  의미
(B)

 표는 어휘가 가진 본래  의미를 심으로 {어 가지고}와 ‘오다’ 후행 

서술어로 해당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가 어떻게 진행되고 달되어 해석는

지를 따져 본 것이다. ㉠ 항목은 {가지고}의 의미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것이고 ㉡ 항목은 ‘오다(01)’의 의미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 항목은 {가지고}와 ‘오다(01)’의 의미가 모두 있고 의사소통 과정시 해

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여 분석한 것이다. ㉠ 항목의 경

우 언 들에게 최종 으로 (A)와 (B)로 의사소통될 것이다. ㉡ 항목의 경

우 해당 구문에서 ‘오다(01)’가 없음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 ㉢ 

항목의 경우 ‘가지고’의 어휘  의미가 완 하게 유지하지 않더라도 ‘오다

(01)’의 어휘  의미가 유지된다면( 를 들면, [연결][*보유/소유-*연결]

[이동]이 그것이다.) 언 들은 (A)로 해석할 것이다. 그 지만 어휘  의미 

하나 하나가 완 히 유지된다면( 를 들어 [연결][보유/소유–연결][이동]

이 그것이다.) 언 들은 (C)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조 용언으로 

인식한다면 (B)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표를 통해서 {어 가지고} 구문

의 의사소통  의미에 모호성을 불러일으키는 상은 {가지고}임을 알 수 

있다. (C)와 같은 해석은 {가지고}의 어휘  의미를 독립 으로 완 히 유

지한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지고]의 어휘  의미가 완

30) 실제 가능한 의사소통  의미를 일컫는다.

31)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 으로 가까

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을 뜻한다.

32)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정하여 분석하고 제시한 결과이다.

33) 해당 부분의 의미가 없다고 가정한 다음 * 기호를 이용해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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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외교 들이 … 휴가를 맡[아] [가지고] [왔다]

                                    <비구체물>

1) 

의사소통  의미 

휴가를 맡다 + 오다     (A)

휴가를 맡다 + *34)휴가를 가지다 + 오다

                  → 휴가를 맡다 + 오다
(A)

휴가를 맡다 + 진행 (B)

2) 

어휘  의미 구분

[가] 맡[아] [연결] 

[나] [가지 – 고] [보유/소유 – 연결]

[다] [왔다]. [이동]

3)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의 일치 여부 

항목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

의 일치 여부

4)

의사소통  

의미 해석

(최종)

표 7. 비구체물/ {어 가지고} ‘오다’ 구문 

히 소실되거나 상  의미 성분으로 바  경우라면 {어} 다음에 ‘오다(01)’ 

서술어가 나타나는 구문처럼 의사소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처럼 후행 서술어 ‘오다(01)’의 어휘  의미가 완 한 제 역할

을 하지 못한다면 {어 가지고} 구문 체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비구체물’이 등장하는 {어 가지고} 구문을 상으로 어휘  의

미를 분석한 것이다.

(22) …휴가를 맡[아]    [가지 – 고]              [왔다].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래 표는 ‘1) 의사소통  의미’, ‘2) 어휘  의

미’, ‘3)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 

일치 여부’를 따진 후, 언 들에게 최종 달되는 ‘4) 의사소통  의미 해석

(최종)’로 분석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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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를 

    맡[아] 

     [ ø ] 

    [왔다].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A)

[진행]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B)

㉡ 

휴가를 

    맡[아] 

      [가지고] 

      [ ø ].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불가능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 

휴가를 

   맡[아]

[가지고]

[왔다].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A)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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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B)

 표도 {어 가지고}와 ‘오다(01)’ 후행 서술어로 해당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가 어떻게 달되는지를 따져 본 것이다. ㉠ 항목은 {가지고}의 어휘

 의미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것이고 ㉡ 항목은 ‘오다(01)’의 어휘  

의미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 항목은 {가지고}와 ‘오다(01)’

의 의미가 모두 있지만 의사소통 과정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여 분석한 것이다. ㉠ 항목은 언 들에게 최종 으로 (A), (B)로 

의사소통되지만 ㉡ 항목은 ‘오다(01)’가 없으므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

하다. ㉢ 항목의 경우 {가지고}의 어휘  의미가 완 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A)로 의사소통된다. 이는 ‘휴가’가 비구체물로 [보유/소유-연결]할 

수 없으므로 (A)로만 의사소통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 들이 보조 용언으

로 인식한다면 (B)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표를 통해서 비구체물이 

동반된 {어 가지고}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에 모호성을 불러일으키는 

상도 역시 {가지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럼 후행 서술어 ‘오다(01)’

의 어휘  의미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해당 구문 체가 의사소통 불가능

함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의사소통 으로 모호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가지고}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앞의 표 6과 비교해 보면 더욱 의미가 있다. ‘구체물’이 

나타나는 구문의 경우 의미 해석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구체물’의 경우 

‘가지다’의 어휘  의미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고 {어}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 {가지고} 구문에서 가장 높은 Z값을 보이는 ‘있다(01)’ 서술어35)의 어

휘  의미와도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

34) 해당 문장이 수용불가능함을 의미한다.

35) 후행 4어 로 확장해 검색한 결과를 미리 언 했다.



532  韓民族語文學 第62輯

는 경험의 정도  배경 지식이 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의미 해석상의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그리고 높은 Z값을 보이는 후행 서술어 ‘오다(01)’의 경우 ‘장소 이동, 

감각  감정 이동, 소유 이동’ 등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는데36)(이기동 

1977:139～160). 그  [보유/ 소유] 표 에 사용되는 ‘오다(01)’는 구체물을 

이동하게 하는 화자의 치  화자가 향하는 시선의 향방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해당 서술어는 소유와 련된 상물이 화자 쪽으로 다

가서는 것에 을 두게 하거나 소유의 상물이 도달하는 공간이 화자 

쪽임에 을 두게 한다.37) 즉 언어 기호가 화자의 담화 공간 쪽으로 향하

거나 열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의도 으로 배제하면 해당 구문의 의

사소통  의미가 제 로 달되지 않는 것 같다.

한편 {어 가지고} 구문을 후행 1어 에서 후행 4어 까지 확  검색해 

보면 유의미한 Z값을 보이는 서술어는 ‘오다(01)’와 ‘가다(01)’ 다. 그  

‘가다(01)’를 상으로 어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아래 문과 같다.

(23) … 나무를  베[어]   [가지-고]                [가다]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24) … 월로38) 나오[아] [가지-고]      제천  [가다]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이를 앞선 경우처럼 ‘1) 의사소통  의미’, ‘2) 어휘  의미’, ‘3) 어휘  

36) 숙이가 집에 [오다]. (장소 이동)

    앞이 시려 [온다]. (감각  감정 이동)

    돈이 [오다]. (보유 이동)

37) 이에 해서는 이수련(2006)을 참고할 것.

38) 목 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가 나타났다. 이도 해당 문장의 의사소통  의미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나 여기서는 그것에 이 있지 않기에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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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를 베[어] [가지 – 고] [가다].

                      <구체물>

1) 

의사소통  의미 

나무를 베다 + 가다 (A)

나무를 베다 - 진행39) (B)

나무를 베다 + 나무를 가지다 + 가다 (C)

2) 

어휘  의미 

[가] 베[어] [연결] 

[나] [가지 – 고] [보유/소유 – 연결]

[다] [가다] [이동]

3)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의 일치 여부 

항목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

의 일치 여부

4) 

의 사 소 통

 의미 해

석

(최종)

㉠ 

나무를 

     베[어]   

      [ ø ]

     [가다]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A)

[연결 – 진행]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B)

㉡ 

나무를

   베[어]

   [가지고]

   [ ø ].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불가능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표 8. 구체물/ {어 가지고} ‘가다’ 구문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 일치 여부’로 

나 어 살핀 후, 언 들에게 최종 달되는 ‘4) 의사소통  의미 해석(최

종)’로 분석한 것이 아래 표이다. 구체물과 비구체물로 나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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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베[어]

   [가지고]

   [가다]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C)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A)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 진행]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어휘  의미
(B)

…영월로 나오[아] [가지 – 고]        제천 [가다]

               <비구체물>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1) 

의사소통  의미 
월로 나오다 + 제천 가다 (A)

2) 

어휘  의미 

[가] 나오[아] [연결] 

[나] [가지 – 고] [보유/소유 – 연결]

[다] [가다] [이동]

3)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와 어휘  의미의 일치 여부 

항목 어휘  의미 유지 여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와 어휘  의미의 

일치 여부

4) 

의 사 소 통

 의미 해

석

(최종)

㉠ [연결] 구문의 의사소통  의 (A)

표 9. 비구체물/ {어 가지고} ‘가다’ 구문 

39) 말하는 이, 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 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될 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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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로

   나오[아]

      [ ø ]

제천 [가다].

[이동] 

‣ 어휘  의미 체 유지
미= 어휘  의미

㉡ 

월로

  나오[아]

 [가지고]

제천 [ ø ].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유지 불가능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 

월로

나오[아]

   [가지고]

제천 [가다]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A)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연결] 

[보유/소유 – *연결]

[이동]

‣ 어휘  의미 체 불완  유지

구문의 의사소통  의

미≠ 어휘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가다(01)’ 서술어의 경우 ‘오다(01)’, ‘있다(01)’, ‘가지다’ 서술어와 달리 

‘ 상물(보유물, 소유물)’이 화자에게서 더 멀어지는 데에 을 둔다. 그

다면 [보유/소유]의 어휘  의미와의 련성은 ‘오다’와 ‘있다’에 비해서 

더 간 이거나 멀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더 결합력이 떨어짐은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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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할 것이다. 이는 ‘비구체물’일 때 그러한데 표 7과 표 9의 ‘1) 의사소통

 의미’의 의미 해석이 ‘구체물’보다 다양하지 않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 8과 표 9에 나타나는 ‘가다(01)’의 경우도 ‘구체물’과 어울려 

나타나는 {어 가지고} 구문이 ‘비구체물’과 어울려 나타나는 {어 가지고} 

구문보다 의사소통  의미 해석이 다양함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구체물’

을 동반하는 {가지고}일 때 실제 의사소통  의미가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는 뜻이기도 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균형성과 표성을 갖춘  국어 문어 균형 원시 말뭉치를 

연구 자료로 삼아, {가지고}와 {어 가지고}류에 해당하는 련 문장을 추출

한 다음, 해당 어미류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Z값을 추출해 그것의 실  양

상을 살펴보는 데 목 이 있었다. 이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미류

들 간의 특성이 서술어와 련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검색 범 를 어 별로 구분해 진행한 본 연구는 {가지고}와 {어 가지고}

류 련 구문의 후행 서술어 실  양상과 련해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 직 으로 산출한 결과물이든 

말뭉치 검색 결과물이든 그리고 그것이 소수의 자료이든 용량 자료이든 

해당 검색 범 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이다. 따라서 어떤 연구라도 검색의 범 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 역시 1어 로 한정했을 경우 {가지고} 구문과 ‘{어 갖고} 구문

은 해당 구문에 Z값 2.5 이상 나타나는 서술어가 없었다. 그 지만 {어 가

지고} 구문의 경우는 특정 서술어가 나타났다. 반면 4어 로 범 를 확

했을 경우 {가지고} 구문과 {어 가지고} 구문의 경우 모두 특정 서술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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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값이 높았다. 그 지만 음운  축약 상을 동반하는 {어 갖고} 구문의 

경우 1어  검색처럼 유의미한 서술어를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어휘  의미가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의사소통되는 상황이

라면 그것의 해석 의미는 어휘  의미를 유지해 해석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여러 의사소통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도 알았

다. 서술어 ‘있다(01)’는 ‘가지다’의 어휘  의미에 가장 근 해 있다. 그래

서 다양한 상에게 쓰이고 정 이거나 구체 인 상물의 [존재]를 드러

내는 데 탁월하다. 그 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경험 

 하나이면서 가장 기본 인 것 [이동]과 련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약

이 있다. 이는 {가지고} 구문이 어미 {어}와 결합했을 때 해소될 수 있었다. 

‘오다’, ‘가다’가 의미 있는 Z값을 보여 주기 때문이었다. 즉 인간이 [보유/

소유]하거나 인간에게 [존재]하는 상물도 어미 {어}와 결합해 있는 {가지

고} 구문에서는 비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상물에게 가진 인간의 [보유/소유] 욕망이 {어}어미와 

이동 동사로 인해 비교  제약 없이 [이동]하면서 감정, 목 , 그리고 공간

과 시간, 자연 상 등에까지 의사소통의 차원이 더 확장될 수 있게 된 것

이다. 게다가 이는 해당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게 해 

주는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 덧붙여 이들 해당 구문과 어울리는 서술어의 

상물이 ‘구체물’이냐 ‘비구체물’이냐에 따라 의사소통  의미 해석은 달

라지기도 하 다. 결국 이는 본고의 목 , 즉 특정한 구문이 특정한 서술어

와 반복 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연어  계나 패턴을 형성할 수 있을 것

이고 나아가 해당 구문의 의사소통  의미는 다양해지면서 의사소통력의 

차원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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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ppearence of Predicate Realization in Sentence 

Structures {gajigo} amd types of {eo gajigo} with Korean Corpus 

of Inartificial and Written Language balance.

Beom, Geum-h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based on the balanced and representative 

modern written Korean of Inartificial balanced corpus is to study its 

realization appearence of predicate by the frequency of predicate, after 

sampling sentences which have types of {gajigo} and {eo gajigo} and then 

sampling the sentences related types of endings, because characteristics 

among the similar types of endings is thought to be related with predicate. 

To summarize the relation appearence result fo the structures of {gajigo} 

and {eo gajigo} as main points is to be described as follows.

The first result is the whole realization of written text. In the case of 

{gajigo} structure, if researching the following 1 word limited, there are no 

predicates which has z-value more than 2.5. However, if researching 4 words 

expanded, ‘itdaa(01)’ appears most frequently. This is thought to appear with 

high frequency that the meaning function of relevant predicate can be 

applicable to all the existing objects as universal, static and general. In case 

of {eo gajigo} , if searching following one word and four words, ‘oda(01)(오다

(01))’ and ‘gada(01)(가다(01))’ appear most frequently. The ending that is 

connected before {gajigo} structure is thought as the results of the cognitive 

or grammatic device which transfers or moves experience of dynamic or 

specific activities or concrete property. In fact, the analyzsed research showed 

that high frequent afterwards predicates are very various, which  Corpus is 

connected to ending in {gajigo} structures.

Key words: Corpus, Endings, Written language, gajigo, eo gaj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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