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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어의 부정칭 표 에는 ‘아무나, 아무도, 아무라도’ 등의 ‘아무’ 계열과 ‘ 구나, 언제나, 

어디라도, 무엇이라도’ 등의 ‘ 구’ 계열이 존재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조사와의 결합

제약이나 문장 구성에서의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아무’ 계열은 ‘나, 도, 라도’와 

같은 몇몇 조사와만 결합하고 문장의 구성도 ‘아무도’일 때는 부정 서술어만 결합하고 

‘아무라도’는 정 인 서술어와만 결합하는 통사 인 제약이 있다. 

본고에서는 ‘ 구’ 계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제약이 ‘아무’ 계열에 나타나는 이유

를 부정칭의 넓은 의미 역을 나타내던 ‘아무’가 국어로 오면서 의미의 축소를 일으

키고, 일정한 형태로 고정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 세문헌 자료

에서 ‘아무’는 다양한 조사와의 결합을 보이고 있고, 의미상으로도 비한정 이기만 하면 

특정한 상이나 불특정한 상 모두를 나타냈으며, 국어와 달리 ‘아무도’가 쓰인 

문장의 서술어도 항상 부정 서술어만 나타나지 않았다. 국어 까지 ‘아무’는 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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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훨씬 넓은 의미 역을 갖고 있었으며 그 용법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아무’가 ‘ 구’ 계열에게 의미 역을 내어주고 불특정한 상을 나타내게 되었

고 그 에도 ‘부정극어’와 ‘자유선택’ 정도의 몇 가지 용법으로만 쓰이게 되었다. 한 

부정극어와 자유선택에 있어서도 ‘개별 상’을 나타낼 때는 쓰이지 못하고 ‘ 체 상이

나 그룹’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었다. 

주제어 : 부정칭 대명사, 비한정적, 특정적, 불특정적, 부정극어, 자유선택

Ⅰ. 서론

국어의 부정칭(不定稱)1) 표 은 ‘아무나, 아무도, 아무라도’처럼 명사 

‘아무’에 조사 ‘(이)나, 도, (이)라도’가 결합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고 의문사 

‘ 구, 언제, 무엇’ 등이 조사와의 결합 제약 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

므로 정해지지 않은 상을 나타내는 부정칭 명사는 의문사 계열인 ‘

구’ 계열과 ‘아무’ 계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1) 가. 아직 {아무도/ 구도} 안 왔다. 

나. 이곳은 {아무나/ 구나} 들어갈 수 있다.

다. 그 일은 {아무라도/ 구라도} 할 수 있어. 

라. {아무 때나/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마. 아이가 {아무 데도/어디에도} 없어 걱정이다.

 1) ‘부정칭’이란 표 은 논의에 따라 미지칭(의문)의 개념을 포함한 의의 개념으로도 

쓰이고 미지칭의 개념을 제외한 의의 개념으로도 쓰이는데 본고에서는 ‘부정칭(不

定稱)’의 개념은 사람이나 사물의 개체나 무리를 알고 있거나 막연히 짐작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시하는 경우를 이르고, ‘미지칭(未知稱)’의 개념

은 지시 상의 이름을 몰라 지시할 수 없는 개체를 지시하는 경우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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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의 ‘아무도, 구도’는 부정 인 서술어와 쓰여 어떤 사람도 오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부정극어로 사용된 이고, (1나, 다)의 ‘아무나, 구

나, 아무라도, 구라도’는 정문에 쓰여 어떤 사람이라도 서술어의 동작

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라)의 ‘아무 때나, 언제나’는 어떤 시간도 다 허

용된다는 의미를, (1마)는 어떤 장소에도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인

데 사람을 나타내는 (1가～다)와 달리 (1라, 마)의 시간, 장소의 경우는 ‘아

무’ 계열에서는 조사가 바로 결합하지 않고 형사 ‘아무’와 의존명사 ‘때, 

데’ 등이 결합하여 쓰인다. 

그런데 다음 들에서는 그 지 않다.

(2) 가. 언니들은 보통 { 굴/*아무를} 만나러 갈 때 동생이 따라간다면 

싫어한다.

나. 요즘에는 {뭘/?*아무걸} 먹어도 맛이 없다. 

다. { 구나/*아무나} 마다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 그 감 속셈이 워낙 굴속 같아서 어느 { 구도/*아무도} 감히 우

리를 시하지 못할 것이다. ≪윤흥길, 무제≫

(2가～라)의 를 보면 ‘ 구’ 계열은 가능하나 ‘아무’ 계열이 쓰이게 되

면 비문이 된다. 

본고는 부정칭 명사 ‘아무’ 계열과 ‘ 구’ 계열의 형태, 통사론 인 특

징과 의미론 인 특징의 차이에 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차이가 ‘아무’ 

계열과 ‘ 구’ 계열의 역사 인 변화 과정과 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부정칭 명사 ‘아무’의 역사 인 변화 과정을 살펴 이 계열의 형태, 통사론

 특징과 ‘ 구’ 계열과의 의미론  차이를 밝히는 것이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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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사

그간의 부정칭 명사에 한 연구는 부분 ‘의문사’로도 쓰이고 부정

칭 명사로도 쓰이는 ‘ 구, 언제, 어디, 무엇’ 계열에 해 의문사로 기능

하는 것과 부정사로 기능하는 것 에 어느 기능이 더 본래 인 것이냐에 

한 논의가 많았다. 최 배(1961), 김 희(1975) 등에서는 의문사로서의 

기능은 부정사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박승빈

(1935), 김 해(1983), 서정수(1985) 등에서는 의문사 기능이 주된 범주이

고 부정사가 오히려 그 한 용법이라고 하 다. 장석진(1975), 서정목(1987) 

등에서는 의문사와 부정사는 의문의 과 련되어 구분될 수 있는 동음

이의어  성격을 띤다고 하 다.(서정수1990:241)

김미형(1994:237)은 ‘아무’와 ‘ 구’에 한 연구로 부정칭 명사는 부

정칭과 미지칭으로 나  수 있고 의문 명사는 미지칭 명사의 한 용법으

로 간주해야 함을 논의하 다. 부정칭과 미지칭은 모두 잠정 인 지시물 

집합의 개체를 어느 특정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지시한다는 공통 이 

있지만 부정칭은 잠정 인 지시물 집합의 지시 상을 알면서도 그  어

느 일정한 일개체가 아니라 어떤 것도 좋은 개체의 무리를 지시하는 말이

고 미지칭은 지시 상의 이름을 모르므로 고유명사로 지시할 수 없는 상황

에서 개체를 선별하여 지시하는 말이라고 하 다. 

그러면서 ‘한정되지 않은 개체의 무리’를 나타내는 ‘아무’와 ‘지시 상의 

이름을 모르는 개체’를 나타내는 ‘ 구, 무엇’은 이런 의미 특성으로 인해 

통사 인 제약을 갖는 것으로 논의하 다. ‘거기 구 왔소?’은 되지만 ‘*거

기 아무 왔소?’는 불가능하고, ‘ 가 왔나 요’는 되지만 ‘*아무가 왔나 

요’는 문법 으로 맞지 않는 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가 격조사와의 제약을 보이는 것에 해서는 고석주(20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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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남(2011)에서도 논의되었는데, 고석주(2002, 2008)에서는 조사 ‘가’와 

‘를’의 의미를 밝히는 근거로 ‘아무’와의 결합제약을 들었고 구종남(2011)

에서는 ‘아무’의 의미를 밝히는 논의에서 격조사와의 결합 제약을 논의하

다.

고석주(2002:225, 2008:212)에서는 조사 ‘가’와 ‘를’의 의미가 선택 지정

하는 의미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불특정함을 나타내는 ‘아무’와 결합이 제

약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어로 쓰일 수 있는 집합 A의 원소들 에 

어느 한 개를 ‘선택 지정’하는 의미를 조사 ‘가’와 ‘를’이 갖기 때문에 ‘특별히 

정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정칭 명사의 의미와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구종남(2011:13)에서도 격조사가 구체 인 상에 결합되는 것이라고 

할 때 ‘아무’는 구체 인 상이 되지 못하는 [-특정 ], [-지시 ] 의미 자

질을 갖는 말이기 때문에 격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이 생기는 것으로 논의하

다.2) 이 세 논의 모두 ‘아무’에 조사의 결합 제약이 나타나는 이유를 ‘아

무’의 의미와 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칭 표 에 한  다른 논의로는 부정극어 ‘아무도’에 한 것인데 

부정극어 ‘아무도’가 부정어를 요구하는 것에 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시정곤1997가, 최기용1998 등) 

시정곤(1997:486-487)에서는 ‘아무도, 아무 곳도’가 부정 서술어와 만나 

부정극성을 띠는 것은 ‘ 체 집합의 불특정 원소’를 가리키는 ‘아무’에 ‘도’

가 결합하면서 체 집합 모두를 포함하게 되고 여기에 부정 서술어를 만

 2) 이 형태들이 완 히 하나의 어휘로 굳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무에게나, 아무

에게도, 아무에게라도’처럼 처격의 ‘에게’ 형태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무로나, 아무로도, 아무로라도’ 등이 불가능한 것을 보면 ‘아무’ 형태가 ‘ 구에게도, 

구에게나, 구에게라도, 구로도, 구로라도’처럼 ‘ 구’ 계열과 같이 완 히 자유

로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2  韓民族語文學 第65輯

나므로 부정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최기용(1998:330)은 

‘아무’ 계열의 부정극성을 모두 ‘아무’의 [+부정] 자질에 의한 것으로 설명

하고 ‘아무’ 계열 이외(이 이론은 촘스키도 이해 못한다.)의 복합 부정극어

가 보이는 부정극성은 ‘자매 명제의 고정 함축’을 기본 의미로 하는 ‘도’와 

화용론  맥락에 의해 서술어가 가지는 scale 상 가장 상 에 오는 표 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곤(1997가:64-65)에서는 ‘아무도, 구도’에 생기는 부정극

성은 ‘도’의 [+Neg] 자질이 체 구성으로 삼투되고 체가 하나의 부정극

어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Ⅲ. ‘아무’ 계열의 통사  제약과 의미 변화

1. ‘아무’ 계열의 통사  제약 변화

‘아무’ 계열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아무도, 아무나, 아무라도’처럼 

‘아무’에 조사 ‘나, 도, 라도’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시간, 장소, 사물’을 

나타낼 때는 ‘아무 때나, 아무 데(곳)도, 아무 책이라도’처럼 명사 ‘때, 데, 

책’과의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조사 ‘나, 도, 라도’가 결합한다. 그래서 사

에서는 ‘아무’가 명사로는 인칭을 나타낼 때만 쓰이고 ‘사물, 시간, 장소’

를 나타내려면 형사로 쓰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3)

그런데 부정칭 명사로 쓰이는 ‘ 구, 무엇, 어디, 언제’ 등의 ‘ 구’ 계

열은 격조사나 보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4)

 3) �표 국어 사 �에서는 명사 ‘아무’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명사’로, 형사 ‘아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 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로 뜻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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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난 네가 { 구/*아무} 동생이라고  주지 않는다.

나. 나이가 들면 { 구를/*아무를} 만나더라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 

다. 내 집이 아니면 그 { 구의/*아무의} 집도 편하지 않다.

라. { 구만/*아무만} 주고 { 구는/*아무는} 안 주면 안 된다.

마. 그는 회사와 집 {어디에서조차/?*아무 곳에서조차} 편히 쉴 수가 

없다.

바. 그 학교 학생이면 { 구나/ 구든지/아무나/*아무든지} 들어갈 수 

있다.

(4가～바)의 에서 보듯이 ‘ 구’ 계열은 격조사나 보조사의 결합에서 

제약을 거의 보이지 않는 데 반해 ‘아무’ 계열은 격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

의 ‘는, 만, 조차’와도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 특이한 사실은 (4마)처럼 ‘아

무’에 추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는 결합이 가능한데 ‘조차’는 결합이 불

가능하고, (4바)처럼 선택을 나타내는 ‘나’는 결합이 가능한데 ‘든지’는 불

가능하다는 이다.

그러면 ‘아무’에게 있는 이런 조사와의 제약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가 

하면 그 지는 않아 보인다. 

(5) 가. 아모의   되로셔   먹고 아모  되로써   셰 

뎌거 보내소.<순천44:3, 15--년>

나. 이 니로 내 동이 동궁 침실의 이시니  이 보아도 아모의 

동이라 고 핀잔 될 것이니 아뫼 보아도 고이고 뵈노라 더

 4) ‘ 구’는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명사(당신은 구요?)’로 쓰이거나 ‘특정

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명사( 구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리키는 상을 굳이 밝 서 말하지 않을 때 쓰는 인칭 명사( 구를 만나느라 좀 

늦었어./ 구더라 이래라 래라 하는 거야.)’로 쓰인다. 첫 번째는 미지칭으로, 두 번째

와 세 번째는 부정칭으로 쓰이는 용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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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축하16a, 16--년>

다. 시 거  은 쳥 을 바다 아모만을 웃뎐의 드리라 니 

디  니 뎡이  <계축상10a, 16--년>

라. 아모가 病患이 非輕매 밤낟 侍藥여 읻오니 아마 來日도 몯

려오게 엳 <隣語6:20b, 1790년>

마. 텰갑  화륜션이 십일 쳑이며  아모를 의론치 말고 십칠팔 셰

터 삼십 셰지 동안에 이삼 년을 군노릇 아니 이가 <사민

필지41, 1889년>

바. 오납은 셰력 잇 아모를 차자가 무 쳥을 야 몃만량을 어더 

쓸고  사도 잇고 <매일신문5, 1898년>

‘아무’의 옛말 형태인 ‘아모’는 16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의 문헌에서 

‘이, 를, 의’ 등의 조사와 결합된 들이 보인다. 이런 를 통해 ‘아무’가 

조사와 결합 제약을 갖는 것은 국어에 와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아무’는 국어에서 ‘아무도, 아무나, 아무라도, 아무에게도, 아

무에게나, 아무에게라도’ 등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뒤에 형사로 쓰일 때

도 몇 개의 문장 유형으로만 나타난다.5) 

 5) 세종 말뭉치를 검색해 보면 주격조사 ‘가’나 형격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가 나오기

는 하나 이는 20세기 반이나 반의 문헌에 나오는 것으로 빈도가 낮고 국어 

화자들에게는 문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들이다. 

(1) 가. 고집 세거나 악스러운 데는 없어도, 아무가 보아도 순하고 말썽 없는 아이

로 생긴 모습이었다. <채만식(1949), 소년은 자란다>

나. 넓 하고 쭈그리고 앉은 것을 보면, 아무가 보아도 능청스럽다.

<이 수(1925), “우덕송”>

다. 두포는 바  근처에 이르러서는 자기 몸을 아무의 에도 보이지 않게 변하는 

것입니다. <김유정(1939), �두포 �>

라. 그래 어느 교장 한분이 “그거 咸 아무의 말 들을까 서 하는 거요?” 해서 

일동이 웃음 보를 터뜨렸다나. <�동아일보 사설(1965, 8, 16일)�>

‘아무’는 다음 (2가, 나)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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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나는 {아무에게도/*아무에게} 없는 재능이 있다.

나. 그런 재능은 {아무에게나/*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그런 일은 {아무에게라도/*아무에게} 참기 힘들 것이다. 

(7) 가. 나는 { 구에게도/? 구에게} 없는 재능이 있다.

나. 그런 재능은 { 구에게나/? 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그런 일은 { 구에게라도/? 구에게} 참기 힘들 것이다. 

(6가～다)는 ‘아무’ 다음에 바로 보조사 ‘도, 나, 라도’의 조사가 결합된 

것이 아니고 여격조사 ‘에게’가 결합된 후에 ‘도, 나, 라도’가 결합된 경우인

데 이때 보조사의 ‘도, 나, 라도’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7가～다)처럼 ‘ 구’

가 쓰일 경우에는 ‘에게’와 ‘도, 나, 라도’의 결합이 필수 이지 않은 것과 

별된다. 물론 보조사 ‘도, 나, 라도’가 있을 경우에는 불특정한 군가를 

나타내고 생략될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차이

가 생기기는 하지만 격조사 ‘에게’와 보조사 ‘도, 나, 라도’의 결합이 필수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 명사와 결합하는 ‘에게’가 쓰인 문장을 보아도 보조사 ‘도, 나, 라도’

가 쓰이는 것은 문장의 의미에 따라 선택 인 것이지 ‘아무’의 경우처럼 

문장의 성립 요건에 필수 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만나자고 한다.

나. 아무 때고 가야 할 시집인데 가능하면 빨리 가라.

 ‘아무 날 아무 시’가 하나의 구로 굳어진 경우로 정해지지 않은 어떤 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의 ‘몇’처럼 모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은 불가능한 듯하다.

 ‘아무 때고’도 ‘때’가 아닌 다른 명사 ‘아무 것이고, 아무 사람이고’ 형태는 국어에

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가 ‘어느 때고, 어느 것이고, 어느 사람이고’

처럼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과 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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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나는 그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나. 그런 농담은 구세 에게(나) 통하는 것이다.

다. 이번 문제는 친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 보는 게 어때?

(8가～다)처럼 일반 으로 보조사 ‘도, 나, 라도’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라는 명사의 경우에는 ‘에게’ 다음에 반드시 ‘도, 나, 라도’

의 보조사가 꼭 나타나야 한다는 제약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무’가 

국어에서는 일정한 조사와만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명사로 고정화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5)에서 보았듯이 세국어에서 ‘아무’는 조사와의 결합 

제약 없이 두루 쓰이던 것이었는데 국어로 오면서 일정한 조사와만 결

합하여 쓰이는, 형태 으로 고정화된 모습을 갖는 표 이 된 것이다.

‘아무’는 조사가 바로 결합되는 명사의 쓰임 외에 뒤에 체언을 수식하

는 형사로도 쓰이는데 체로 다음과 같다.

(9) 가. 윤달에 사람이 나면 아무 탈이(도) 없 . 

나. 그것에 해서는 아무 말(을) 마시고 계세요.

다.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다.

라.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아무 책이나 {주세요/주지 마세요}.

마. 그때는 아무 펜이라도 {필요했다/*필요하지 않았다}.

명사 ‘아무’는 주격조사 ‘가’와 격조사 ‘를’과는 결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형사로 쓰이는 ‘아무’의 경우는 (9가, 나)처럼 주

격조사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서술어에 부정어 ‘없다, 말다, 모르

다’가 와야 하는 제약이 있다. (9다, 라)의 ‘아무 데도, 아무 데를 주어도’의 

경우도 서술어가 부정어가 와야 하고 모두 부정극어의 의미를 갖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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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가 형사로 쓰이는 경우 ‘아무 N이/도 부정어’, ‘아무 N도 부정어’, 

‘아무 N을 V-어도 부정어’ 형식의 문장 구조를 이루는데 이때의 ‘아무’는 

모두 부정극어로 쓰인다.

(9가～다)가 부정 서술어와 결합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데 반해 (9라)의 

‘아무 N나’는 정문이나 부정문이 모두 올 수 있고, (9마)의 ‘아무 N라도’ 

구성은 정문만 올 수 있다.6)

(10)가. 그 동굴은 입구를 제외하고 {아무 데로도/*아무 데로} 빛이 들어올 

곳이 없다.

나. 체벌을 할 때는 {아무 거로나/*아무 거로} 때리면 안 된다. 

다. 그 산은 {아무 곳에나/*아무 곳에} 나물이 많이 난다.

라. {아무 놈에게나/?*아무 놈에게} 정을 주면 안 된다.

마. 자동차 등록은 {아무 곳에서나/?*아무 곳에서} 가능한가요?

바. 지 은 {아무 곳에서라도/*아무 곳에서} 불러만 주면 갈 것 같다. 

체언을 수식하는 형사 ‘아무’의 경우에도 조사 ‘나, 도, 라도’가 체언과 

결합하기만 하면 그 사이에 ‘에게, 에, 에서, 으로’ 등의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이때에도 ‘나, 도, 라도’의 결합은 필수 이지만 명사 ‘아무’와 달리 

형사로 쓰일 때는 ‘에, 에서, 으로’ 등의 조사가 더 결합될 수 있다.

(11)가. 그 동굴 {어느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6) ‘아무’와 결합하는 ‘나, 도, 라도’의 의미 기능을 ‘나’는 ‘차선책’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나(사과나 배가 다 좋다)’가, 

‘도’는 극단 인 것까지 양보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도(세수도 못하고 왔다.)’가, ‘라

도’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임을 나타내는 ‘라도(지 은 라면이라도 감지덕지

다)’가 결합한 것이라고 보면 ‘아무’가 쓰이는 문장이 부정문인가 정문인가는 ‘아무’

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사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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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인이 {어떤 물건으로} 때려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입

니다.

다. 인형이 많이 생기니 그 에 몇 개는 { 구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부정칭으로 해석되는 명사 ‘어디, 무엇, 구’ 등에는 (11가～다)처럼 

‘나, 도, 라도’와의 조사 결합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제약은 

‘아무’ 계열에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어에서 ‘ 구’ 계열의 부정칭 

명사는 문장 구성에서 제약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 계열은 문장 

유형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아무’의 문장 유형

품사 문장 유형

명사

아무도 / 아무에게도 + 부정어7)

아무나 / 아무에게나 + 부정어 / 정어

아무라도 / 아무에게라도 + 정어

형사

아무 N{이/을/도} 부정어(없다, 말다, 모르다)

아무 N을 V-어도 부정어

아무 N(에게/에/에서/으로)도 부정어

아무 N(에게/에/에서/으로)이나 부정어/ 정어

아무 N(에게/에/에서/으로)라도 정어

 표에서 보듯이 ‘아무’는 명사로 쓰일 때 ‘도, 나, 라도’라는 조사가 

필수 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여격조사 ‘에게’와 결합할 경우에도 생략되지 

 7) 어휘부에서 형성된 어휘  부정어인 ‘부인하다, 부자연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비 실

이다, 비인간 이다’ 등은 올 수 없고, 통사  부정어 ‘아니, 못, 말-, 없-, 모르-’ 

등만이 가능하다. ‘없-, 모르-’가 통사  부정어에 속하는 이유는 시정곤(1997:57-58)

에 자세히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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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형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명사보다는 조사

의 결합이 좀 더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때도 후행 서술어가 일정한 제약을 

갖거나 구성 형식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무’는 세국어에

서와는 달리 국어에서 통사 으로 일정한 형식으로만 쓰이는 고정화 

단계를 겪고 있는 표 임을 알 수 있다. 

‘아무’ 계열의 형식의 고정화는 다음과 같은 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8) 

(12)가. 지부(支部)이긴 하지만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거주하는 구역이어

서 배설자의 말 로 {아무나가}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박

경리, 토지>

나. 이 사발이 어디가 어떠냔 말요. 송장이 닿았으니 생에 나쁘길 

해, 냄새가 나 … 하긴 {아무나는} 못 할거유. <이문구, 장한몽>

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를} 붙잡고 하기보다는, 역시 원래의 의도

로……. <최상규, 악령의 늪> 

라.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 체 의 임자가 있

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

리한 처사 다. <채만식, 논 이야기>

마. 언제나 말이 없이 함부루 {아무나와} 사귀지 않구 무슨 생각에 늘 

잠겨 지내기에 난 벌써 형이 보통사람이 아닌  짐작하구 있었어! 

<손창섭, 낙서족>

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아무나의} 에라

도 띄었다면, 자기는 별수 없이 화냥년이란 명을 둘러썼을 거라

고…… <김승옥, 동두천>

 8) 고석주(2000:111)에서는 ‘아무나’ 외에도 ‘ 구나에게’처럼 ‘나’가 의미격 조사 ‘에게’

에 선행하는 것에 해서 ‘ 구나, 아무나’가 한 단어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

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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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체통 없이 {아무나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아무

나하고 교젤 했니?” <박경리, 토지>

아. 연락이 읍어 {아무도한테}. <인터넷 블로그 >

자. 아직 쑥쓰러워서 {아무도에게} 쪽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

게 쪽지가 날라와요. <인터넷 블로그 >

‘아무에게나, 아무에게도’처럼 격조사 ‘에게’가 먼  결합하고 보조사 ‘나, 

도’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 인 쓰임이나 (12가～자)처럼 ‘아무나, 아무도’ 

다음에 조사 ‘이, 을, 에게, 와, 의, 한테’가 결합되어 쓰이는 가 보인다. 

이것은 ‘아무나, 아무도’가 어휘 으로 고정화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9)

2. ‘아무’ 계열의 의미 변화

‘아무’는 앞 에서 보았듯이 국어 이  문헌에서는 조사와의 결합

도 자유롭고 문장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다가 국어에 와서 제약을 갖

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의미에도 변화를 보이는데 세국어나 근 국어 시

기까지 의미의 폭이 넓다가 국어로 들어오면서 그 의미의 폭이 좁아지

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2007:133)에서는 비지시  명사의 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 구’ 계열과 ‘아무’ 계열의 용법에 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 다.

 9) ‘아무나’는 그 뒤에 다양한 조사가 결합되는 반면 ‘아무도’는 ‘에게, 한테’ 정도만 나온

다. 그리고 ‘아무나+조사’의 결합은 소설이나 인터넷 등 출처가 다양한데, ‘아무도+조

사’의 결합은 인터넷에서만 검색된다. 그러나 ‘아무나한테, 아무나의, 아무나를’나 ‘아

무도한테, 아무도에게’는 아직 그 문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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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한국어의 비지시  명사10)

의문 비한정

특정
불특정

자유선택 부정극성

구
구

/ 군가
구나/ 구든지/ 구라도/아무나 구도/아무도

무엇
무엇

/무언가
무엇이나/무엇이든지/무엇이라도/아무거나

무엇도

/아무것도

어디
어디

/어딘가
어디나/어디든지/어디라도/아무데나

어디도

/아무데도

 표에서 보듯이 국어에서는 구체 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지

시하지 않는 비지시 인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낼 때 명사는 ‘ 구’ 계열

과 ‘아무’ 계열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 구’ 계열은 의문을 나타낼 

때와 특정 인 군가나 무언가를 나타낼 때도 쓰이고 불특정한 군가, 

무언가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 그에 반해 ‘아무’는 불특정한 군가나 무언

가일 때만 쓰인다.

그리고 같은 논의에서 세국어 ‘아모(>아무)’의 용법에 해 ‘부정극성, 

자유 선택, 자리 채우기11), 내포 의문 에서의 의문사’라는 용법으로 사용

된 것으로 보았다.

10) 이 표는 박진호(2007:133)에서 어와 한국어, 일본어의 비지시  명사들을 언어

유형론 으로 비교하기 해 제시된 표에서 한국어의 내용만 가져온 것이다.

11) ‘자리 채우기(place holder)’는 어떤 이름을 밝히는 신 그 자리를 비워둘 때에 ‘모/

아무/아무아무’를 쓰는 것인데 이곳에 ‘어느/어떤’을 넣으면 그런 뉘앙스가 사라지고 

신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의미가 부각된다. 그리고 ‘자리 채우기’는 ‘ 구 구, 

뭐뭐, 어디어디’와 같이 일반 의문사를 첩함으로써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 다. 

(박진호2007:139)

철수는 어제 서울 시내 {모/아무/아무아무} 스토랑에서 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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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 乎 {아모} 그 논 겨체 는 字ㅣ라 <훈언1a> (자리 채우기)

나. 그 冊앳 두 字ㅣ 야디여 {아모도} 모더니 <釋詳3:10a> (부

정극어)

다.  반 을 라  돈곰  수  러 {아모} 제나 머그라 <救

簡7:80a> (자유 선택)

라. 져머셔 父母ㅅ 恩愛 일코 魂神이 {아모} 趣에 잇디 모며 <月

釋21:173a> (내포 의문 에서의 의문사)

(박진호 2007의 )

(13가)는 비워 두어야 할 곳을 이르는 표 을 말할 때 쓰는 ‘자리 채우기’

를 할 때 쓴 용례이고 (13나)는 부정극어, (13다)는 국어로 해석하면 

‘아무 때나’로 시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의미할 때 쓰는 이다. (13라)는 

국어로 표 했다면 ‘어떤,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며’ 정도로 표 될 것

으로 내포 의문 의 의문사로 쓰이는 이다. 

이런 여러 용법을 가지고 있던 ‘아모’가 국어에서는 ‘부정극어’인 ‘아

무도’와 자유 선택을 나타내는 ‘아무나’ 정도로 그 사용의 폭이 었는데 

국어 이 의 시기에는 ‘아무’가 국어의 ‘ 구’ 계열의 용법까지 담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가. 아모의   되로셔   먹고 아모  되로써   셰 

뎌거 보내소. <순천44:3, 15--년>

나. 이 니로 내 동이 동궁 침실의 이시니  이 보아도 아모의 

동이라 고 핀잔 될 것이니 아뫼 보아도 고이고 뵈노라 더

라 <계축하16a, 16--년>

다. 슌을 닙엇더니 션비 날려 아모 져리 고이 입엇  곱

디 못니 져 아와 갓치 쟈 시니 <한 록, 1795년>

라. 이젼 셰샹에 남의 말이 나를 지목며 아모의 손이요 아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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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이라 슈다 권  다리고 쥭을 디경이라니 <독립신문, 1898>

마. 기운이 업서 동 거지를 림의로 못고 아모가 와셔 욕을 고 

리고 가졋든 물건을 셔가도 <독립신문, 1896>

바.  원건  창 군 니의와 목 김 아모 진 김규 유 김션 

녕 심뎡셰 녕 김효남 <서궁일기75a, 16--년>

(14가～라)의 ‘아모’는 화자가 알고 있지만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쓰

는, 특정한 군가를 비한정 으로 나타낼 때 쓰는 표 으로 국어에서

는 ‘ 구’로 쓸 상황의 이다. (14마)의 경우의 ‘아모’는 화자가 알지 못하

는 어떤 불특정한 상을 이르는 표 으로 이때도 국어에서는 ‘ 구’

로 쓸 상황이다. (14바)의 경우는 특정한 구를 가리키기 어려운 상황이거

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쓰는 표 으로 국어로는 ‘김 아무개’ 정도로 

표 될 이다. 

이런 들을 살펴보았을 때 국어 이  시기에서는 ‘화자가 아는 특

정한 군가를 비한정 으로 나타내는 경우’나 ‘화자가 알지 못하는 불특

정한 군가를 나타내는 경우’ 모두 ‘아모’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한 다음의 는 ‘아모’가 ‘도’와 결합하는 상황인데도 부정문이 아닌 

정문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15)가. 師 스스니 아못 일도 잘 사 師ㅣ라 니 <월석

2:46a>

나. 아모 거긔도 제 무  두 거슬 王이라 니라 <월석1:24a>

다. 아못 것도 至極 거시 精이라 <월석서 18a>

라. 아모 도 됴니라(所在可止耳) <월석20:74a>

마. 졍시니 아모러 간 동 업서 안자셔 아모 일도 겨우 리고 이시니

<청주12>

(하귀녀 2005:21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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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마)는 ‘아모’ 다음에 (의존)명사 ‘거긔, , 일’ 등과 ‘도’가 결합되

는 구성으로 국어라면 부정 서술어가 와야 할 상황인데 정 서술어가 

나타난 경우이다.  국어라면 서술어가 부정어로 나타나거나 ‘아모’는 

‘어떤, 무슨’ 정도가 쓰일 자리이다. 

이것은 세국어나 근 국어 시기의 ‘아무’의 의미 역은 국어보다

는 넓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아무’가 국어로 오면서 그 의미 기능의 

역이 어들게 되었음을 측할 수 있게 한다. 국어사 어느 시기부터 ‘아

모’가 담당했던 의미 기능의 역을 ‘ 구’ 계열의 의문사들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아모’ 계열의 담당 역을 의문사 계열이 담당하기 시작한 시기에 해

서 이 희(1994:65)에서는 19세기로 보고 있는데, ‘미지칭(未知稱)’으로만 

사용되던 ‘엇더-, 어느, 므슴’ 련 어휘들이 국어처럼 부정칭(不定

稱)으로 사용되었다고 논의하 다.12) 

(16)가. 大人이 엇덧  쥬션여 엇덧  죠흘 로 라(화음계몽 하 40)

나. 이번 일은 무삼 큰 일이 업시니 언마 동안 머므지 아니고 일 

公事 맛고 모  가려 노라.(화음계몽 상32)

(이 희 1994의 )

(16가, 나)의 ‘엇덧 , 무삼’은 모두 의문사로의 쓰임이 아니라 부정칭 

명사로 쓰인 이다. 그러나 의문사들이 부정칭 명사로 쓰이게 된 시기

를 박진호(2007)에서는 좀 더 이른 시기로 잡고 있다.

12) 서정목(1987:225)에서 ‘ , 어듸, 엇디’ 등은 세국어  근 국어에서는 일반 으로 

의문사로서의 용법을 보이고 부정사로서의 용법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국

어 이  시기에는 ‘ , 어듸, 엇디’ 등이 의문사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정 표 이 

쓰일 자리에는 ‘아모’가 쓰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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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가. 둘워 먹져 므슴 됴 새 잇거든 져기 가져오라. ( 就喫的過 

有甚麽好菜蔬 拿이箇來) <번노상63a>

나. 이런   구드  엇디 자료 아란 딥지즑 잇거든 두 닙 가져

오라. (這般精土炕上怎的睡 有甚麽藁簏 幾領來) <번노상25b)

(박진호 2007:144의 )

16, 17세기의 �노걸 �, �박통사�류 문헌에 백화문 원문의 한자 ‘甚麽’을 

‘므슴’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아란/아므란’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의

문사가 비한정사로 쓰인 것은 19세기보다 훨씬 이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3)

19세기 말의 같은 자료, 거의 같은 문맥에서 ‘아모’와 ‘ 구’가 다 쓰인 

것을 보면 19세기 말까지도 ‘아모’와 ‘ 구’ 계열의 역 다툼이 있던 것으

로 보인다.

(18) 가. 텰갑  화륜션이 십일 쳑이며  아모를 의론치 말고 십칠팔 

셰 터 삼십 셰지 동안에 이삼 년을 군노릇 아니 이가 업

니라 <사민필지41, 1889>

나. 텰갑  화륜션이 이십칠 쳑이며  온 나라헤 구를 의론치 말고 

칠팔 셰 터 삼십 셰지 그 동안에 이 삼 년을 군 노릇 아니

 이가 업니라 <사민필지26, 1889>

다. 기운이 업서 동 거지를 림의로 못고 아모가 와셔 욕을 고 

리고 가졋든 물건을 셔가도 <1896 독립신문>

라. 쳥국 사은 세계에 우숨거리요 아모 나라에 가도 쳥인이라면 쳔

가 무슈니 <1896 독립신문>

13) 박진호(2007:144)에서는 이런 들은 주로 16, 17세기의 �노걸 �, �박통사�와 18세

기말의 �윤음언해�, �명의록언해�에서 발견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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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가, 나)는 �사민필지�에 나오는 문장으로 거의 유사한 문맥인데 41권

에서는 ‘아모를’, 26권에서는 ‘ 구’를 썼다. 한 (18다, 라)의 는 19세기 

말 독립신문에 나오는 인데 이때까지도 조사의 제약 상이나 의미에 큰 

변화가 없이 쓰 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자료에서도 조사와의 결합이나 쓰임이 국어보다는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가. 황 아모로 말면 그 졸규모로 조곰 변통이 업던 이 외국 변

을 갓다오더니 안목이 어지고 <모란병106>

나. 한번 만져만 보아도 산 사의 병이 된다오 인져 아모가 알튼지 

쥭든지 나 도모지 상 치 말니다 <구마검3>

다. 고짓 것 졔가 졔벌을 밧으려면 아즉도 멀엇지 아모에 젼 아

슨 것과 아모의 젼답 아슨 것이라던지 <화의 6>

(19가～다)의 를 보면 국어에서는 (19가) ‘황 아모’의 ‘아모’는 ‘아

무개’로 쓸 상황이고 (19나, 다)의 는 ‘ 구’를 쓸 상황이다. 그리고 이때

는 불특정한 어떤 상을 지시하는 경우가 아닌 특정한 어떤 상을 비한

정 으로 지시하는 경우에 쓰인 이다. 이때까지도 ‘아무’의 쓰임의 역

이 넓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국어에서 ‘아무(<아모)’는 역사 으로 

특정 이거나 불특정 이거나 계없이 비한정 인 경우에 모두 쓰

다.14) 그러던 ‘아무’가 국어에 와서는 ‘아무도, 아무나, 아무라도’와 같

은 불특정한 상을 나타낼 때, 그것도 부정극어와 자유 선택 등의 몇 가지 

14) 의문사의 용법의 경우도 내포문의 의문사 의 의문사로 사용된 것을 보면 역사의 

어느 시기에는 의문사로도 사용했을 가능성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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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으로만 사용 범 가 어들었다. 불특정한 상을 나타낼 때도 부분 

의문사 ‘ 구’ 계열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불특정한 상의 무리를 나타낼 

때만 쓰이게 된 것이다.15) 이런 의미의 축소가 조사와의 결합 제약을 발생

하게 하고 몇 개 조사와의 결합은 형태의 고정화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한다.

Ⅳ. ‘아무’ 계열과 ‘ 구’ 계열의 의미 차이

통시 으로 ‘알지 못하는 상을 가리키는 미지칭’을 나타낼 때는 ‘ 구’ 

계열이 담당하고 부정칭을 나타낼 때는 그것이 특정 이든 불특정 이든 

‘아무’ 계열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국어로 오면서 부정칭을 나타내는 

많은 역을 ‘ 구’ 계열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국어로 오면 

15) Lyons(1977:255-56)에서는 동일한 개념  장(conceptual field)을 포 하는 시기

으로 다른 두 개의 의미장을 비교하여 의미 변화의 모습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

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 다. 

i) 장을 구성하는 낱말 집단(set of lexemes)이나 그것들의 의의 계(sense 

relations)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

ii) 개념  장의 내  구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낱말 의 요소가 새로운 요소로 

치된 경우.

iii) 장의 낱말 집단에는 변화가 없으나 개념  장의 내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경우.

iv) 장의 낱말 집단  하나 는 그 이상의 낱말이 새로운 낱말로 치되고 개념

 장의 내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경우.

v) 장의 낱말 집단에 하나 는 그 이상의 낱말이 첨가되거나 탈락됨으로써 개념

 장의 내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경우.

(박종갑 1992:2 재인용)

 비지시  명사의 ‘아무’ 계열과 ‘ 구’계열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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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 계열은 불특정 인 용법  ‘부정극어’와 

‘자유 선택’의 용법으로만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부정극어’와 ‘자유 선택’의 용법에서도 ‘아무’ 계열과 함께 ‘ 구’ 

계열이 함께 존재한다. 

(20)가. 내 생일 티에 아무도 안 왔어.

가′. 내 생일 티에 구도 안 왔어.

나. 이 공연은 구나 볼 수 있다.

나′. 이 공연은 아무나 볼 수 있다.

다. 그런 일을 당하면 아무라도 당황한다.

라′. 그런 일을 당하면 구라도 당황한다.

(20가～라)의 ‘아무’ 계열이 쓰일 때와 (20가′～라′)의 ‘ 구’ 계열이 

쓰 을 때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구별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21) Q1: 티에 가 왔니? (↗)

A1: 아니, {아무도/?? 구도} 안 왔어. 

Q2: 정말이야? 희도 안 갔어?

A2: 정말이야. {아무도/ 구도} 안 왔어.

티 장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이 화를 걸어서 

물을 때 (21Q1)처럼 티에 군가 왔느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21A1)처

럼 ‘온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아무도’를 쓰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때 ‘ 구도’를 쓰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리고 (21Q2)처럼 화자가 

어떤 군가는 갔을 것을 상하면서 그 사람도 안 갔느냐는 질문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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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아무도’와 ‘ 구도’가 모두 가능하다. 이때 ‘아무도’를 쓸 때와 달리 

‘ 구도’를 쓸 경우에는 ‘아무도’보다 강한 부정의 뉘앙스가 느껴진다. ‘아

무도’를 쓸 경우는 ‘오지 않은 체 상’을 ‘아무’가 나타내는 것이라면 ‘

구도’는 ‘오지 않은 개별 개별의 상’을 ‘ 구도’가 나타내는 것으로 ‘ 체 

상’을 부정하는 경우보다 ‘개별 개별의 상’을 부정하게 되면서 더 강한 

부정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16)

(22)가. 미래에는 그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나. 지 은 그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다.

다. 아동을 학 하는 그런 일은 그 어떤 { 구도/*아무도} 하지 맙시다.

다′. 아동을 학 하는 그런 일은 { 구도/아무도} 하지 맙시다.

(22가)는 개별 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 어떤’이 ‘사람’을 수식하는 인

데 (22나)처럼 ‘어떤 사람’이 조사 ‘도’와 결합하면서 개별 인 특성을 갖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게 되어 부정극어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개별 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 어떤’이란 표 은 (22다)처럼 ‘ 구도’와는 결합이 가

능하지만 ‘아무도’와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 체 상’을 나타내는 ‘아무도’

의 ‘아무’에는 개별 특성을 나타내는 ‘그 어떤’의 수식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불특정의 체 상’을 나타낼 때는 ‘아무도’를 쓰는 것이고 

‘불특정의 개별 개별의 상’를 나타낼 때는 ‘ 구도’를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16) 김미형(1994:247)에서는 “여럿을 뭉뚱그리는 ‘아무도’보다는 일정한 선별의 뜻을 지

닌 ‘ 구도’가 쓰 을 때 그 표  효과가 더 강해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7) 이런 ‘개별성’과 ‘ 체성’은 김미형(1994)에서는 ‘개체’와 ‘무리’라는 용어로 설명되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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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1: 이 공연은 가 볼 수 있나요?

A1: 이 공연은 { 구나/아무나} 볼 수 있어요.

A2: 이 공연은 {아무나/?? 구나} 볼 수 없어요. 만 20세 이상만 볼 

수 있어요.

(23)는 ‘ 구나’와 ‘아무나’가 쓰인 문인데 질문에 해 정으로 답

할 때는 ‘ 구나’와 ‘아무나’를 모두 쓸 수 있으나 부정 으로 답할 때는 

‘아무나’는 가능하나 ‘ 구나’는 어색하다. 그 이유는 ‘아무나 볼 수 없다’고 

할 때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볼 수 있고 그 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다는 의미를 뜻하는 데 반해 ‘ 구나 볼 수 없다’는 ‘불특정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볼 수 없다’는 표 으로 어떤 공연을 상연하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색해지는 것이다. (23A2)처럼 ‘이 공연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뒤에 ‘만 

20세 이상만 볼 수 있어요.’와 같이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것은 ‘아무나’가 가리키는 불특정한 상이 ‘개별 상’이 아닌 

‘그룹’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아무나’는 불특정한 개체 하나 하나를 가

리키지 않고 그룹화된 무리를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표3 ‘아무나’와 ‘ 구나’의 의미]

함의 불특정/비한정 개체 모두

m1나

m2나

m3나 

…

⇒ 구나

 

함의 불특정/비한정 그룹 모두

기 , 자격

[有] 무리
⇒ 아무나

기 , 자격

[無] 무리

 표에서 보듯이 ‘ 구나’는 어떤 개별 개별 상들이 이루어진 모두를 

나타내고, ‘아무나’는 일정한 자격 기 이 되는 그룹 는 체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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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기 때문에 문장을 부정하게 되면 ‘ 구나’와 ‘아무나’가 쓰인 

문장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24)가. { 구나/*아무나} 깃들일 집은 있기 마련이다.

나. { 구나/*아무나} 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지요.

다. 겨울엔 원래 { 구나/*아무나} 설사를 많이 해요. 

라. 사람은 { 구나/*아무나} 나이가 들면 세상일에 닳고 닳아서 순진

함을 잃어요.

(25)가. 어떻게 한 모 이라고 {아무나/?* 구나} 달래? 

나. {아무나/* 구나} 오는 데 아니야. 빨리 나가

다. 석우야!  왜 조명실에 {아무나/* 구나}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니?

(24가～라)의 는 어떤 불특정한 개별 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 구나’

는 쓸 수 있지만 체 상을 나타내는 ‘아무나’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 (24

나)의 ‘ 마다’가 각각의 상을 나타낼 때 쓰는 표 임을 감안했을 때 불

특정한 개별 상을 나타내는 ‘ 구나’는 어울려 쓰일 수 있지만 체성을 

갖는 ‘아무나’는 불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특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상들(그룹)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

내는 (25가～다)의 경우는 ‘아무나’는 쓸 수 있지만 ‘ 구나’는 쓸 수 없다.

‘ 구라도’와 ‘아무라도’도 아주 유사한 문장에서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표 처럼 보인다. 그러나 ‘ 구라도’는 ‘어떤 사람이라도’의 의미로 그 구

에 포함되는 상은 여러 특성을 갖는 개별 개별 상이 되지만, ‘아무라도’

는 ‘어떤 기 이나 자격에 못 미치는 상 체라도’의 의미로 기 이나 

자격에 미치는 상은 물론 포함되고 그 지 못한 상이라도 포함된다는 

양보 인 의미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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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가. 마음씨만 고우면 { 구라도/아무라도} 사귈 수 있다.

나. 고객층은 20 와 30 로 한정한다. { 구라도/*아무라도} 만족시

킬 백화 식 책방은 곤란하다는 것.

다. 음속을 돌 한다는 콩코드 여객기가 나와서 { 구라도/*아무라

도} 음속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무엇이고 ‘효(孝)’만 행한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어 어느 { 구라도/*아무라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것인데.

(26가)의 경우는 ‘ 구라도’와 ‘아무라도’가 모두 쓰일 수 있지만 (26나～

다)의 경우는 ‘ 구라도’는 가능하지만 ‘아무라도’는 부자연스럽다. 이런 제

약은 ‘ 구라도’에는 앞서 ‘아무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불특정한 개별 개

별 상’을 이르는 데 반해 ‘아무라도’는 ‘기 에 맞는 그룹은 당연히 포함

되고 그 지 못한 그룹이라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상을 나타내는 

(26나～라)와 같은 문장에서는 어색하다. 한 (26라)처럼 ‘어느’의 수식을 

받게 되는 에서 ‘아무나’에서처럼 제약을 보인다.18)

Ⅴ. 결론

지 까지 부정칭 명사 ‘아무’ 계열에 한 통사론  특징과 의미론  

특징에 해 살펴보았다. ‘아무’의 세형인 ‘아모’의 용법을 살펴보았을 때 

18) ‘아무도’는 부정 서술어와 쓰여 체를 부정하는 표 으로 발달하고, ‘아무라도’는 

정 서술어와 쓰여 체를 정하는 표 으로 발달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가. 아무도 갈 수 없다. 

나. 아무라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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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상을 비한정 으로 나타내거나 불특정한 상을 비한정 으로 

나타내는 모든 경우에 사용되었던 ‘아무’가 국어로 오면서 불특정한 

상만을 나타내게 되었고, 불특정한 상을 나타낼 때도 개별 인 상을 

지시하는 의미를 띨 경우가 아닌 체성을 띨 경우에만 쓰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아무’는 조사와의 결합 제약이나 문장의 제약도 없었던 명사

는데 국어로 오면서 조사 ‘나, 도, 라도’와만 결합하는 결합 제약을 갖

게 되고 문장 구성도 일정한 형식으로만 쓰이게 되었다.

‘아무’의 이런 의미 역 변화는 다른 조사와의 결합 제약을 낳았으며 

조사 결합형 ‘아무도, 아무나, 아무라도’는 형태 으로 고정화되어 쓰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도, 아무나, 아무라도’는 ‘ 구도, 구나, 구라도’와 불특정한 어떤 

상을 이른다는 에서 거의 유사한 쓰임을 쓰이는 듯하다. 그러나 ‘아무도’

에는 부정 인 서술어만 올 수 있는 데 반해 ‘ 구도’는 정 인 서술어도 

올 수 있다는 , 그리고 의미 으로 ‘ 구도’는 불특정한 개별 개별의 상

을 이르고 ‘아무도’는 체 상을 이르기 때문에 개별 특성을 지시하는 

‘그 어떤’과 같은 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  특징은 ‘아무나, 아무라도’와 ‘ 구나, 구라도’에서도 용되어 ‘아

무나, 아무라도’는 개별 인 개체를 지시하는 상황에서는 쓰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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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Indefinitive 'amu-'(아무-)'s Syntactic Constraints 

and Meaning Change

Lee, Keum-Hee

There are two types of indefinitive pronouns in Korean. One is 'amu(아무)' 

type and the other is 'nugu( 구)' type.

Then, the two types have different style. When they combine with particles, 

'Amu' type appears with only some particles-'-na, -do, -rado', but 'nugu' 

types does with all kind case markers and particles in contexts. But 

'amo(>amu)' in middle korean did not have this restriction. It appear with 

all kind case markers and particles in Middle Korean materials. This 

restriction has been made in amu type's lexicalization in Modern Korean.

And 'amu' types(amu-na, amu-do and amu-rado) are similar to nugu 

types(nugu-na, nugu-do and nugu-rado) in usage. Amu-na and nugu-na is 

used free choice, amu-do and nugu-do is used for negative polarity item. But 

amu types have [+individuality] meaning feather and nugu types have 

[+totality] meaning feather. So these types can not be replaced in a similar 

sentence because of this meaning characteristic.

Key Word : Indefinitive Pronoun, Negative Polarity, Free Choice, Specific, 

Unspecific, Individuality, To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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