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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 관형사절의 내부에 존재하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효과를 설명하고, 한국어에 존재하는 두 유형
의 관계절의 존재와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
적 공백이 존재하는 관형사절의 표제명사는 통사적 공백의 효과로 관형
사절의 서술어와 의미론적인 관계를 맺는다. 한국어의 관계절은 통사적
공백의 유무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두 유형의 관계절은 표
제명사와 주절의 사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제어: 관형사절, 관계절, 통사적 공백, 표제명사, 지시적 의미, 주절

1. 들어가기
전통문법 시대에는 관형사절이 하나의 범주로 인식되었다. 생성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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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이후 한국어의 관형사절은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기술되었다.
(1) 가. [내가 ei 읽은] 책i은 참 재미있더라.
나. [네가 책을 읽은] 사실이 놀랍다. (이익섭 ‧ 임홍빈: 1983:271)

(1가)는 관계절의 예이고, (1나)는 명사구 보문의 예이다. 이익섭 ‧ 임홍빈
(1983: 270-285)에 의하면 이들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관형사절 내부
에 표제명사(head noun)와 공지시적(co-referential)인 통사적 공백(gap)1)이
존재하는가이다. (1가)의 관형사절에는 표제명사 ‘책’과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1가)는 관계절이 된다.2) 반면 (1나)의 관형
사절에는 표제명사 ‘사실’과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
에 (1나)는 명사구 보문으로 판단되었다.3) 이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에 대
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어 관형사절의 다양한 성격이 상세하게 밝혀
지는 성과가 있었다.
관형사절의 연구 과정에서 관계절에도 속하지 않고 명사구 보문에도 속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관형사절의 예들이 보고되기도 했다. 아래에 그
일부를 제시한다.

1) 기술의 편의를 위해서 이후의 논의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표제명사와 공지시
적인 관형사절 내부의 통사적 공백’을 줄여서 ‘통사적 공백’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2) 본고는 어휘부 내항 정보와 문장의 표면구조 분석만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임홍빈 ‧ 이홍
식 외(2002)의 문장 구조 분석 방법을 따른다. 임홍빈 ‧ 이홍식 외(2002)에서는 문장의
표면구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동, 흔적과 같은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고
에서는 ‘통사적 공백’을 통사적 실체가 아니라 의미론적인 해석의 결과로 주어지는 일종
의 해석 범주로 이해한다.
3) 명사구 보문의 의미는 표제명사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명사구 보문은 ‘내용절(contents
clause)’ 또는 ‘동격절(appositive clause)’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명사구 보문은 관형사
절의 서술어에 종결어미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 불구 보문과 완형 보문으
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남기심(1973)에서 이루어졌다. (1나)는 불구 보문에
해당하고, ‘네가 책을 읽었다는 사실이 놀랍다’와 같은 예가 완형 보문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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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주식에 투자한] 결과는 이 집을 사게 된 것이다.
나. 아무리 잡아도 [황소개구리가 없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김
지은 2003: 166)

(2)의 관형사절의 공통점은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
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관계절로 처리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2)의 관형사절을 명사구 보문으로 처리하기도 어렵다.
(2)의 관형사절의 의미를 표제명사의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김지은(2003), 홍윤기(2010)에서는 (2)와 같은 관형사절을 특이한 명사구 보
문의 일종인 ‘연계절’로 다루었다.4) 이와 같은 처리는 (2)에서 관형사절의
사태와 주절의 사태가 연계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
의 관형사절의 의미적 특성을 잘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2)의 관형사절 내부
에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일단은 관계절로 보지 않았
다는 점이다. 이전의 관형사절 연구에서 통사적 공백 그 자체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는 관형사절이 왜 관계
절이 되는지, 통사적 공백의 존재가 관형사절과 표제명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와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다. 이는
통사적 공백의 존재가 관계절 성립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관계절은 수식(modification)5)의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 기능적 문법 범주

4) 김지은(2002), 홍윤기(2010)의 연계절은 ‘결과, 대가, 이유’ 등과 같은 표제명사에 결합하
는 관형사절을 말한다. 이들 표제명사의 특징은 관형사절과 주절의 두 사태를 연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지은(2002), 홍윤기(2010)에서는 이들을 연계절이라고 보
았다.
5) 수식(modification)은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의미를 한정하는 작용을 말한다. 수식어에
는 명사구의 의미를 한정하는 형용사적 수식어(adjective modifier)와 동사구, 부사를 수
식하는 부사적 수식어(adverbial modifier)가 있다. 표제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은 형용
사적 수식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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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통사적 공백은 한국어의 관계절이 보이는 하나의 통사적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통사적 공백의 존재가 관계절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은 관계절의 수식
기능과 통사적 공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관계절
의 정의를 다시 검토하고, 한국어에서 관계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관
형사절의 두 유형을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형사절 내부에 존재하는
통사적 공백의 의미와 효과를 고찰해 보겠다. 두 번째 목적은 두 유형의 관
계절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두 유형의 관계절이 표제명사와 주절의 사
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여 두 유형의 관계절의 특성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2. 두 유형의 관계절과 통사적 공백의 효과
관형사절의 기본적인 기능은 표제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관형사절 중
관계절은 수식의 기능에 따라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3) 관계절의 정의
가. 어떤 절이 자신과 결합하는 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할 때, 그 절을 관계절이라 한다(Comrie
1981/1989: 143).
나. 명사에 어떤 의미적인 조건을 부과하여 명사가 지시하는 개체의
집합 속에서 하나 또는 일부의 구성소를 명시하는 절을 관계절이
라 한다(Lyons 1977/강범모 옮김 2011: 286).

(3가)는 Comrie(1981)의 관계절의 정의이고, (3나)는 Lyons(1977)의 관계
절의 정의이다.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3가)와 (3나)는 본질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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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의미로 관계절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중시되고 있는 것은 관계
절의 수식에 의해서 피수식 명사의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의 범위
가 좁아진다는 점이다.6) 여기에서 관계절은 특정한 형태 ‧ 통사적 형식에 의
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수식할 때의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 문
법 범주임을 알 수 있다. 즉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
미의 범위가 좁아질 때의 관형사절을 관계절이라 할 수 있다.7)
(3)에서 살펴본 관계절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전의 논의에서 관계절로 다
루어진 예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가. [내가 어제 ei 본] 영화i는 정말 재미있었다.
나. [ei 도둑을 쫓고 있던] 경찰i이 갑자기 멈춰 섰다.
다. [ei 내일 미국에서 돌아올] 동생i을 위해 어머니께서 어제부터 음
식을 준비하고 계신다.

(4)의 관형사절 내부에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될
수 있다. (4가)의 경우 관형사절 ‘내가 어제 본’의 수식에 의해 표제명사 ‘영
화’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4나)에서도 ‘도둑을
쫓고 있던’에 의해 ‘경찰’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짐을 알 수 있다. (4
다)에서도 이러한 관형사절의 수식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형사절의 수
식에 의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므로 (4)의 관형사절을
관계절로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6) 보다 이른 시기에 Jespersen(1924: 108-116)에서는 수식에 의해 명사의 지시적 의미가 좁
아지는 것을 특별화(specialization)라고 했다. 관계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
만, 어떤 절의 이와 같은 수식 기능을 특별한 하나의 유형으로 판단한 것에는 오랜 전통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Jespersen(1924)에서는 특별화가 부가어(adjunct)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했다.
7) 범언어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관계화 전략(relative strategy)이 존재한다. Song(2001/김기
혁 옮김 2009: 277-291)에 의하면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관계화 전략에는 대명사 유지
전략, 관계대명사 전략, 공백화 전략, 무변화 전략 등이 존재한다. 한국어는 일본어, 터키
어 등과 함께 공백화 전략을 사용하는 언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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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이 있으면 그 관형사절은 관계절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전의 논의는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8)
그런데 한국어의 관형사절 중에는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을 상정
할 수 없지만, 관계절의 수식 기능을 보이는 아래와 같은 예들이 존재한다.
(5) 가. [비가 오는] 소리
나. [밥을 짓는] 냄새 (이홍식 1990: 99)

(5)의 관형사절 내부에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없다.9) 하지만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
가 좁아지고 있다. (5가)에서 ‘비가 오는’에 의해 ‘소리’의 지시적 의미의 범
위가 좁아지는 것은 ‘소리 : 빗소리’의 지시적 의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5나)도 ‘냄새 : 밥 냄새’의 지시적 의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밥을
짓는’에 의해 ‘냄새’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10) (5)
의 관형사절도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므로 이들을 관계절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

8) 이전의 한국어의 관형사절 논의에서 관계절의 수식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는 관형사절에서 전형적인
관계절의 수식 기능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만 통사적 공백의 존재가 관계절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이홍식(1990: 99)에서는 (5)의 관형사절을 특이한 성격의 명사구 보문으로 보고 이들을
‘비동격절’이라 불렀다.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사구
보문으로 판단되지만, (5가)의 ‘비가 오는’과 (5나)의 ‘밥을 짓는’이 ‘소리’와 ‘냄새’의 내용
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소리’와 ‘냄새’는 ‘비가 오는’과 ‘밥을 짓는’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태에 수반되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5)는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사실’과 같이
내용절로 불린 전형적인 명사구 보문과는 차이를 보인다.
10) ‘비가 오는 소리’와 ‘빗소리’, ‘밥을 짓는 냄새’와 ‘밥 냄새’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비가 오는’과 ‘밥을 짓는’에 의해 ‘소리’와 ‘냄새’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의 대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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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4대강 사업을 실시한] 결과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그가 학교에 결석한] 까닭은 몸이 아파서이다.
다.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한] 효과로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
라.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11)

(6)도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은 상정될 수 없는 예들이다. 그런데
(6)의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서도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
지고 있다.12) 따라서 (6)도 수식 기능에 의한 관계절의 정의에 의해 관계절
로 판단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한국어의 관계절에는 두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13) 하나는 (4)와 같이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는 관계절
이고, 다른 하나는 (5), (6)과 같이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절이다. 앞으로 전자를 공백 관계절이라 부르고, 후자를 무공백
관계절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
하는 것은 곧 관형사절 내부에 존재하는 통사적 공백의 효과가 무엇인가에
11) (6라)는 명사구 보문으로 볼 수 없는 예이다. ‘누군가가 침입한’이 ‘흔적’의 내용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사태라 할 수 있다.
12) (6)에서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 범위가 좁아짐은 다음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가): ‘결과 : 사업 실시 결과’
(6나): ‘이유 : 결석 이유’
(6다): ‘효과 : 운동 효과’
(6라): ‘흔적 : 침입 흔적’
13) 문숙영(2012: 38)에서도 ‘걷는 운동’,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같이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은 존재하지 않지만, 관계절의 수식 기능을 보이는 관형사절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문숙영(2012)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사절은 통사적 공백의 유무에 의해 관계
절과 명사구 보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한국어의 관형사절이 통사적으로 관
계절과 보문이 구분되지 않는 단일한 수식절(attributive clause)을 가지는 언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관형사절이 단일한 수식절
로 분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한국어에서 관계절
의 수식 기능을 보이는 관형사절의 유형과 그 특성을 밝히는 작업은 언어 내적 연구로
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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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의 차이는 바로
통사적 공백의 유무이기 때문이다.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는 박진호(1994:
46-48)에서 제안한 ‘함수자(functor)’라는 개념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박
진호(1994)에서는 의미론적 개념인 ‘함수자(functor)’와 통사론적 개념인 ‘핵
(head)’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함수자는 의미론적으
로 논항(argument)14)을 요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7) 가. 밥을 먹었다.
나. [먹은] 밥

(7)은 공백 관계절과 그 대당 문장으로 볼 수 있는 예이다. (7가)의 동사
‘먹-’은 논항으로 ‘밥’을 취한다. 의미론적으로 말하면 함수자는 ‘먹-’, 논항은
‘밥’이다. 통사론적으로도 ‘밥을 먹-’ 구성의 핵은 ‘먹-’이다. 즉 (7가)에서는
통사론적 핵과 의미론적 함수자가 일치한다. 반면 (10나) ‘먹은 밥’ 구성의
통사적 핵은 ‘밥’이지만 함수자는 ‘먹-’이며, ‘밥’이 ‘먹-’의 논항이 된다. 즉 공
백 관계절의 경우 통사적 핵과 함수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5)
함수자는 우리에게 관형사절의 중요한 특징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관형사절 전체와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관계(‘먹은’과 ‘밥’의 의미론적 관계)’
와는 별도로 ‘관형사절 내부 서술어와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관계(‘먹-’과 ‘밥’
의 의미론적 관계)를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전자는 관계절의 수식 기능이
고, 후자는 관형사절 내부 서술어와 표제명사의 논항 관계이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은 관형사절의 수식
기능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 모두 표제명사
14) 이선웅(2012: 222)에 따라 ‘논항(argument)’을 핵어(head)의 의미적 구현에 꼭 필요한 의
미적 요소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15) 공백 관계절 이외의 한국어 문장에서 함수자와 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함수자는 관형사절 논의에서 큰 효용성을 가지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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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를 좁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함수자 개념을 활용하
여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의 서술어와 표제명사의 관계를 살펴보기
로 하자.
아래는 공백 관계절의 예인 (4가)와 무공백 관계절의 예인 (5가)에서 ‘관
형사절+명사’ 부분의 통사적 핵과 함수자를 분석한 것이다.
(8) ‘[내가 어제 본] 영화’의 분석
가.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통사적 핵: 표제명사 ‘영화’
나. 관형사절의 서술어와 표제명사의 관계:
① ‘보-’가 ‘영화’의 함수자이다.
② ‘영화’가 ‘보-’의 논항이다.
(9) ‘[비가 오는] 소리’의 분석
가.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통사적 핵: 표제명사 ‘소리’
나. 관형사절의 서술어와 표제명사의 관계:
‘오-’와 ‘소리’에는 직접적인 의미론적 관계가 없다.

(8)과 (9)의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 모두 명사구 ‘관형사절+명사’의
통사적 핵은 표제명사이다. 그런데 공백 관계절의 경우, (8나)와 같이 관형
사절 내부의 서술어가 표제명사의 함수자가 된다. 즉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 서술어의 논항이 된다. 이는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사태의 구성 요소가
되어 관형사절의 사태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 무공백 관계절의 경
우, (9나)와 같이 관형사절 내부의 서술어는 표제명사와 직접적인 의미론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관형사절 전체의 의미만 표제명사와 의미론적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무공백 관계절의 표제명사는 관형사절 사태의 진행과는 아
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의 공백 관계절과 (9)의 무공백 관계절에 의해서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양상은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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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가 어제 본’에 의해 ‘영화’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양상

가.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사태의 참여자가 된다.
나.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사태에 참여하는 구성 요소가 되는 양상으
로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진다.
(11) ‘비가 오는’에 의해 ‘소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양상

가.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의 사태의 진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관형사절 사태 전체의 의미가 표제명사에 영향을 주어 표제명사
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진다.

(10)과 (11)에서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
의 범위를 좁히는 양상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백 관계절의 표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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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관형사절 사태의 구성 요소가 되는 양상으로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
아진다. 반면 무공백 관계절의 표제명사는 관형사절 사태의 진행에는 참여
하지 않으며, 관형사절 사태의 전체 의미의 영향으로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진다.
이와 같은 차이는 통사적 공백의 유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통사적
공백이 있는 관형사절의 경우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의 어떤 성분이 되
는가에 대한 해석 작용이 유발된다. 이 해석의 과정에서 표제명사와 관형사
절 서술어 사이의 의미 관계가 고려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형사절의 서술어와 표제명사의 의미적 관계를 해석할
동기가 없다. 따라서 관형사절 전체와 표제명사의 의미 관계를 해석하게 된
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의 예로 제시한 (4)와 (6)을 가져와
서 통사적 공백의 효과에 의한 관형사절의 의미 해석 과정의 차이를 살펴보
기로 하자.
(4) 가. [내가 어제 ei 본] 영화i는 정말 재미있었다.
나. [ei 도둑을 쫓고 있던] 경찰i이 갑자기 멈춰 섰다.
다. [ei 내일 미국에서 돌아올] 동생i을 위해 어머니께서 어제부터 음
식을 준비하고 계신다.
(6) 가. [4대강 사업을 실시한] 결과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그가 학교에 결석한] 까닭은 몸이 아파서이다.
다.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한] 효과로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
라.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어떤 관형사절을 접했을 때,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
적인 통사적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인식한다. (4)와 같이 통사
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인식되면, 표제명사와 관형사절 서술어의 의미 관계
를 해석하여 전체 ‘관형사절+명사’ 구성의 의미를 도출해낸다. 반면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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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되면, 관형사
절 전체의 의미와 표제명사의 의미의 관계를 해석하여 ‘관형사절+명사’ 구
성의 의미를 도출해낸다.16)
이상을 통해 우리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관형사절 내부의 통사적 공
백의 효과를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2) 통사적 공백의 효과
가. 통사적 공백이 있으면 관형사절 내부의 서술어는 표제명사의
함수자가 된다. 즉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의 서술어와 의미
관계를 맺으며, 관형사절 사태의 구성 요소가 된다.
나. 통사적 공백이 없으면 관형사절 전체의 의미가 표제명사와 의미
관계를 맺는다.

(12)와 같은 성격의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는 관형사절은 언제든지 표제명
사를 자신의 사태 속으로 편입시켜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를 좁히
는 관계절의 수식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무공백 관계절 (11)의 표
제명사 ‘소리’에 대해서도 ‘내가 방금 들은 소리’, ‘철수가 좋아하는 소리’, ‘모
두가 무서워하는 소리’ 등과 같이 표제명사를 다양한 사태의 참여자로 편입
시킬 수 있다. 즉 공백 관계절은 표제명사를 자신의 사태 속으로 편입시키
는 데에 거의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17) 이 과정에서 ‘소리’의 지시적 의

16) 이는 (6)의 무공백 관계절뿐만 아니라 ‘철수가 어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영희가 내년에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다’와 같은 명사구 보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정이다. 명사구 보문에도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형사절와 표제명사
의 의미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17) 표제명사는 공백 관계절 서술어의 논항이 되므로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선택 제약
(selection restriction)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내가 먹은 의자’, ‘*엄마가 낳은 곰’과 같은
공백 관계절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미론적 제약과는 별개의 문제로 통사적 차원에
서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의 어떤 성분이 되느냐에 따라 관계화가 불가능한 제약이
있기도 하다. 통사적 측면의 관계화 제약에 대한 논의로는 김민국(2010)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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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관계절의 수식 기능이 발생한다.
반면 무공백 관계절은 관형사절 전체의 의미가 표제명사를 수식한 결과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진다. 이 때문에 무공백 관계절의 의
미는 표제명사의 존재론적인 의미에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표제명사가
‘소리’일 경우, 관형사절 전체 사태의 의미가 ‘소리’와 의미적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를 좁히는 관계절의 수식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벨을 누르는 소리’와 같은 예는 가능하지
만, ‘*영희가 철수를 생각하는 소리’, ‘*그가 상상하는 소리’18)는 불가능하다.
통사적 공백의 효과에 의해 항상 관계절의 수식 기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관형사절 내부에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만 관계절의 수식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가 그 예이다.
(13) 가. [ei 근면한] 일본인i (문숙영 2012: 39)
나. [ei 친절한] 선생님i

(13)은 형용사가 관형사절의 서술어인 예인데,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
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13)의 관형사절에서
는 관계절의 수식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13)에서 관형사절에 의해 표
제명사 ‘일본인’과 ‘선생님’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13)의 무표적인 해석은 표제명사에 관형
사절의 어떤 정보가 추가되기만 하는 비제한적 수식(nonrestrictive
modification)19)의 경우이다.
18) [그가 ei 상상하는] 소리i의 구조로서 ‘그가 어떤 소리를 상상하다’의 의미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는 공백 관계절로서 가능한 경우이다.
19) Quirk. et. al.(1985: 1238-1243)에서는 수식을 ‘제한적 수식(restrictive modification)’과
‘비제한적 수식(nonrestrictive modification)’으로 구분했다. ‘제한적 수식’은 수식되는 내
용에 의해 명사구가 나타내는 지시체가 어떤 부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경우의 수식을
말한다. ‘비제한적 수식’은 수식되는 내용이 명사구가 나타내는 지시체의 범위에는 영향
을 주지 않고, 지시체에 추가적인 정보만 부가하는 경우의 수식을 말한다. 제한적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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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3)의 관형사절은 관계절의 수식 기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
다. (13가)는 ‘(게으른 사람이 아닌) 근면한 일본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문숙영 2012: 39), (13나)는 ‘(불친절한 선생님이 아닌) 친절한 선생님’
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해석에서는 관형사절에 의해 표제
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으므로, (13)의 관형사절을 공백
관계절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3)의 관형사절에는 통사적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표
적인 해석은 비제한적 수식이 되는 것일까? 통사적 공백의 효과를 다시 생
각해 보기로 한다. 통사적 공백이 있으면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서술어의 논
항이 된다. 이때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동사이면,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사태
의 참여자가 되어 어떤 사건을 형성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이면,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의
사태의 참여자가 되어도 결국 형용사가 의미하는 속성을 부여받을 뿐이다.
(13)의 경우 표제명사가 관형사절 사태의 참여자가 되어도, ‘일본인은 근면
하다’, ‘사람이 친절하다’ 의미가 된다.20) 따라서 형용사가 서술어인 관형사
절의 무표적인 해석은 비제한적 수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21)
그러나 형용사가 서술어인 관형사절도 특정한 맥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관계절의 수식 기능을 분명하게 드러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래가 그
와 같은 예이다.

은 관계절의 수식 기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0) ‘일본인은 근면하다’, ‘사람이 친절하다’의 의미가 ‘근면한 일본인’과 ‘친절한 사람’과 완전
히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통사적 구성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제명사
에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1) 임홍빈(1999/2005: 152-155)에서는 (13)과 같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을 ‘짧은 관형절’이라
했다. 그리고 ‘짧은 관형절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즉 성상사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의미 단위로 재분석되는 경향을 띤다’고 기술했다. 이는 서술어가 형용사인
관형사절의 무표적인 해석이 비제한적 수식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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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너는 [ei 둥근] 안경i이 더 잘 어울리겠다.
나. [ei 검은] 옷i으로 주세요.

(14)의 관형사절의 서술어는 형용사이다. (14가)의 ‘둥근 안경’은 ‘(둥글지
않은 안경이 아닌) 둥근 안경’의 의미로 해석된다. (14나)의 ‘검은 옷’도 ‘(검
지 않은 옷이 아닌) 검은 옷’의 의미로 해석된다. 즉 관계절의 수식 기능을
보인다. 따라서 (14)의 관형사절은 공백 관계절로 볼 수 있다.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관형사절도 관계절의 기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공백 관계절의 기능이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서도 통사적 공백의 효과와 관계절의 수식 기능은 구분되어 인식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3. 두 유형의 관계절의 특성
우리는 앞에서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이 관계절의 수식 기능을 가
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를 좁히는 양상이 다
름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두 유형의 관계절이 보이는 특성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15) 가. [ei 옆집에 사는] 친구i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나.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없다.

(15가)는 공백 관계절의 예이고 (15나)는 무공백 관계절의 예이다.22) (15
22) (15나)에 대해서 ‘??이유로 시험에 떨어졌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나)를
공백 관계절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민국(2010)에서 언급
했듯이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부가어는 공백 관계화가 될 수 없는 성격이 있다. 아래에
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다. → *나무가 쓰러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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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15나) 모두 관형사절에 의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
지고 있다.23) (15)에서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와 주절의
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16) (15가)의 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와 주절의 사태에 미치는 영향
[ei 옆집에 사는] 친구i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16)은 (15가)의 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와 주절의 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 본 것이다. (15가)의 표제명사 ‘친구’는 통사적 공백의 효과로 관형사
절의 사태 ‘친구는 옆집에 살-’의 구성 요소가 되어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런데 공백 관계절에 의해 ‘친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절에서 ‘친구’의 지시체(referent)에는 변함이 없다. 공
백 관계절의 수식과 상관없이 ‘친구가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는 주절 사태의
구성 요소로서 ‘친구’의 지시체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

나.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지셨다. → *아버지가 쓰러지신 과로
따라서 (15나)의 관형사절 ‘시험에 떨어진’은 무공백 관계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 (15나)의 ‘이유’의 지시적 의미가 좁아짐은 ‘이유 : 불합격 이유’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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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관계절에 의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변화는, 표제
명사의 지시체가 공백 관계절 사태의 구성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일어나는
상대적인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백 관계절의 수식에도 불구하고 주절 사태에서 표제명사가 나타내는 지
시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음의 예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7) (동일한 화자가 동일한 ‘친구’에 대해서 하는 말일 경우)
가. [ei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i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나. [ei 서울에 사는] 친구i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다. [ei 농구를 잘하는] 친구i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라. [영희가 ei 좋아하는] 친구i는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

(17가-라)의 공백 관계절 각각의 의미는 모두 다르다. 다른 의미의 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를 수식하더라도 ‘친구가 저녁마다 운동을 한다’는 주절
사태의 참여자인 ‘친구’의 지시체는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24) 단지 (17가라)의 공백 관계절에 의해 ‘친구’가 관련되는 사태가 달라질 뿐이다. 이를 통
해 우리는 공백 관계절의 의미는 표제명사와만 관련을 맺고 주절의 사태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무공백 관계절이 주절의 사태와 맺는 관계를 살펴보겠다.
(18) (15나)의 무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와 주절의 사태에 미치는 영향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없다.

24) (17)에서 주절 사태의 구성 요소로서 ‘친구’의 지시체가 동일하다는 것은 ‘(동일한 화자가
동일한 ‘친구’에 대해서 하는 말일 경우)’와 같은 가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이 없을 경우 (17가-라)에서 ‘친구’의 지시체는 다를 수 있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7가-라)와 같은 공백 관계절의 경우, 관형사절의 의미가 다르
더라도 표제명사가 동일한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뒤에서 살펴볼
무공백 관계절의 경우, 관형사절의 의미가 다를 경우 표제명사가 동일한 지시체를 지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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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은 (15나)의 무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와 주절의 사태에 미치는 영향
을 나타낸 것이다. (15나)의 무공백 관계절에는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
으므로 관형사절 ‘시험에 떨어진’ 전체의 의미에 의해 표제명사 ‘이유’의 지
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런데 공백 관계절의 경우와는 달리 ‘시험
에 떨어진’의 수식에 의해 ‘이유’의 지시체가 실제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공백 관계절 ‘시험에 떨어진’의 수식은 주절 사태의 진행에도 영향을 준
다. 주절의 사태 ‘(무엇을) 알 수 없-’의 구성 요소인 ‘이유’의 지시체에 변화
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18)과 아래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 가. [학교에 결석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나. [살이 빠진] 이유를 알 수 없다.
다. [그가 드라마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19)는 (18)의 무공백 관계절의 내용을 바꿔 본 것이다. (19)에서 무공백
관계절의 의미가 바뀜에 따라 주절의 사태의 구성 요소인 표제명사 ‘이유’의
지시체가 실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주절 사태의 의미도 변한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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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백 관계절과 달리 무공백 관계절은 주절 사태의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와 주절의 사태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공백 관계절은 표제명사를 수식해도 주절 사태의 구
성 요소로서 표제명사의 지시체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공백 관계절은
주절 사태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무공백 관계절이 표
제명사를 수식하면 주절 사태의 구성 요소로서 표제명사의 지시체에 실제적
인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무공백 관계절은 주절 사태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부가어(adjunct)와
보충어(complement)25)가 가지는 특성이다. 보충어는 핵어(head)가 나타내는
지시적 의미에 실제로 영향을 주지만 부가어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공백 관
계절은 통사적으로 표제명사의 부가어로, 무공백 관계절은 표제명사의 보충
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선웅(2005)에서는 명사도 동사와 마찬가지로 논항을 지닐 수 있음을 확
인하고, 명사 논항구조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선웅(2005)에서는 명사의
논항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언어 직관에 의한 판단을 제안하였
다. 논항의 개념은 ‘핵어의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소’이다. 이에
따라 어떤 명사에 대해서 그 명사의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소
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언어 직관으로 기술하여 이를 논항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26) 아래 (20)이 그 예이다.

25) ‘complement’는 ‘보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 ‘철수가 의사가 되다’와
같은 문장의 ‘의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어’가 이미 쓰이고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complement’의 번역어로 ‘보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6) 이선웅(2005: 156)에서는 언어 직관에 의한 (20)과 같은 기술이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동사의 논항 설정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지적하였다.
동사의 논항구조는 오랜 연구를 통해 의미역 체계가 정밀화되는 과정에서 그 모호성이
많이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사의 논항구조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역사가
짧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천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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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 냄새: 무엇의 냄새인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선수: 무슨 운동을 하는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27)
(이선웅 2005: 149)

명사 논항 판단의 예를 보이면, (20가)를 기준으로 하여 ‘술 냄새’의 ‘술’을
‘냄새’의 보충어28)로 판단할 수 있다. (20나)를 기준으로 ‘축구 선수’의 ‘축구’
를 ‘선수’의 보충어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좋은 냄새’나 ‘인기 선수’의 ‘좋
은’과 ‘인기’는 ‘냄새’와 ‘선수’의 부가어로 판단된다.
이제 이선웅(2005)에서 제안한 (20)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의 보충어가 되는지 부가어가 되는지를 살펴보도
록 하겠다. 앞에서 제시한 공백 관계절의 예 (4)와 무공백 관계절의 예 (6)
을 다시 가져와서 검토해 보겠다.
(4) 가. [내가 어제 ei 본] 영화i는 정말 재미있었다.
나. [ei 도둑을 쫓고 있던] 경찰i이 갑자기 멈춰 섰다.
다. [ei 내일 미국에서 돌아올] 동생i을 위해 어머니께서 어제부터 음
식을 준비하고 계신다.
(6) 가. [4대강 사업을 실시한] 결과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그가 학교에 결석한] 까닭은 몸이 아파서이다.
다.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한] 효과로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
27) 아무런 화용적인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 문장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가. 냄새를 맡았다.
나. 선수를 만났다.
(가)의 ‘냄새’에 대해서는 ‘무슨 냄새인가’에 대한 정보가, (나)의 ‘선수’에 대해서는 ‘무슨
운동을 하는 선수인가’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 한국어 화자의 공
통적인 언어 직관일 것이다. (가)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는 냄새인가’, ‘냄새가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가’, ‘냄새가 얼마나 불쾌한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직관을 가진
화자도 아마 없을 것이다. (나)에 대해서도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인가’, ‘누구와 결혼한
선수인가’,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가’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화자는 없을
것이다(이선웅 2005나: 156). 모든 언중이 공유하고 있는 직관은 충분히 참조할 만한
것이므로 (20)과 같은 기술의 근거는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28) 의미론적 개념인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면 보충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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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21) 가. 영화: 무슨 장르의 영화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경찰: 어디 소속의 어떤 업무를 하는 경찰인가가 개념적으로 필
요하다.
다. 동생: 누구의 동생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2) 가. 결과: 무엇으로 인한 어떤 내용의 결과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까닭: 무슨 결과의 어떤 내용의 까닭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효과: 무엇에 인한 어떤 내용의 효과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라. 흔적: 무엇에 의한 어떤 내용의 흔적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1)과 (22)는 (4)와 (6)의 표제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
소를 직관에 의해 기술해 본 것이다.29) (21)과 (22)를 참조하면 (4)의 공백
관계절은 표제명사의 부가어로, (6)의 무공백 관계절은 표제명사의 보충어
로 판단될 수 있다.30)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백 관계절은 그 쓰임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이는
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의 부가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반면 무공백 관계절은 표제명사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제약을 받는
성격이 있었다. 이는 무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의 보충어, 즉 의미론적인

29) 필자의 직관에 의한 기술인 (21)과 (22)에 대해서 다소의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4)의 공백 관계절을 표제명사의 부가어로 판단하고, (6)의 무공백 관계절을 표
제명사의 보충어로 판단하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0) 무공백 관계절의 통사적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공백 관계절을 표제명사의
보충어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사의 논항이 반논항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명사구 보문도 명사의 보
충어로 판단되지만, 그 통사적 실현은 필수적이지 않다. 이선웅(2005)에 의하면 동사의
논항은 특정한 화용론적 맥락에 의해 생략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면 반드시 실현되는
‘온논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명사의 논항은 통사적 실현의 필수성이 약한 ‘반논항’
의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 온논항은 비중이 높은 논항을 말하고 반논항은 비중이 낮은
논항을 말한다. 한편 이병규(1994)에서는 반논항의 개념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잠재논
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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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약으로 볼 수 있다.31)
이상의 논의를 통해 파악한 무공백 관계절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관형사절 중에서 무공백 관계절로 분류될 수 있는 예들을 검토해 보겠다.32)
(23) 가. [친구를 도와준] 사례로 선물을 받았다.
나. [음주 운전을 한] 대가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직업}은 가치가 있다.

(23)에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관형사절 내부에 상정될
수 없다. 또한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23)의 관형사절을 무공백 관계
절로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24) 가. [{걷는, 뛰는}] 운동을 좋아한다.
나. [{쉬는, 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에 몰두했다.
다. [담배 피는] 장소가 어디인지 찾을 수 없다.

(24)는 관형사절의 수식에 의해 표제명사의 지시적 의미가 좁아지기는 한
다. 그런데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가
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불분명하다.33) 본고는 다음과 같
31) 이런 점에서 무공백 관계절이 표제명사에 대해서 가지는 기능은 ‘N1+N2’ 구성에서 N1이
보이는 기능과 유사하다. N1이 N2를 수식할 때 N1 전체의 의미가 N2에 영향을 준다.
또한 N1은 N2의 보충어가 될 수도 있다.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이 이전시기에 동명사 어미였다는 점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명사 구성의 ‘-(으)ㄴ’, ‘-(으)ㄹ’의 통시적 변화 과정에 대해
서는 남풍현(1996), 이승재(1999), 양정호(200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2) 공백 관계절은 이전의 논의에서 관계절로 많이 다루어졌으므로, 이들의 예는 검토하지
않겠다.
33) (24가)의 경우 ‘운동으로 {걷다, 뛰다}.’, (24나)의 경우 ‘?시간에 {쉬다, 자다}.’, (24다)의
경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와 같은 관계절의 대당 문장의 설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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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거로 (24)와 같은 유형의 관형사절은 무공백 관계절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24)의 관형사절은 모두 표제명사의 의미론적인 논항으로 볼 수 있다.
(25) 가. 운동: 어떤 종류의 운동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나. 시간: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다. 장소: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가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25)는 (24)의 표제명사의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소를 기술
해 본 것이다. 이를 참조하면 (24)의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의 보충어로 판단
될 수 있다. 표제명사의 보충어가 되는 것은 무공백 관계절의 특성이었으므
로 (24)를 무공백 관계절로 볼 수 있다.
둘째, (24)에서는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의 참여자가 되는 의미가 잘 부각
되지 않는다. (24)의 표제명사는 관형사절 사태의 참여자가 되기보다는, 관
형사절의 의미에 의해 표제명사가 하위의 범주로 분류되는 의미가 부각된
다.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관형사절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아주 생산적
으로 쓰인다. ‘먹는 방법’, ‘가는 방법’, ‘돌아오는 길’, ‘뒤로 내리는 버스’ 등
아주 다양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형사절의 공통점은 모두 관형
사형 어미가 ‘-는’으로 고정되어 사용되고,34) 관형사절의 수식의 결과로 표
제명사가 하위의 범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표제명사를 하위의 범
주로 분류하기 위해 그 의미에도 제약을 받는다. 이상과 같은 특징은 공백
것처럼 보인다. 특히 (24나)와 (24다)의 대당 문장에 비해서 (24가)의 대당 문장은 상대
적으로 자연스럽다. ‘운동으로 {걷다, 뛰다}’의 ‘운동’은 ‘자격’을 의미하는 부가어로 볼
수 있는데, ‘회의에 대표로 참석했다. → *회의에 참석한 대표’와 같이 ‘자격’을 의미하는
부가어는 관계화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24가)를 공백 관계절로 볼
가능성은 낮다.
34) (24)의 관형사절의 어미를 ‘-은’, ‘-을’, ‘-던’ 등으로 바꾸어 보면 표제명사가 관형사절의
사태에 참여하는 의미가 부각된다. ‘쉬던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 ‘거긴 내가 어제
담배를 피운 장소야.’와 같은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공백 관계절
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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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절보다는 무공백 관계절이 보이는 특성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고는 (24)와 같은 유형의 관형사절을 무공백 관계절로 보고자 한다.

4. 마무리
본고의 논의는 관형사절 내부에 존재하는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관계절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
였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먼저 수식의 기능으로 정의되는 일반적
인 관계절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검토
한 결과, 한국어에는 통사적 공백이 있는 관계절과 통사적 공백이 없는 관
계절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통사적 공백의 효과는 표
제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의 서술어와 의미 관계를 맺고 관형사절 사태의 구
성 요소가 되게 한다는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공백 관계절과 무공백 관계절의 특성도 살펴보았다. 공백 관
계절은 표제명사의 지시체와 주절 사태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
는다. 반면 무공백 관계절은 표제명사의 지시체와 주절 사태의 진행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공백 관계절은 통사적으로 표제명사의 부가
어이며, 무공백 관계절은 표제명사의 보충어로 판단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
다. 본고의 논의는 한국어 관형사절 전체 체계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되지
만, 관계절 이외의 관형사절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다. 관계절을 포함한 관형사절 전체의 체계와 특성에 대한 논의는 후속 과
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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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types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Park Hyoung-Jin(Keio Univ.)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effect of gap, which is co-referential with
head noun, in Korean adnominal clause and to argue the exist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relative clauses. The head noun is semantically
related with the predicate of the adnominal clause by the existence of gap. There
are two types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by the existence of gap. Two types
of relative clauses are different in the effect to the head noun and the main clause.
Key words: adnominal clause, relative clause, gap, head noun, referential meaning,
main cla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