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정말'류 부사의 의미지도 연구
- 한중 병렬 말뭉치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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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정말'류 부사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데 있다. '정말'류 부사에는 주로 '정말, 정말
로, 참, 참으로, 진짜, 진짜로, 참말, 참말로' 등이 포함되고, 담화 맥락상 부사의 용법 외 감탄사와 담화표지의 용
법을 갖기도 한다. 본고는 '정말'류 부사의 다기능성을 감안하여, 한중 병렬 말뭉치를 기반으로 대조 분석을 진행
하고, 의미 관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미지도 모형을 적용하며, '정말'류 부사의 여러 의미와 기능이 어
떠한 연관을 맺는지에 대해서 밝혀냈다.
제2장은 '정말'류 부사의 전반적인 사용 양상에 대한 논의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부사와 《표준국
어대사전》에 수록된 어휘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20개의 '정말'류 부사를 선정하였다. 사용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어 문어와 구어 자료가 포함된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2011.12. 수정판)」, 「연세 균
형 말뭉치」,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1.0 버전)」를 활용하고, 그 외 저빈도 부사의 사용 양상을 대조하기 위
해「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를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다섯 개 부사
로 '정말, 참, 참으로, 정말로, 실로' 등이 있었고, 구어에서는 '진짜, 정말, 참, 정말로, 진짜로' 등 다섯 개 부사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시, 진정코, 진정히, 정녕코, 진실히, 진개, 진소위, 짜장' 등 부사는 사전에만 등재
되어 있을 뿐, 전체 '정말'류 부사에서 1%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제3장은 '정말'류 부사에 대한 문법적 기술이다. '정말'류 부사는 기원적으로 '거짓'과 '가짜'와 대립되는 '참'과
'진실'의 의미를 가진 명사가 부사화된 것이다. 명사일 때는 관형어를 담당할 수 있고, '진짜 돈'과 같은 '진실성
의미' 및 '진짜 시인'과 같은 '전형성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사의 용법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의미론적
층위에 따라 하위 사건을 수식하는 방식 부사, 전체 사건을 수식하는 사건 부사, 그리고 발화 행위를 수식하는 화
행 부사로 나눌 수 있다. 방식 부사의 의미는 관형어의 용법과 유사하며, 대체로 피수식 동사의 진실성 혹은 전형
성을 나타낸다. 사건 부사의 의미는 '진실 시인'과 '진실 강조'로 나눌 수 있다. '정말'류 부사에는 '정말'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전자의 의미만을 갖는 '진실로', 후자의 의미만을 갖는 '실로'
와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화행 부사일 때는 더이상 '진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발화의 언표내적 효력을 강
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담화적 맥락에서 사용된다. 화행 부사의 용법은 확장을 거쳐 문장의 주변적
성분이 된다. 예컨대 '참, 정말, 진짜'와 같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와 ‘아 진짜?'처럼 응답 표
지를 비롯한 담화표지의 용법이 그러하다. 이러한 '정말'류 부사의 작용역 확장은 주관화의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병렬 말뭉치를 기반으로, 대조 분석과 의미지도를 도입하여 '정말'류 부사의 다기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어에는 '真，真的，真是，真是的，实在，的确，确实’ 등과 같이 '정말'류 부사로 볼 수 있는 부사
들이 상당히 많고, 한국어에서처럼 다기능적인 쓰임도 발견된다. 한중 병렬 말뭉치는 필자가 직접 구축한 것이며,
여기에는 신문 사설 (2020.1.1.~8.31일자 동아일보),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발행한 코리아나(Koreana) 한국문화예술
종합잡지, 그리고 한국어 소설《채식주의자》,《두근두근 내 인생》 및 중국어 번역본, 중국어 소설《致最好的我
们》 및 한국어 번역본으로 이뤄진 소설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된다. 병렬 말뭉치에서는 대칭적인 번역 양상과 비
대칭적인 번역 양상이 모두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류 부사의 의미 공간 가운데서 핵심적인 의
미를 '진실 시인'과 '진실 강조'로, 연계적인 의미를 '강화, 정도 강조, 확인, 감탄, 응답 표지' 등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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