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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절의 사실성에 대하여 -연결어미 ‘-어도’의 은유 구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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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방향성

양보와 조건

양보절에 사실적인 명제가 오는 경우와 가정적인 명제가 오는

양보 의미는 ‘비관여적 조건’, ‘기대 부정’ 정도로 이해된다.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때 양보의

(1) 가. 비가 오면 소풍을 안 간다.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도‘절의 사실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나.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

이유는 이들이 범주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도’가

(박재연 2011: 179)

‘기대 부정’의 의미는 함축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쉽게 취소될

어떤 영역에서의 양보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

수 있는 함축이 아닌, 고정 함축 정도로 이해되어야 하는 듯하다.

명될 수 있다. 이때 영역은 내용(content), 인식(epistemic), 화행

(2) 서경이가 집에 가고 은정이는 한참을 울었다.

(speech act) 영역으로 나뉘며, 연결어미가 세 영역에 쓰이는 것

물론 서경이가 집에 가서 운 것은 아니다.

은 해당 의미가 은유적 확장을 겪은 것으로 설명된다.

(3) 아기가 울어도 한동안 그대로 놔두었다.

양보를 사실적 양보와 양보적 조건으로 나누는 것은 조건이 가

*물론, 아기가 울면 다들 그대로 두지만.

정의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어떤 영역
에서의 조건인지에 따라 조건절에 사실적인 명제가 오기도 한다.

어떤 술어를 쓰든, 양보 의미는 본질적으로 조건과 연관된 것이

본질적으로 양보는 조건과 밀접하게 이해되므로, 조건절의 사실

다. 이러한 연관성은 조건문의 특성이 양보문의 특성을 설명하는

성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어도‘절의 사실성도 살필 수 있다.

데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조건절의 사실성
조건절에 사실적인 명제도 올 수 있다는 점은, Sweetser(1990)에서 제시된 영어 접속사의 세 영역에서의 은유적 쓰임과도 관련있다.
(4) 가. If Mary goes, John will go.

→ 선후행절이 나타내는 사태들의 실제 세계에서의 조건 관계(내용 영역의 쓰임)

나. If she’s divorced, (then) she’s been married.

→ 선후행절은 전제(premise)와 결론(conclusion)의 조건 관계(인식 영역의 쓰임)

다. If I may say so, that’s a crazy idea.

→ 선행절은 후행절의 화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됨(화행 영역의 쓰임)

조건절의 사실성은 어떤 영역에서의 조건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Schwenter 1999: 16), 한국어의 조건문 역시 같은 특성을 보인다.
(5)

(6) 가.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불이 난 것이 틀림 없어. (인식 영역)
나. 왔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화행 영역)

(박정운 2006: 114)

기본적으로 사실성이란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가지는 태도로 설명되는데, (5)에서 긍정적 인식 태도란 화자가 참으로 믿는 것, 부정적 인식
태도란 거짓이라고 믿는 것, 중립적 인식태도란 사실 여부를 모르는 것이다(Fillmore 1990).
양보 의미를 조건 의미를 바탕으로 설명한다면, 조건문의 위와 같은 특성이 양보절의 사실성에 대한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도’절의 사실성
사실적 양보와 양보적 조건의 구별은 범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어느 영역에서의 양보를 나타내는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7) (상구가 집에 간 상황에서) 상구가 집에 갔어도 진형이는 남아 있을 거야.
기대: 상구가 집에 갔으면 진형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8) 가. 집에 불이 켜져 있어도 진우 지금 집에 없을 거야.
나. 일이 바빠도 답장은 잘 좀 해 줘.

→ 인식 영역에서의 전제-결론의 조건 관계에 대한 부정
→ 인식 영역에서의 조건을 나타내는 쓰임
→ 인식 영역에서의 전제-결론의 조건 관계에 대한 부정
→ 화행 영역에서의 조건 관계에 대한 부정

단, 일부 예에서 내용 영역의 경우로 보이는데도 사실적인 명제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양보는 기존 조건 관계를 부정하는 의
미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화자의 사고의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명백히 실제 세계에서의 관계에만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기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의 ‘but’의 쓰임을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Sweetser 1990: 102-104). 실제로 ‘-어도’

절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보면, 온전히 내용 영역에서의 양보 해석만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9) John worked hard, but he did not pass his exam. →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임에도 그를 생각하지 않고 화자 자신의 인식에 있는 조건 관계를 부정
(10) 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었어도 그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내용 영역과 인식 영역에서의 양보 해석이 중첩
나. 5학년이 되었어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 내용 영역과 인식 영역에서의 양보 해석이 중첩

다. 조금만 일찍 말해줬어도 피해를 반으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 추측 의미의 ‘-을 텐데‘를 통해, 화자의 인식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