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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3, 239-258. The current paper aims to 

identify the semantico-pragmatic role of the adverb wancen in Korean. Rather

than treating wancen as a typical degree modifier, we propose the novel role of 

wancen as an illocutionary intensifier in this paper. Specifically, we suggest the 

core properties of wancen as follows: First, unlike the usual degree intensifiers, 

the illocutionary intensifier wancen targets a scale in the speaker’s epistemic attitude

towards the proposition. By using wancen, the illocutionary effect of assertion can 

be maximally strengthened. Second, wancen gives rise to a pragmatic intensifi-

cation effect by means of a subjective speaker-oriented adverb as a weak PPI 

(Ernst, 2009).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e current study is to provide a 

widened view of cross-linguistic variation to cases where the intensifier does not 

necessarily have a lexical degree modifier, and languages parameterize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their illocutionary intensifi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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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고는 ‘완전’이 부사로서 해석될 때 발생하는 새로운 의미화용적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완전’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로 구

분된다. 첫째, 예문 (1)의 ‘완전’의 품사적 속성은 명사로서 그 의미는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으로 후행 명사 ‘개방’을 수식한다. 이처럼 피수식어로 명사를 취하여 

관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관형명사(modifier noun)로 불린다. 둘째, (2)

의 ‘완전’은 형용사 ‘맛있(다)’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한다. 이때 공기하는 용언

의 정도를 수식하기 때문에 정도 부사(degree adverb)인 ‘매우/아주’와 유사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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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강은정 ‧ 신현정, 2016; 서경숙, 2008; 안혜지, 2015; 엽영임 ‧ 양명희, 2016; Lee, 2008). 셋째, 

(3)의 ‘완전’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담화표지자 역할을 한다(이하얀 ‧ 황화상, 2017).

(1) 금융 시장의 완전 개방 [관형명사]

(2) 어제 완전 맛있는 빵을 먹었어요. [부사(후행성분 수식)]

≈ 어제 매우/아주 맛있는 빵을 먹었어요.

(3) 완전 서비스가 대박이에요. [부사(문장 수식)]

위 (1)-(3)의 쓰임 중 관형명사인 (1)의 사용이 일반적인 용법으로 주로 문어에서 나타나는 반면 (2)와 (3)은 신어(new 

coinage expression)적 표현으로 대부분 구어나 인터넷 용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국어사전에 등재된 

의미는 (1)의 관형명사적 쓰임 뿐이다.

(4) 표준국어대사전

완전 (noun):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 

본래 ‘완전’의 사전적 부사형으로는 부사형 접미사 ‘-히’와 결합한 ‘완전히’가 있다. ‘완전’과 ‘완전히’가 부사로서 ‘완

전함’(completeness)의 의미를 기반으로 동일한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 해석도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

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 아래 (5)와 같이 ‘완전’과 ‘완전히’는 서로 대치되어 사용할 수 있는 문맥과 (6)처럼 그렇지 않

은 문맥이 존재한다.

(5) 초승달과 상현달은 완전/완전히 달라요.

(6) 철수는 완전/#완전히 잘 생겼어요.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사로서 ‘완전’의 문장 내 분포적 제약을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제약은 정도 부사 ‘매우/아주’와 동일한가? 만약 아니라면 ‘완전’과 ‘매우/아주’의 서로 다른 의

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부사로서 ‘완전’의 쓰임은 ‘완전히’와 어떻게 다른가? 셋째, 앞선 두 질문을 기반으

로 ‘완전’의 정확한 의미화용적 역할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현대 국어에서 ‘완

전’은 관형 명사 (1)의 쓰임과 부사 (2)와 (3)의 쓰임을 지닌 다의어이며 이때 부사 ‘완전’의 역할은 강조사(intensifier)의 

한 종류인 극한사(maximizer)로 통합(unify)될 수 있다. 이후 2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완전’은 극한사로서 척도 상의 속성

을 극한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발화 명제를 강조하는 표현을 구성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 완전

                                      관형명사: (1)   극한사: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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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 명사 수식 ‘완전’→ 관형명사

예문 (2): 용언 수식 ‘완전’→ 극한사

예문 (3): 문장 수식‘완전’ → 극한사

그간 이론적인 측면과 문법화 측면에서 관형 명사 의미와 정도 부사 의미간의 관계는 면밀히 다루어져 왔으나 극한

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본고의 목적은 극한사로서 ‘완전’의 역할에 집중하며 형식적 분석

에 앞서 서술적으로(descriptively) 데이터를 분류함으로써 부사‘완전’의 의미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보일 것이다. 첫째, ‘완전’은 그 분포에 있어서 형용사, 동사, 명사, 문장 등 거의 모든 품

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아주/매우’와 ‘완전히’는 그렇지 못하다. 둘째, 극한사 ‘완전’은 항상 척도의 극점과 관련이 있

고 극한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주/매우’는 그렇지 않다. 셋째, 극한사 ‘완전’이 기반하는 척도는 일반적인 정도 부사

처럼 수식하는 술어(즉 용언)의 속성을 지닌 개체의 집합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은 명제 단위를 수식하며 명제

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subjective) 태도를 표현한다. 이때 주관적 태도는 인식 양태(epistemic modal)적 힘과 관련이 있

는데, ‘완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발화 명제에 대해 주관적으로 최대치의 가능성(subjectively maximal probability)

을 단언하고(≈발화 명제에 헌신하고) 이를 통해 “단언”의 발화내적 힘(illocutionary force)이 강해진다. 따라서 ‘완전’

은 문장에서 결합하는 피수식어의 정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기능을 담당함을 주장한다. 나아가 하나의 언어 요소가 객관적 상황으로부터 주관적 상황으로 주관성(subjectivity)

를 부여하는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문법화의 기본적인 단계이며(Traugott, 1982, 1986, 2007, 2010) 이러한 측면에

서도 관형명사 ‘완전’ vs. 부사 ‘완전’, 부사 ‘완전히’ vs. 부사 ‘완전’의 차이가 고찰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강조사의 선행 연구를 소개한다. 지시 기반 척도를 기반으로 하는 강조사와 

태도 척도를 기반으로 하는 강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두 척도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핀다. 3장에서는 ‘완전’의 제한적 

분포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완전’이 태도 척도를 기반으로 하는 극한사임을 보인다. 4장에서는 부사‘완전’과 ‘완

전히’의 분포와 의미를 비교 및 대조한다. 5장에서는 부사 ‘완전’이 주관성(subjectivity)을 지닌 주어 기반 부사

(subject-oriented adverb)의 역할을 함을 보인다. 6장은 결론 및 함의이다.

2. 선행연구: 강조사의 두 종류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완전’의 역할을 논의하기에 앞서 강조사(intensifier)의 선행 연구를 살핀다. 전통적으로 척

도의 상위 범위에 있는 요소들을 선택함으로써 강조(emphasis) 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강조사는 다음과 같은 

하위 분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정도 수식어(degree modifier)라고 알려진 very를 포함한 촉진자(booster)이

고 두 번째는 completely, totally와 같은 극한사(maximizer)이다. 용어에서 드러나듯 촉진자는 정도성을 지닌 술어와 공

기하여 정도성이 문맥 상 기준(standard)를 넘어선 정도까지 정도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반면 극한사는 공기하는 

술어의 정도성을 척도의 극한(maximum)까지 닿게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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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조사(amplifier/intensifier)의 하위분류         (Quirk et al., 1985: 590)

a. boosters (e.g. very, so, really) 

b. maximizers (e.g. completely, totally, absolutely)

본고에서는 촉진자와 극한사의 역할에 대한 형식적인 분석을 소개한다. 강조사(intensifier)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술어의 지시(the denotation of a predicate)를 기반으로 한 척도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기반한 척도이다. 

먼저 술어의 지시 척도를 기반으로 한 강조사를 살펴보자. 아래 예문 (9)와 (10)은 지시 척도 기반 강조사의 각 예시를 

보여준다. (9a)와 (9b)에서는 강조사 very와 completely가 각각 형용사 tall과 결합하고 있다. 이 두 강화사는 술어인 tall

의 속성에 기반한 정도성을 끌어올린다. 반면 (10)의 예시는 명사 샐러드(salad)가 반복되는데 첫 번째 명사가 강조사의 

역할을 한다. 샐러드의 속성이 원형(prototype)에 가까움을 전달하고 있다(Beltrama and Trotzke, 2019; De Vries, 

2018; Ghomeshi et al., 2004; Morzycki, 2012). 

(9) a. John is very tall.

b. John is completely tall. 

(10) I’ll make the tuna salad, and you make the SALAD-salad. 

각 강조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먼저 (9a)에서 very와 결합하는 tall과 같은 형용사는 정도성을 기반으로 

단계적(gradable)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술어이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tall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림 1>에

서 나타나듯 tall이라는 속성을 예시화한 개체들(키가 큰 것들)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렬(order)되어 있다. very와 

결합한 형용사 tall은 tall의 정렬에 의존하여 최상의 정도를 지닌 개체들의 집합(키가 큰 것들의 단계적 상위의 부분 집

합)을 지시한다.

1m 90cm

1m 85cm

1m 80cm

1m 75cm

1m 70m

1m 65cm

1m 60cm

〚very tall〛

〚tall〛

그림 1. very의 술어 지시 척도

반면 (9b)의 극한사 completely의 경우, 컵에 물이 채워진 정도를 척도 술어 full로 표현할 때, 컵3의 completely는 척도

상 술어 속성의 정도(the degree of fullness)가 극단에 다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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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1: The water is empty.

컵 2: The water is half full.

컵 3: The water is completely full.

                 컵 1             컵2            컵3

그림 2. completely의 술어 지시 척도 

정도 수식어 very와 극한사 completely의 형식적인 표상은 다음과 같다. 정도를 논항 d로 속성을 지닌 개체를 논항 x로 

상정할 때, tall은 개체를 취해서 척도상의 정도인 키(height)를 산출해내는 측정함수(measure function)를 나타낸다. 따

라서 형용사 tall은 키의 정도인 d와 개체 x와의 관계를 나타낸다(Kennedy and McNally, 2005; von Stechow, 1984). 이

때 술어의 의미는 x의 키는 d를 맞추거나 초과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11)〚tall〛 = λdλx.height(x) ≿ d

표준 술어(standard predicate)는 형용사 지시를 척도와 관련된 문맥에 따라 제공된 비교 표준(standard of comparison)

에 사상한다. 이 경우 이것은 ‘키가 큰 것’으로서 간주되는 최소의 높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존이 키가 크다는 것은 그의 

키가 적어도‘키 큼’의 표준만큼 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케네디 스타일 이론(Kennedy-style framework)에

서는 측정 함수를 표상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형용사에 추상적인 정도 헤드(abstract degree head)인 POS를 도

입하는 것이다(Kennedy, 2007). (12a)에서 나타내듯 pos는 단계 형용사와 공기하는 무표적인 정도 형태소로서, 함수 

standard의 의미를 도입한다. standard는 발화 맥락에서 형용사를 위한 비교 기준(a standard of comparison)을 도출한다. 

정도 d는 형용사를 위한 비교 기준 g를 충족하면 개체 속성에 대한 가치가 문맥적으로 결정된다. 형용사에서 pos의 비교

는 (12b)와 같은 단계 술어의 지시를 도출해낸다(Mcnabb, 2012: 131):

(12) a.〚POS〛= λg<e,d>λx.g(x) ≿ dstnd(c) (= standard(g))

b.〚POS〛(〚tall〛)= λx.height(x) ≿ dstnd(height)(C) (= standard(height))

강조사는 기준에 민감한 술어의 해석에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문맥 정보를 조작한다. 예를 들어 very tall에서 

very는 실제 기준을 조작하지 않고 단계 형용사의 정도의 기준을 높인다(boost). 따라서 very tall man은 tall man의 정도

보다 훨씬 더 큰 정도에 사상되는 것이다. tall과 결합하는 수식어(modifier) very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Mcnabb, 2012: 

144):

(13) 〚very〛 = λgλx.g(x) ≿ large(height) ≻ dstnd(height)(c)

(14) 〚very〛(〚tall〛) = λx.(height)(x) ≿ large(height) ≻ dstnd(height)(c)

따라서 위 (9a)의 문장의 형식적 표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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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ohn is very tall〛 = John(height) ≿ large(height) ≻ dstnd(height)(c)

반면 completely와 같은 극한사는 최대 기준 형용사(maximum standard adjective)와 결합한다. 아래 (16)은 최대 기준 

형용사에 대한 정도 수식어의 민감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함수 max는 측정 함수(즉 단계　술어)를 논항으로 삼아

서 최대 개체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정도 수식어 completely의 경우 최대 기준(maximal standard)에 준한다. 이는 

max-함수로 표상될 수 있으며 이때 completely와 결합하는 술어는 척도에서 가장 최대치의 정도를 지닌 개체를 지

시하게 된다(Kennedy and McNally 2005): 

(16) 〚completely〛= λg<e,d>λx.∃d[max(g) ∧ g(d)(x)]

따라서 위 (17b)의 문장의 형식적 표상은 다음과 같다.

(17) a. 〚completely〛(〚tall〛): λx.∃d[max(height)) ∧ height(d)(x)]

b. 〚John is completely tall〛 = ∃d[max(height)) ∧ height(d)(john)]

또한 강조사는 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예문 (10)에서 명사 salad는 정도(degree)에 기반한 

순서를 매길 수 없는 단어이다. 단지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지를 유추할 수 있다. SALAD-salad에서는 샐러드가 언어

학적으로 단계적인 것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단계적(conceptually gradable)”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시되는 개체가 샐러드의 원형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렬될 수 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류의 척도로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기반을 둔 척도(attitude scale)이다. 태도 척도를 기반으로 

한 강조사의 경우 고찰해야 할 점은 술어 척도를 기반으로 한 강조사와는 다르게 어떤 속성의 요소가 척도를 구성하고 척

도 내의 순서를 나열하느냐이다. 아래의 예시를 보라. 

(18) You should totally click on that link! It’s awesome.             (Beltrama, 2018: 220)

위 예문의 특징은 척도상 나열된 순서가 술어의 지시가 아니라 화자의 태도(speaker’s attitude)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이다. totally가 없는 문장에 비해서 totally가 유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문장에서 더해지는 의미는 화자가 청자에게 행하는 

조언의 화행의 힘(‘링크를 눌러야 한다’)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정도 강조사와 위 totally의 차이는 정도 강조사는 술어의 지

시 내에서 개체-기반(individual-level) 척도에 작용하나 totally가 기반을 둔 태도 척도는 명제 기반(proposition-level)으로 

작용된다. 태도 척도 강화사는 명제 기반 척도를 가지기 때문에 발화 내용(content of the utterance) 전체에 작용(scope 

over)한다. 따라서 명제 내에서 발생하는 논리 연산자(logical operator)나 거부(denials)에 관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

래 예시에서 totally는 부정의 영역에 놓일 수 없고(예문 20a) 거부에 도전될 수 없다(예문 20b). 반면 (19)의 개체 기반 척

도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발생할 수 있다(Beltram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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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체 기반 척도

a. Mark is tall, although not extremely tall.

b. A: Mark is extremly tall.

B: No! He is just tall.

(20) 태도 기반 척도 

a. #You shouldn’t totally click on that link. (intended: ‘I am not certain you should click.’)

b. A: You should totally click on that link.

B: No! #I should click on that link, but you can’t be certain about giving this advice!

(19)는 정도 수식어로서 어휘적 totally(lexical totally)이고 (20)은 담화 수식어(discourse intensifier)로서 화용적 

totally(pragmatic totally)로 구분된다. 대화 공통 기반(common ground of the conversation)이 대화 참여자들이 참이라

고 간주하는 명제 집합이고 단언이라는 발화 행위(speech act of assertion)는 이 대화 공통 기반에 부가 명제(additional 

proposition)를 추가(add)하는 제안(proposal)이라 할 때, 화용적 측면에서 totally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대화 공통 기반

에 고정된(anchord) 명제를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Beltrama, 2018: 244).

(21) assert(totally(p)) = the speaker believes that there should be no option other than adding p to the CG.

이때 아래와 같은 비동질 조건을 적정 조건으로 수반한다(Beltrama, 2018: 243, 245).

(22) 비동질 조건(Non-Homogeneity Condition)

totally(p) is felicitous iff ￢∀PCG∈PS(Assert(p))[∀w∈PCG]p(w)=1

a. PCG: Projected Common Ground

b. PS(projective set): the set of possible common grounds that correspond to the felicitous continuatinos of the 

conversation calculated on the basis of what propositions are at issue on the table and what propositions are in 

the common ground.

우리는 한국어 부사‘완전’의 역할을 화용적 totally와 같이 태도 척도에 기반하는 강조사임을 보일 것이다.

3. 부사 ‘완전’의 분포적 제약

일반적으로 정도 부사는 [+정도성]과 [+상태성]의 자질을 지닌 요소인 형용사, 동사, 명사와 결합하여 그 정도성을 한

정하는 부사로 알려져 있다. 그간 여러 연구에서 부사 ‘완전’은 ‘매우/아주’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지적되어 왔

다(강은정 ‧ 신현정, 2016; 서경숙, 2008; 엽영임 ‧ 양명희, 2016; 이하얀 ‧ 황화상, 2017). 본 장에서는 형용사, 동사,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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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지정사구, 문장 전체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하는 ‘완전’의 분포적 제약을 통해 ‘완전’의 역할은 술어 지시 척도를 기

반으로 한 정도 수식어가 아닌 명제 태도 척도를 기반으로 한 극한사임을 보인다.

3.1 형용사 공기: ‘완전’과 ‘아주/매우’의 차이

본 절에서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완전’의 분포적 제약을 통해 ‘완전’과 ‘아주/매우’의 역할을 비교한다. 우선 ‘완전’과 

‘아주/매우’가 동시에 공기할 수 있는 정도성을 지닌 피수식어들의 종류와 발생 해석을 알아보자. 아래는 정도 수식어와 

공기하는 술어 목록들이다(홍사만, 2002):

(23) a. 형용사

b. 동사

i. 심리동사: 존경하다, 숭배하다, 존중하다, 멸시하다, 증오하다, 사랑하다

ii. 원망동사: -고 싶다

iii. 감정 형용사 파생동사: 그리워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슬퍼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iv. 형용사 기원 사동사: 넓히다, 좁히다, 굽히다, 낮추다, 늦추다

v. 형용사 기원 기동 동사: 넓어지다, 좁아지다, 커지다, 많아지다, 길어지다, 달라지다, 높아지다

vi. 완성(과정동사): 마르다, 시들다, 썩다, 상하다, 앓다, 줄다, 붇다, 익다, 곪다, 붓다

vii. 일부 동작 동사: 먹다

c. 명사 지정사구

아래는 목록에 해당하는 예시들이다. ‘완전’과‘아주/매우’가 서로 빠짐없이 대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형용사

a. 시카고의 겨울은 아주/매우 추워.

b. 시카고의 겨울은 완전 추워.

(25) 원망동사

a. 나 지금 아주/매우 집에 가고 싶다.

b. 나 지금 완전 집에 가고 싶다.

(26) 심리/감정 형용사 파생동사

a. 영희가 철수를 아주/매우 좋아한대/사랑한대.

b. 영희가 철수를 완전 좋아한대/사랑한대.

(27) 형용사 기원 사동사

a. 저녁 식사 시간이 아주/매우 늦춰졌어.

b. 저녁 식사 시간이 완전 늦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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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용사 기원 기동동사

a. 올해 들어 미세먼지 수치가 아주/매우 높아졌어.

b. 올해 들어 미세먼지 수치가 완전 높아졌어.

(29) 완성동사

a. 사랑니를 뺐더니 잇몸이 아주/매우 부었어.

b. 사랑니를 뺐더니 잇몸이 완전 부었어.

(30) 명사 지정사구

a. 영희 동생이 아주/매우 미남이더라.

b. 영희 동생이 완전 미남이더라.

하지만 이렇게 분포적 제약이 일치되는 현상을 기반으로 ‘완전’과 ‘매우’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두 

부사가 발생시키는 의미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매우’와 ‘완전’ 간의 차이를 앞서 2장에서 논의한 

very와 completely 간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주/매우’와 ‘완전’ 둘 다 강조사의 역할은 동일하나 정도 부사 

‘아주/매우’에 비해 ‘완전’은 극한사의 역할을 한다. 극한사란 공기하는 술어의 정도를 척도의 최고점으로 높이는 극한 

효과(maximizing effect)를 발생시키는 언어 요소로 소개하였다.

둘째, ‘아주/매우’는 very처럼 문맥을 기반으로 한 척도를 기준으로 철수의 키 큼의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선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완전’의 척도는 ‘아주/매우’와는 다르게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척도에 반영된다. 여기서 주관

적 태도란 ‘철수는 키가 크다’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믿음과 확신)이 최대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예문 32a). 

이를 통해 ‘발화 단언’의 힘이 최대로 강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예문 32b).

(31) 철수가 아주/매우 크다 ≈ 철수가 지닌 술어 속성‘키큼’의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섰다.

(32) a. 철수가 완전 크다 ≈ ‘철수가 크다’(명제 p)에 대한 화자의 헌신(speaker’s commitment)의 정도가 최 대치

(maximal)이다.

b. ASSERT(완전(p)) = maximal

셋째, ‘완전’은 술어 기반 개체 척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태도 기반 척도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totally와 같은 태도 척

도 강화사는 발화 내용 전체에 작용하여 논리 연산자나 거부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래 예시에서 나타나듯이 ‘완전’

은 (예문 33)의 ‘매우/아주’의 예와는 달리 부정의 영역에서 사용될 수 없고(예문 34) 거부에 도전될 수 없다(예문 35).

(33) ‘아주/매우’의 부정

철수는 키가 큰 편이지만 아주/매우 크지는 않다. 

A: 철수는 키가 아주/매우 커.

B: 아냐! 철수는 좀 클 뿐이야. (아주/매우 크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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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완전’의 부정

a. 철수는 완전 커. 

≈ 철수의 키가 크다는 사실에 대해 나(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b. #철수 키가 완전 크지 않아. (의도: 철수의 키가 크다는 사실에 대해 나(화자)의 헌신이 최대치가 아니다.)

(35) ‘완전’의 거부

A: 철수는 키가 완전 커.

B: 아냐! #철수는 키가 클 수는 있어도 철수가 키가 크다는 사실에 대한 너의 헌신은 최대치가 아니야. 

정리하면 ‘완전’과 ‘아주/매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36) a. 아주/매우: 정도 수식어, 술어 기반 척도, 명제 내에서 작용 

b. 완전: 극한사, 태도 기반 척도, 명제 위에서 작용(scope over)

정도 수식어 ‘아주/매우’는 개체 기반 척도 상위 요소를 선택함으로서 술어의 정도성을 강조하는 반면, 극한사 ‘완전’

은 발화 명제에 대한 단언의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강조한다. 이러한 ‘완전’과 ‘아주/매우’의 차

이를 기반으로 이들이 각 품사별로 공기할 때 특징적 차이를 살핀다.

3.2 동사 공기

동사를 수식할 때 ‘완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래와 같이 정도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아끼(다)’를 수식할 

때 ‘매우/아주’와 달리 ‘완전’은 화자의 확신성에 기반한 극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성

은 ‘그러나 그건 확실하지 않아’와 같이 확신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서술이 이어질 때 어색하다. 이는 ‘완전’이 발생시키

는 최대의 확신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7) a. 이번 인테리어 비용을 아주/매우 아꼈어. #그러나 그건 확실하지 않아.

≈ 인테리어 비용을 아낀 정도의 크기가 일반적인 기준을 넘었다

b. 이번 인테리어 비용을 완전 아꼈어. #그러나 그건 확실하지 않아.

≈ ‘인테리어 비용을 아꼈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둘째, 일반적인 정도부사와는 다르게 ‘완전’은 정도나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 동사들인 ‘속(다)’와 ‘가(다)’와도 결합할 

수 있다(예문 38). 이때에는 ‘아주/매우’와 대치될 수 없다(예문 39). 

(38) a. 철수한테 완전 속았다. 

≈ ‘철수한테 속았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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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나 올해 BTS 콘서트에 완전 갈거야. 

≈ ‘올해 BTS 콘서트에 갈 것이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39) a. #철수한테 아주/매우 속았다. 

b. #나 올해 BTS 콘서트에 아주/매우 갈거야.

3.3 명사 공기

‘완전’은 명사 지정사구 뿐만 아니라 일반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이하얀 ‧ 황화상, 2017:151). 

(40) a. 완전 스테이크 느낌의 양갈비인지라 그레이트 신이 짱짱 좋아해요. 

b. 색상은 완전 병아리색

c. 완전 아인슈타인이야.

이 때 ‘완전’은 후행 명사가 표현하는 상태의 정도에 대한 명제에 대한 헌신이 최대치임을 나타낸다. 

(41) a. 완전 스테이크 느낌의 양갈비인지라 그레이트 신이 짱짱 좋아해요. 

≈ ‘양갈비가 스테이크의 원형에 가깝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b. 색상은 완전 병아리색 

≈ ‘색상이 병아리색의 원형에 가깝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c. 완전 아인슈타인이야. 

≈ ‘아인슈타인의 원형에 가깝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앞서 2장 예문 (10)에서 살펴보았던 ‘You made a SALAD-salad’에서처럼 ‘완전’은 명사의 외연적 실체가 아닌 내포

적 속성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42a)의 ‘완전 스테이크 느낌의 양갈비이다’는 ‘양갈비가 스테이크의 

원형에 가깝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인 것으로 ‘스테이크’라는 명사 자체가 아니라 ‘스테이크의 원형’이

라는 속성에 대해 화자의 태도가 표현되는 반면 ‘완전’과 다르게 ‘아주/매우’는 명사와 결합할 수 없다.

(42) a. #아주/매우 스테이크 느낌의 양갈비인지라 그레이트 신이 짱짱 좋아해요.

b. #색상은 아주/매우 병아리색

c. #아주/매우 아인슈타인이야.

3.4 부사 공기

부사 수식에 있어도 ‘완전’은 매우 자유로운 반면 ‘아주/매우’는 제약이 있다. 아래 예문에서 부사 ‘정말/진짜’와 결합

할 때(서경숙, 2008) ‘완전’과는 달리 ‘아주/매우’는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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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 완전 정말 웃긴다. 

≈‘정말 웃기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b. 완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44) a. #아주/매우 정말 웃긴다.

b. #아주/매우 진짜 예쁘다.

마찬가지로 양화사 ‘다’와 결합할 때 ‘완전’과는 달리 ‘아주/매우’는 어색하다.

(45) a. 완전 다 했어.

≈‘다 했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b. #아주/매우 다 했어.

3.5 문장 공기 

마지막으로 ‘완전’은 특정한 피수식어 없이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엽영임 ‧ 양명희, 2016, 이하얀 ‧ 황화상, 

2017). 아래는 이하얀과 황화상(2017: 154)의 예이다. 

(46) a. (게가) 징그럽긴 한데 완전 딱 봐도 살이 대박으로 차 있는게 눈에 보여요.

≈ ‘딱 봐도 살이 대박으로 차 있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b. 저는 서울에 와서 완전 또 먹방 중이에요. 

≈ ‘또 먹방 중이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c. 완전 근처 분들은 다 아시는 부산 북구 맛집이더라고요.

≈‘근처 분들은 다 아시는 부산 북구 맛집이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위와 같이 문장 전체를 수식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전’은 문장 부사어로서 발화 전체 내용에 대한 화자의 헌신의 태

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본 장에서 분포적 제약을 통해 살핀 ‘완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조어 ‘완전’은 거의 모든 품사와 공

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공기 양상이 ‘완전’과 여타 정도 부사를 구분짓게 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될 수 있

다.1) 둘째, ‘완전’은 개체 기반 척도를 지닌 정도 수식어가 아니라 명제 기반 척도를 지닌 극한사이다. 셋째, ‘완전’은 발

화자가 발화 명제를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담화 표지로서 술어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태도 척도를 사용한다. 화자 

자신의 명제에 대한 헌신을 극점에 닿게 하여 명제에 대한 화자의 기여 표현 태도를 강조한다. 

1) 품사별 결합 강도에 있어서 구어에서 ‘완전’이 수식하는 요소는 동사가 제일 높고 형용사, 명사 지정사구, 부사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강은정 ‧ 신현정, 2016). 



On the Study of the Adverb Wancen ∙ 251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8, No. 3, 2022

4. 완전 vs. 완전히

본 장에서는 ‘완전’과 ‘완전히’의 차이점을 다룬다. 본고에서 ‘완전’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의 척도를 기반으로 하

는 극한사인 반면(예문 47b) ‘완전히’는 술어 정도성 척도를 기반으로 하는 극한사라 간주한다(예문 47a). ‘완전히’는 앞

서 <그림 2>와 예문 (16)에서 표상한 영어 completely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47) a. 컵에 물이 완전히 찼다. 

≈ 컵에 물이 찬 정도가 최대치이다.

b. 컵에 물이 완전 찼다. 

≈ ‘컵에 물이 찼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이를 기반으로 둘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통사적 분포에서 ‘완전히’는 주로 동사나 형용

사와 공기하고 ‘완전’은 모든 요소와 결합함으로서 ‘완전히’보다 자유롭다(서경숙, 2008). 아래의 예시에서처럼 형용사

와 동사조차‘완전히’는 결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엽영임 ‧ 양명희, 2016).

(48) a. #완전히 예쁘다{착하다, 맛있다, 크다, 많다, 좁다...}

b. 완전 예쁘다{착하다, 맛있다, 크다, 많다, 좁다...}

(49) a. #나는 그를 완전히 사랑한다{좋아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b. 나는 그를 완전 사랑한다{좋아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둘째, ‘완전’은 정보를 요청하는 의문문(information-seeking question)에서 사용될 수 없다:

(50) a. 물을 물통에 완전히 채웠니?

b. ??/# 물을 물통에 완전 채웠니?

의문문에서 ‘완전’이 어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셋째, ‘완전’과는 달리 ‘완전히’는 양태 표현과 공기가 불가능하다. 

(51) a.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를 보며) #완전히 맛있겠다! 

b.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를 보며) 완전 맛있겠다! 

논리적으로 명제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인 ‘-겠-’과 술어의 정도성 척도에서 완전함을 의미

하는‘완전히’는 공기 불가하다. 반면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극한사‘완전’은 양태 표현과 공기하여 명제의 가능성에 대

한 화자의 기여를 극한으로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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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완전’과 다르게 ‘완전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없다.

(52) a. #저는 서울에 와서 완전히 또 먹방 중이에요.

b. 저는 서울에 와서 완전 또 먹방 중이에요.

정리하자면 한국어에서는 극한사 ‘완전’과 ‘완전히’가 개체 기반 척도를 지닌 의미적 ‘완전히’와 명제 기반 척도를 지

닌 화용적 ‘완전’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53) a. lexical maximalizer ≈ 완전히

b. pragmatic maximalizer ≈ 완전

이와 같은 차이점을 기반으로 5장에서는 부사 ‘완전’의 분석을 제시한다.

5. 분석

5.1 선행연구: 화자 기반 부사(speaker-oriented adverb)

화자 기반 부사(SpOA; speaker-oriented adverb)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평가(evaluations)를 표현하는 특정한 종류의 

부사를 지칭한다(Anand and Hacquard, 2008; Ernst, 2009; Papafragou, 2006). Ernst(2009)는 영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화자 기반 부사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아래 <표 1>에서 나타나듯 각 SpOA는 단조감소(DE) 환경에서 어떠한 단계

로 허가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된다(Ernst, 2009: 513, (54)).

표 1. 화자 기반 부사의 구분

Adverb type
Regular 

questions

Questions/

Conditionals

Negative

question

Negative

counterfactuals

Low-tone

denial MN

Other

metalinguistic

negation(MN)

strong 

evaluatives

* * * * * OK

(ex. luckily, unfortunately, amazingly, unbelievably, sadly, oddly. bizarrely)

weak

evaluatives

* */OK OK OK OK OK

(ex. mysteriously, appropriately, famously, conveniently, significantly, mercifully)

modals
* */OK ?/OK */OK OK OK

(ex. probably, possibly, certainly, maybe, perhaps, assuredly, surely)

evidentials
OK OK OK OK OK OK

(ex. clearly, obviously, transparently, seemingly, evidently)

Ernst(2009)에 따르면, 주관적 인식(subjective epistemic)은 인식 운용소가 명제 상위 영역에 위치하여(scope over) 명

제의 평가에 대해 화자의 완전한 헌신(the full commitment of the speaker)을 표현한다. 따라서 주관적 인식은 화자의 믿

음 집합 상의 모든 세계(all the worlds in the speaker’s belief set)에서 참으로 간주된다. Ernst(2009)는 주관성을 지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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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운용소란 명제 p와 화자의 믿음 집합 MB(s)와의 관계를 사상하는 함수로 정의한다.2)

(54) Subjectivity (for speaker-orientation)

where a speaker asserts Q = ADV(p)) (thus Q is in MB(s)),

a) ADV is subjective iff all worlds by which Q is evaluated are consistent with respect to MB(s) at the time of 

utterance;

b) otherwise ADV is objective    Ernst (2009: 516)

(55) Consistency: a set of worlds (q-worlds) is consistent with a belief state M if the proposition q is true both in 

q-worlds and in all the worlds in M.    Ernst (2009: 516)

위의 의미에서 주관적 요소는 화자의 믿음 집합 전체 내에서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SpOA와 결합

한 명제가 거짓일 가능성은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부정 운용소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수 없는 

상태인 의문문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SpOA의 특징을 근거로 우리는 <표 1>의 분류에 따라 부

사 ‘완전’의 역할은 명제 척도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태도(epistemic attitude)를 반영하는 양태(modal) SpOA에 대응함

을 보이겠다.

5.2 ‘완전’: 화자 중심 양태 부사 

본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양태 SpOA로서 ‘완전’의 특징을 살핀다. ‘완전’의 첫 번째 특징은 부

정 연산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표 1>에서 SpOA의 특성을 살펴보았듯, 만약 ‘완전’이 양태 

SpOV라면 부정문의 환경, 즉 부정 연산자의 영역 내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하다. 아래 예시처럼 

형용사를 수식하는 ‘완전’은 부정극어(Nevative Polarity Item) ‘아무도’의 영역(scope) 하에서 발생할 수 없다. 반면 전

칭 양화사(universal quaneifier) ‘모든’과는 결합하여 긍정문에서 발생할 수 있다.

(56) a. #아무 학생도 완전 똑똑하지 않다.

b. 모든 학생이 완전 똑똑하다.

또한 ‘완전’은 (57a)에서처럼 문장을 수식하지만 (57b-c)에서 그것의 부정의 영역 하에서는 어색하다.

(57) a. 완전 서비스가 대박이야.

b. #완전 서비스가 대박이지 않아: ASSERT￢(완전(p))

c. #완전 서비스가 안 대박이야: ASSERT￢(완전(p))

2) Ernst(2009)는 화자의 믿음 모델에 대한 개념을 Giannakidou(1999)에 기반하였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Definition of Belief Models (Giannakidou, 1999: 395(45)):

Let c = cg(c), W(c), M, s, h, w0, f,... be a context, a model MB ∈ M is a set of worlds associated with an individual x, representing worlds 

compatible with what x belie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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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완전’은 긍정극어(Positive Polarity Item: PPI)로 간주될 수 있다. PPI로서 ‘완전’의 의미 영역은 반드시 부정 운용

소(negation operator)의 밖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아래 예문에서 나타나듯 ‘완전히’와 ‘완전’이 부정문에서 결합할 때 둘

의 해석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58)의 ‘완전히’는 부정 운용소의 영역에 따라 그 해석이 중의적인데, (59a)의 부분부정 

해석과 (59b)의 전체부정 해석이 그것이다. 반면 ‘완전’이 부정 운용소와 결합하면 (59b)처럼‘완전’이 오직 부정 운용소

의 상위 영역에 있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58) 교수님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 

a. Neg>완전히: 어떤 부분은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 못했다.

b. 완전히>Neg: 설명을 하나도 이해 못했다.

(59) 교수님의 설명을 완전 이해할 수 없었어.

a. *Neg>완전: ASSERT￢(완전(p))

b. 완전>Neg: 설명을 하나도 이해 못했다: ASSERT(완전(￢p))

‘완전’의 주요한 두 번째 특징은 의문문에서도 발생이 다소 어색하다는 점이다. 아래 예문에서 (60a)와 (61a)는 정도 

부사와 공기하여 적절하나 (60b)와 (61b)는 ‘완전’과 공기했을 때 어색하다. 그 원인을 추측해보자면, ‘완전’이 화자 중심 

부사라 했을 때, 의문문은 보통 청자에게 정보를 구하는(information-seeking) 표현이므로 의문문에서 발생하는 ‘완전’

이 청자 중심 부사(hear-oriented adverb)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의문문이란 <p, ￢p>에서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화자의 요청인데 이때 청자가 <p, ￢p>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각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인가 아닌가의 답을 동

시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0) 철수는 내일 일기예보를 듣고 있는 미나에게 질문한다:

a. 내일 아주 더워?

b. ??내일 완전 더워?

하지만 ‘완전’이 의문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우선 의문문이라도 (62b)처럼 주어가 1

인칭으로 구성되어 ‘완전’의 해석이 화자 중심이 되면 적정한 듯 하다.

(61) a. ??네가 보라색을 완전 좋아하니?

b. 내가 보라색을 완전 좋아하는 것 같니?

‘완전’이 의문문에서 허용되는 또 다른 예외적인 경우는 문맥상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전제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화자는 청자에게 화자의 헌신에 대한 답을 요청하지 않는다. 

(62) 철수는 영희가 민수를 극도로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철수가 영희에게 질문한다:

“너는 그를 왜 완전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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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은 청자가 가지는 명제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고자 할 때도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63) A: 너 맛밤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B: 완전? (맛밤이 맛있다는 명제에 대한 너의 헌신이 최대치인가?)

A: 응, 완전. (맛밤이 맛있다는 명제에 대한 나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64) 철수는 자신이 오늘 학교에서 봤던 키가 아주 큰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나가 질문한다:

“그 사람 키가 완전 컸어?” 

마지막으로 ‘완전’은 선어말 어미‘-지’ 혹은 장형부정의문문(negative polar question; 부정의 가부의문문) ‘-지 않니’

와 공기할 수 있다.

(65) 철수는 테슬라 주식이 밤새 20%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완전 대박이니?

b. 완전 대박이지?

c. 완전 대박이지 않니?

한국어에서 ‘-지’와 ‘-지 않니’는 일반적인 의문문이 아니라 화자의 편항적 믿음이 전제되는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으로 분석되거나 나아가 담화 차원에서 화자의 확신을 강조하는 베럼 초점 표지자(verum focus marker)로 제

안되었다(박유경, 2020; 이해윤, 2014 등).3) 두 경우 다 화자의 믿음과 강조된 확신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완전’의 발

생이 허가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화자 중심 부사‘완전’의 세 번째 특징은 내포절과 관련한다. ‘알다’와 같은 사실성(factive) 상위 술어의 하위 내포절에

서 발생할 때, ‘완전’의 해석은 중의적으로 발생한다. 아래의 예문에서 ‘완전’이 해석되는 주체자의 믿음 세계는 발화자 

혹은 내포절 주어인 미나 둘 다 가능하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에 대한 발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거나 내포절 주어인 미나

의 헌신이 최대치인 두 경우로 해석된다.

(66) a. 미나는 철수가 완전 부자라는 것을 알아.

≈‘철수가 부자이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 ‘철수가 부자이다’는 명제에 대한 미나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b. 미나는 내일 대전이 완전 더울 것이라는 것을 알아.

≈‘내일 대전이 더울 것이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 ‘내일 대전이 더울 것이다’는 명제에 대한 미나의 헌신이 최대치이다.

3) 전통적인 관점에서 베럼 포커스(Verum Focus)란 ‘명제 진리 표현을 강조하는 것(emphasizing the expression of truth of a proposition)’

으로 정의된다(Höhle, 1988, 199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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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완전’은 평서문에서는 화자의 헌신이 최대치임을 나타내고 의문문에서는 화자 혹은 청자의 헌신이 최대

치임을 전달한다. 내포문에서는 화자 혹은 내포절 주어의 헌신이 최대치임을 표현한다.

‘완전’의 네 번째 특징은 인식 양태 힘(epistemic force)을 지닌다는 것이다. 인식 양태적 환경에서만 발생하며 명제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다음 양태 동사와의 공기성을 보자. 의무 양태(deontic modal) 표현과 공기할 때

는 어색하다.4)

(67) deontic

a. #완전 먹어라.

b. #이번 시즌 LG가 완전 우승해야 돼.

반면 인식 양태(epistemic modal) 표현 ‘-(으)ㄹ 것이-’ 혹은 ‘-겠-’과 공기할 때 ‘완전’의 발생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번 시즌 LG가 우승할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100%이고 ‘요리가 맛있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헌신이 

100%이다.

(68) epistemic

a. 이번 시즌 LG가 완전 우승할 거야. 

b.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를 보며) 완전 맛있겠다!

이러한 ‘완전’의 일종의 양태부사와 같은 기능은 여타 양태부사와도 공기 불가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안혜지, 

2015: 34-35).

(69) (*완전) {설마/아마/아무리} 그가 사람을 때렸겠어? 

요약하자면 부사 ‘완전’은 발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양태적 태도를 극한의 척도까지 다다르게 하는 화자 기반 양

태 부사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부정문 불허가, 의문문 불허가, 사실성 전제 투사 허가, 인식 양태 공기 허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완전’의 문법화는 주관화(subjectification)의 과정을 거쳐왔음을 보인다(Traugott, 1982, 1986, 2007, 2010). 

주관화란 의미 변화의 한 종류로 Traugott(1986: 540)에 따르면 “의미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지시를 잃고 화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상황을 지시하는 방향으로 발달한다”고 한다. 또한 문법 표지자는 명제적 의미에서 표현적(expressive) 의미의 방

향으로 문법화가 진행된다(Traugott, 1982). 주관화는 부사 ‘완전’의 고유한 특징으로 관형 명사에서 부사로 진행되는 문법

화 발달 과정에서 정도 부사 ‘아주/매우’와 ‘완전히’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내일 완전 일찍 일어나야 해’, ‘이번 시험 완전 잘봐야 해’ 등과 같이 의무 양태와 공기가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러한 경우는 인식양태의 경우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완전’의 해석이 인식양태의 영역(scope)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이와 같은 

양태 영역의 논의는 후행 연구 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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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고는 ‘완전’이 부사 역할을 할 때의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새로운 의미 화용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분포적 제약을 통

해 ‘완전’의 의미를 일반 정도 부사인 ‘매우/아주’와 의미 극한사인 ‘완전히’와 구분하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

았다.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완전’은 명제 척도를 기반으로 하는 화용적 담화 표지로서 발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최대치의 가능성으로 끌어올리는 극한사이다. 나아가 이러한 ‘완전’을 화자 중심 양태 부사로 분류함으로

써 그 문법적 위치를 자리매김하였다. 화자 중심 양태 부사로서의 속성은 부정 운용소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 없고, 의문

문을 일반적으로 형성할 수 없으며, 사실성 상위 술어에 대한 중의성을 허가하며 인식 양태적 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의미적 차원에서 확장되어 담화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강조 부사의 종류는 범언어적으로 다양할 것으로 추

측되며 그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포착할 수 있는지 추후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또 다른 한계는 태도 척도에 

대한 형식적인 분석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또한 후속 연구 주제로 남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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