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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문법적 차이에 대한 연구

김현주

본고는 ‘어떠하게 하-’의 단순 준말로 처리되어 왔던 ‘어떡하-’에 대하여 그 문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데 논의의 목적이 있다. 현재, ‘어떡하-’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했으며, ‘어떠하-’와 ‘어찌하-’를 비교하는 차원에서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어떡하-’가 ‘어떠하게 하-’의 준말 형식인 만큼 두 구성이 완전히 동일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두 구성 사이에는 이질적인 면모가 발

견된다. 우리의 논의는 통사⋅의미론적 측면에서 두 구성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인 양

상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구성 간의 차이는 주로 의미적 차원

에서 발견되지만, 발생 원인은 두 구성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에 따른 현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떡하-’의 특성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어떻게’의 분포에 따라 준말 형식 ‘어떡하-’의 실현 양상이 달라진다. ‘어떻

게’는 분포에 따라 문장 부사어나 동사(구) 부사어의 성격을 지닌다. ‘어떻게’가 문장 

부사어로 분포할 때 ‘어떻게’가 출현한 구문은 수사 의문문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경우

에 준말 형식 ‘어떡하-’의 형성에 제약을 보인다.

둘째, 부사 ‘어떻게’는 의문사와 부정사 양쪽 모두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

게 하-’의 준말 형식인 ‘어떡하-’는 부정사 기능이 제약된다.

셋째, ‘어떡하-’ 활용형은 90% 이상 종결형이며 주로 종결어미 ‘-어(요)’와 통합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떡해(요)’에서는 의미적 특수성도 확인된다.

넷째, ‘어떻게 하-’는 후행 어미 통합에 별다른 제약을 보이지 않으나 ‘어떡하-’는 

연결어미와의 통합에서 제약을 보인다. 특히 연결어미 ‘-어서’와 ‘-든지’ 통합형에서 

‘어떡하-’는 의미적 제약이 두드러지는 특수성이 발견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떡하-’가 보이는 문법적 특성은 부사어의 분포, 의문사

와 부정사적 성격, 활용 시 드러나는 의미적 특수성에서 확인된다. 통사⋅의미적 측면

에서 발견되는 두 구성의 차이를 용례를 통하여 상세히 증명함으로써 두 구성이 단순

한 원형식과 준말 형식을 넘어선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어떻게 하-’

와 ‘어떡하-’ 활용형을 사용함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차원

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어떻게 하-’, ‘어떡하-’, 문장 부사, 동사(구) 부사, 수사 의문문, 미정칭 표

현, 의문사, 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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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구 구성 ‘어떻게 하-’의 줄어든 형식인 ‘어떡하-’를 통사⋅의미적 차원에

서 분석하여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차이를 밝히는 데 있다. 현재, ‘어떡하-’에 대한 실제

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의문 형용사 ‘어떠하-’와 의문 동사 ‘어찌하-’

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떻-’이나 ‘어쩌-’ 등 축약형의 단어화나 활용 차원에서의 형

태적 혼용 양상에 관한 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하면 ‘어떡하-’에 관한 연구는 그 성과가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어떡하

-’가 ‘어떠하게 하-’ 혹은 ‘어떻게 하-’의 준말 형식이므로 그 성격이 원형식과 거의 동일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하-’와 ‘어떡하-’

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구문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해 봐.’는 자연스럽지만 ‘어떡해

봐.’는 대단히 어색하며 ‘월급쟁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는 자연스러우나 ‘월

급쟁이가 어떡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는 비문법적이다. 두 구성에는 이미 서로 다른 면모

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형식적인 축약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구성에서 발견되는 차이의 발생 원인과 양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차이를 통사⋅의미적 차원에서 구체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논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21세기 세종 계획 균형 말뭉치」구어 용례

를 주로 사용하며 인터넷상에서의 자료들도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1) 이를 통하여 두 구성 간

의 이질적인 면모나 ‘어떡하-’의 제약 현상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차이가 점차 고착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

떡하-’의 제약 현상을 구체화하고 그 특수한 활용형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어

떻게 하-’와 ‘어떡하-’ 구문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본고에서는 ⸢세종 현대 국어 균형 말뭉치」 구어(spoken) 말뭉치 100만 어절을 이용하였다. 이하,

   ⸢21세기 세종계획균형말뭉치」를 ‘말뭉치’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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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 및 논의의 구성

1.2.1. 연구 대상

우리 논의의 대상은 ‘어떻게 하-’ 구문과 ‘어떡하-’ 구문에서 발견되는 두 구성 간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어떡하-’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표

준국어대사전』에는 ‘어떡하다’가 ‘어떠하게 하다’의 준말로 기술되어 있다. 즉, ‘어떻게 하-’ 

는 기원적으로 형용사 ‘어떠하-’에 부사형 형성 어미 ‘-게’가 통합하여 ‘어떠하게’를 형성하고 

여기에 동사 ‘하다’가 결합한 구성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준말 형식인 ‘어떡하-’의 형성 과

정은 단순한 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어떠하게’의 축약형 

‘어떻게’가 도출된 후 이것이 ‘하-’와 통합하여 ‘어떻게 하-’ 구성을 이루며 이 구성에서 비로

소 준말 형식 ‘어떡하-’가 도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는 이러한 도출 과정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형에 이끌려 ‘어떻게’가 ‘어떡-’으로 축약된 후 ‘하다’가 

결합한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의 단어인 ‘어떠하다’가 축약에 의하여 ‘어떻다’를 

형성하는 현상과 본래 구 구성인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

적, 절차적 변화 양상을 엄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오류라 할 수 있다. ‘어떡하-’

의 준말 형성 과정은 ‘어떠하-’와 ‘어찌하-’가 ‘어떻-’이나 ‘어쩌-’로 축약되는 과정을 넘어서

는 문제이다. 

송철의(2008: 118-121)에 따르면 준말 형성의 주된 기제는 모음 탈락, 모음 축약, 활음화 

정도로 요약된다. 이러한 기제에 의해서 인접한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듦으로써 준말이 형

성된다. 특히, 송철의(2008: 121)는 준말의 개념을 보다 정밀하게 정의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의 준말에 해당하는 범위를 좁혀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넓게 보아 준말

에 포함하고 있는 두자어, 혼효형, 융합형 등을 준말과 구별된 개념으로 재확정한 것이다. 두

자어는 각 단어의 첫음절을 따서 만든 단어이며, 혼효형은 두 낱말의 일부가 결합하여 만들어

진 단어이다.2) 한편, 융합형은 둘 이상의 형태소가 배열된 문법적 구성이 하나의 덩어리로 굳

어져 더 이상 공시적 분석이 불가능해진 것, 그리하여 의미나 기능이 변화된 것이다. ‘-았/었

-, -께, 귀찮다’ 등의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에서 비롯된 ‘어떡

하-’는 송철의(2008)의 관점에서는 융합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어떡하-’가 

구 구성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할 때, 이 형식은 더 이상 분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어

떡-’의 형태는 준말 형식인 ‘어떡하-’를 제외한다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부사

화한 ‘어떻게’가 ‘어떡-’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와의 통합 

관계가 전제될 때만 ‘어떡-’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갈까요?’가 ‘*어

떡 갈까요?’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입증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말 형식인 ‘어떡

2) 두자어는 각 단어의 첫음절을 따서 만든 말로 국어의 경우에는 ‘치맥’(치킨+맥주), ‘여친’(여자+친구), 

‘노조’(노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되는데, 엄밀하게는 이는 두자어가 아닌 ‘두음절어’에 해

당한다. 국어의 경우는 인도유럽어족의 경우와는 달리, 자음과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표현이 없기 때

문이다. (‘감사’나 ‘축하’를 뜻하는 ‘ㄱㅅ’, ‘ㅊㅋ’ 등의 인터넷 용어는 일단 논의에서 제외한다.) 아울

러 혼효형(혼성어)는 두 낱말의 일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스모그’(smoke+fog), ‘라볶이’(라면

+떡볶이) 등이 대표적인 혼성어이다. 이외에도 ‘카파라치(車+paparazzi)’, ‘네파라치

(netizen+paparazzi)’, ‘팬페이지(fan+homepage)’ 등이 있으며 주로 외래어끼리 결합한 말이 가장 

많다. (2002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이은섭 20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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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무 전제 없이 ‘어떻게’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가 ‘어떡하-’로 어휘화하

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과로 본다. 

이상의 사항을 전제로 하여 ‘어떻게 하-’와 ‘어떡하-’ 구성이 실제 용례에서 나타나는 통사, 

의미적 차이에 관해 연구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보

이는 이질적인 분포 양상, 미정칭(의문사와 부정사) 표현과 관련한 의미적 차이, 그리고 특정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의미론적 차이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1.2.2. 논의의 구성

본고의 목적이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문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데 있는 만큼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보이는 차이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두 구성 사이의 

차이는 주로 의미적 차원에서 발견되지만, 그러한 현상의 발생 원인은 두 구성의 통사⋅의미

론적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 사이의 차이를 다음의 

차례로 비교⋅분석하여 그 발생 원인을 밝히도록 하겠다.

2장은 ‘어떻게 하-’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요약 정리하여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준말 형

식 ‘어떡하-’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준말

과 관련된 연구 성과나 그 이외의 미정칭 표현들에 대한 기존 업적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들

만 언급하겠다.

3장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분포와 그 통합 관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특히 ‘어떻

게 하-’의 일부를 이루는 부사어 ‘어떻게’는 분포에 따라 문장 부사나 동사 부사, 동사구 부사

의 성격을 지닌다. 

3.1에서는 ‘어떻게’가 분포에 따라 보이는 의미 변화 현상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더불어 ‘어떻게’가 ‘하-’에 직접 선행하는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가 ‘어떡하-’로 줄

어들지 못하는 특수한 현상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3.2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 구성의 후행 어미 통합 양상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만일 두 구성이 원형식과 준말 형식으로서 완전히 동일한 용법을 보인다면 두 구성에 통합하

는 후행 요소 또한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제 발견되는 용례에서 ‘어떻게 하-’와 ‘어

떡하-’의 후행 요소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말뭉치에서 ‘어떻게 해?’에 비해 ‘어떡해?’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많이 추출된다. 반면, ‘애들처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와 같은 문장을 ‘애

들처럼 이런 걸 어떡하냐?’로 대체하면 직관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어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말뭉치에서 ‘어떻게 하-’와 ‘어떡하-’ 활용형들을 추

출하고, 두 구성에 통합하는 후행 어미의 종류를 출현 빈도순으로 목록화하겠다.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활용에서 각각 선호되는 후행 어미를 파악하고, 특별한 양상이 발

견되는 통합형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설명하겠다.

4장은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의미론적 특성에 관하여 기술한다. 4.1은 미정칭 표현에

서 나타나는 의문사와 부정사적 의미 특성을 밝히고, 4.2는 특정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어떻

게 하-’와 ‘어떡하-’의 차이를 연구한다. 



- 4 -

먼저 4.1.1에서는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대응하는 한국어 미정칭 표현 어휘들을 선정하여 

두 구성에서 보이는 의문사(미지칭)와 부정사(부정칭)적 의미 속성을 구분하겠다. 두 구성이 

모두 존재하는 미정칭 표현에는 ‘어떠하게-어떻게’, ‘어찌하여-어째’, ‘어찌하여서-어째서’, ‘어

떠한-어떤’ 등이 있다.3) 4.1.2에서는 준말 형식 ‘어떡하-’의 부정사적 의미 제약 현상에 관하

여 기술한다. 

4.2에서는 특정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차이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앞서 3장에서 ‘어떻게 하-’와 ‘어떡하-’ 활용형 중에서 특수한 의미 현상을 보이는 연결

어미 통합형을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 바 있다. ‘어떻게 해서’와는 달리 ‘어떡해서’는 의미적으

로 강한 제약을 받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어떡하든’에서도 발견된다. 연결어미 ‘-

어서’와 ‘-든(지)’ 자체가 가진 의미 속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들이 통합한 활용형

들의 성격을 의미론적 차원에서 설명하겠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두 구성이 단순한 원형식과 준

말 형식의 관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제 ‘어찌하여-어째’는 그 중간에 ‘어찌해’가, ‘어찌하여서-어째서’는 ‘어찌해서’가 있으나 말뭉치에서

는 이들 용례의 출현 빈도가 지극히 낮거나 없으므로 직접적인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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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어떠하게 하다’의 준말 형식인 ‘어떡하다’의 정체성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의문 형용사인 

‘어떠하-’에 관해 선행 연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어떠하-’에 관한 연구는 

‘어떠하-’와 ‘어찌하-’를 비교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해당 용언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송철

의(1993), 김충효(2000), 김종현(2000), 김경아(1998, 2011, 2012)와 이은섭(2007, 2018)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어떠하-’와 ‘어찌하-’에 관한 형태론적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나, 의문사

와 부정사에 관한 논의, 그리고 의문사의 준말 혹은 융합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해당 용

언에 대한 공시태와 통시태에 관한 것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어떠하-’와 ‘어찌하-’

에 대하여 통시적 차원에서의 발달 과정이나, 의미⋅통사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변별적인 특성

에 국한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가 직접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떡하-’에 대한 연구는 이은섭(2005)에서 부분

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실제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어떡하-’의 통사⋅

의미적 특성과 활용 양상에 집중하기에 앞서, 먼저 ‘어떠하게 하-’의 기본형인 ‘어떠하-’에 대

한 기초적인 사실부터 파악하도록 하자. 본 장에서는 ‘어떠하-’의 형태음운론적인 발달 과정과 

통사적 특성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다.

2.1. ‘어떠하-’의 형태음운론적 발달 과정

‘어떠하-’와 ‘어찌하-’의 선대형에 대한 논의는 여러 논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

다. 김경아(2012: 138)를 따르면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현대 국어 부사 ‘어찌’에 해당하는 

형태는 다양했는데 ‘엇더, 엇디, 엇뎌, 엇뎨’ 등의 표기가 보인다’고 하였다. 이들은 ‘엇더’형과 

‘엇디’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엇뎌’는 ‘엇디+어’로 분석할 수 있고 ‘엇뎨’는 ‘엇뎌+이’로 분

석할 수 있으므로 ‘엇디→엇뎌→엇뎨’를 하나의 부류로 보아 ‘엇더’와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즉, ‘엇뎌’와 ‘엇뎨’는 모두 ‘엇디’에서 도출된 형식이므로 결과적으로 ‘어찌’의 선대형은 

‘엇디’와 ‘엇더’로 양분된다. 이제 각 시대별로 등장하는 ‘엇디’와 ‘엇더’의 이형태와 그들이 실

현되는 문헌을 살펴보자.

아래의 용례는 15세기 문헌에서 도출된 ‘어찌’ 관련 이형태들로서 ‘엇뎨, 업뎨, 엇뎌, 엇더, 

엇디’ 등이 확인된다.4) 전반적으로 ‘엇더’의 변이형과 ‘엇디’형이 공존하면서 선택적으로 사용

된 듯하다.

(1) 가. 智 업거니 엇뎨 智 니르와 사 이시며 기프며 녇가온 執이 本來 업거니 업뎨 敎니시리 

겨시리오 <원각경5,상2,2:51b>

나. 天人 中은 하 사 中이라 엇뎨 우리그 와 절호려커시뇨 <석보상3:4a>

다. 여러 가짓  차바로 몬져 어마니 供養호 어마 양 엇뎌 그리록 여위시니고 <월

인석23:87a> 

다. 엇뎌 다 두 가지오 시고 다 혜여 니신대 <석보상3:10a> 

라. 化樂天에 엇더 업스니가 <월인석23:68b> 

마. 네 엇디 암 내야 주디 아니 다 <월인석7:17a>

4) 김경아(2012: 139-142)에서 가져온 용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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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16세기의 문헌이다. 이 시기 역시 ‘엇더’형의 변이형과 ‘엇디’형이 공존하고 있으며 

‘엇디, 엇뎨, 엇뎌, 어뎨, 엇데, 어’와 같은 이형태들이 발견된다. 

(2) 가. 張이 正色고 긔운 지어 오 엇디 일즉 그로 여곰 느저 일에 밋디 몯라 리오 

<소학언6:48b-49a>

나. 소 여려늘 허 슬허 릴오 사 엇뎨 야커뇨 대 <삼강행,효:18a>

다. 조며 더러우미 매 이슈미언 엇뎌 國土에 브트리오 시다 <선가귀:43b>

라. 내 나랏 큰 은혜 님올 의예 주글디니 엇데 붓그리믈 마 거슬 신하와 샹리오 

<삼강행,충:12a>

마. 尊을 辭고 卑예 居며 富 辭고 貧에 居홈은 어 맛당뇨 關을 抱며 柝을 擊홈이니

라 <맹자초10:21b>

바. 두 녁 티 너기더니 이제   어드니 어뎨리오 <삼강행,충:30a>

17세기 역시 선행하는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 엇

디, 엇뎨, 엇뎌, 엇데’ 등이 문헌에 등장한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엇더’의 변이형과 ‘엇디’형이 공존하면서 선택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 하  업 은덕을 어 다혀 갑오리 <경민해:38a>

나. 아모라 살오려 시다 모 사을 엇디 긔덜니잇가 <계축일,형,상:16b>

다. 나라해 모믈 밧오믈 盟誓홀디니 애와쳐 호믈  엇뎨 두리오 <두시중5:27a> 

라. 어딘 겨지비 오히려 나라햇 어딘 宰相과 니 엇뎨 마 니리오 <내훈奎,2:92a> 

마. 지비 다 鹿門에 隱居니 劉表ㅣ엇뎌 시러곰 자리오 <두시중3:58b> 

바. 帝 니샤 내 아 엇데 先帝ㅣ 아와로 오리오 <내훈奎,2:42b> 

18세기에 이르러서는 (4)와 같이 ‘어, 엇더, 엇뎌, 엇뎨, 엇디, 엇, 엇’의 형태가 등장

한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엇, 엇’와 같은 예들은 제2음절의 경음화를 분명히 보

여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개음화 과정을 거친 모습이 반영된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4) 가. 金榜에 題名코져  書生이 어 우리 이 漁翁의 즐거오믈 알리오 <박신해,3:49a> 

나. 너 엇던 사이며 밤이 깁픈 엇더 이고  온다 <낙븍사:191> 

다. 豈 엇뎌 긔, 非 아니 비 <유합영:16b> 

라. 염왕이 틱러 로야 오 리 자바 여 오라 니 엇뎨 느지 오뇨 <염불문_일,왕랑반

혼전:5a> 

마. 엇디 늠연티 아니며 엇디 숑연티 아니리오 <어조훈:18b> 

바. 엇 가디 아니려 뇨 이 일이 됴티 아니다 엇 됴티 아니뇨 <오륜전3:26a> 

사. 豈 엇 긔 <천자문_송:6a>  

19세기의 문헌에서는 (5)와 같이 ‘어, 엇디, 엇, 어찌’와 같은 형태들이 발견된다. 이 시

기에 드디어 구개음화를 겪은 ‘엇, 어찌’가 등장하며, 현대 국어와 동일한 형태가 출현한다. 

이전 시기와는 달리 ‘엇더’류의 부사들은 잘 보이지 않고 원래 단독 부사 형태였던 ‘엇디’류의 

후대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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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어 고은 줄을 디 못 고 어린시 바라 보더니 <명듀보월빙14:568> 

나. 십이월의 삼간이 되여 그 경 엇디 다 형용리오 <한중록:234> 

다. 그러면 장차 우리 남편이 엇 될고 <신숙주부인:3> 

라. 내 어찌 변할소냐 남 노는 것 비양하고 앉았을 제 <배비장전:43> 

20세기 문헌에서는 (6)과 같이 ‘어, 어찌’의 형태가 발견된다. 김경아(2012: 142)에 따르

면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 부사 ‘엇더’류의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래 단독 부사 

형태였던 ‘엇디’류의 후대형인 ‘엇’와 ‘어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5)

(6) 가. 長久한 歲月에 어 늘 그럴 수가 잇스랴 <빈처:171> 

나. 그자식 어 못난는지 안해지 동리로 돌아다니며 <솟:126> 

다. 어찌 가슴 속에서 물 끓듯 용솟음치는 느낌과 깨달음이 없었으랴 <어머니2:370> 

라. 죄선 사람들은 잡지 하나를 해도 어찌 모두 그 꼬락서니로 해놓는지 <치숙:270> 

지금까지 ‘어떠하-’와 ‘어찌하-’의 선대형인 ‘엇더’와 ‘엇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엇더’와 

‘엇디’는 15세기부터 확인되며 ‘엇더’는 단독 출현하기도 하나 주로 ‘엇더-’의 형태로 사용

되었다. 같은 시기에 ‘엇디’의 활용형인 ‘엇뎌, 엇뎨’들도 확인되며 이는 19세기에 이르러 구

개음화를 겪으면서 ‘엇’, ‘어찌’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논의와 직접 관련된 ‘어떠하-’는 15세

기에 문증되는 ‘엇더-’가 위의 언급 과정들을 거쳐 현재와 같은 성격의 형용사로 정착된 것

으로 볼 수 있다.6)

2.2. ‘어떠하-’와 ‘어찌하-’의 통사⋅의미적 특성

의문사 ‘어떠하-’와 ‘어찌하-’의 선대형인 ‘엇더-’, ‘엇디-’에 관한 연구는 김광해(1983), 

서정목(1987), 고성환(1987), 김충효(2000) 등에서 찾을 수 있다.7) 우선 김광해(1983)와 고성

환(1987)에서 기술된 내용부터 살펴보자.

김광해(1983: 122-123)는 중세 국어 시기에 ‘엇더-’, ‘엇뎨-’, ‘엇디-’ 등의 다양한 형

태가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엇더-’와 ‘엇디-’류 영역이 혼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

울러 현대 국어 시기에서도 두 용언의 활용형들이 서로 중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반향 의문 ‘eco question’을 이용한 검증법을 통해 ‘어떠하-’와 ‘어찌하-’의 의미적 변별성을 

[±동작성]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는 고성환(1987: 90-92)에서도 수용되었다.

서정목(1987: 283-288)은 ‘어찌하-’와 ‘어떠하-’의 동남 방언형인 ‘우찌하-’와 ‘우떻-’에 대

해 논하였다. 이 논의는 ‘우찌하-’가 [+동작성]을 띤다는 증거로 진행의 ‘–고 있-’, ‘-는 중이

-’, 명령 및 청유형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느-’와 통합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증명하

였다. 

한편, 의문사들의 통시적인 발달 과정에 주목한 김충효(2000: 126-132)는 ‘어찌하-’에 대응

5) 추가적으로 김경아(2012: 142)는 ‘엇뎨’에서 ‘어째’가 도출되었다고 추정한다.

6) 김종현(2000: 319)에서는 ‘엇더’가 주로 ‘엇더다’의 어기인 용례들로 문증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이 논의에서는 ‘엇디’의 경우는 ‘엇더다’에 유추되어 ‘엇디다’라는 새로운 

활용 어간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증이 필요할 듯하다.

7) 이은섭(2005)에서도 질문과 응답 양상을 통하여 의문사들이 지니는 의미적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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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대형을 제시하고 그 용법을 설명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동작성]을 띠는 동사류를 미

지항으로 선택하는 내용 의문문에서 ‘어찌하-’가 의문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대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떠하-’의 대응형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동작성]을 의미 자질

로 갖는 이 용언이 [+방법, +과정]을 묻는 의문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충효

(2000)는 ‘어떠하-’와 ‘어찌하-’의 통시적 발달 과정에 주목하면서도 통사적 차원에서 두 용언

의 의문사와 부정사 관계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앞서 살펴본 김광해(1983), 고성환(1987), 서정목(1987), 김충효(2000) 등에서는 의문사 ‘어

떠하-’와 ‘어찌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만이 이루어졌을 뿐, ‘어떻게 하-’의 준말 형식인 

‘어떡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은섭(2005)은 ‘어떠하-, 어떻-, 어떡하-’류

를 제시하면서 이들이 형태적 면모에서 강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당 논의는 

‘어떠하-’ 부류들과 ‘어찌하-, 어쩌-’ 부류가 활용 시에 보이는 분포 속성의 차이에 관하여 연

구하였다. 아울러 ‘어떻게 하다’와 ‘어떡하다’가 동일한 용법을 보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으

나 이를 다룬 논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8) 우리 논의의 대상인 ‘어떡하-’에 관해서는 

김종현(2000)과 이은섭(2018)의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먼저, 김종현(2000: 322)에 따르면 ‘어떠하-’는 ‘어떻-’을 형성하고 ‘어찌하-’는 ‘어쩌-’를 

형성한다. ‘ㅎ’의 존재 유무에 따라 ‘어쩧-’과 ‘어쩌-’ 모두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 

‘어쩌-’가 기본형으로 정착되었다. 김종현(2000: 333-5)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사항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해당 논의는 동사 ‘어찌하-’와 동사 ‘어떡하-’를 비교하면서 ‘어떡하

-’의 분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제시하였다. ‘어떡하-’의 생성 원인을 동사 ‘하-’의 

조어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찌하-’가 [+동작성]을 표출하는 

데에 있어 영향력이 강하지 못한 성격에 기인하다고 보았다. 김종현(2000)은 ‘어찌하-’의 미약

한 영향력의 보충 차원에서 ‘어떡하-’가 후대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어찌하-’

의 고풍적인 느낌도 ‘어찌하-’의 입지를 축소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9)

다음은 김종현(2000: 334)에서 제시한 ‘어떡하-’와 ‘어쩌-’가 같은 시기에 공존하여 사용된 

용례이다. 

(7) 가. 해도사가 옮겨 가면 지감 스님은 어떡허구? (토지 11:30)

나. 당신 사촌 누이는 어떡허구요? (토지 9:438)

(8) 가. 혼인 아니 하겠다고 펄펄 뛰는 건 어쩌구요? (토지 3:403)

나. 처분하고 나면 다음은 어쩌고? (토지 13:38)

둘째, ‘어찌하-’의 기본형인 ‘어쩌-’는 주로 과거 시제의 활용형인 ‘어쨌-’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10) 다음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형 시제에서는 ‘어떻-’이 주로 출현하는 반

면, 과거형 시제에서는 ‘어쨌-’이 출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김종현(2000: 335)은 이러한 경

8) 이은섭(2005)은 부사 ‘어떻게’가 의문사와 부정사로 기능할 때 발생하는 분포 문제와 의미의 변화 양

상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떡하-’에 관한 사항을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9) 김종현(2000: 333-5)에서는 ‘마마, 어찌하면 좋으리이까? 하교하여 주시옵소서.’와 같은 용례를 거론

하면서 ‘어찌하-’는 사극에서나 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찌하-’의 과거형인 ‘어쨌다’가 ‘어찌

하-’에 비해 더욱 많이 나타나며 그보다 낮은 빈도로 ‘어쩐다’도 나타나지만, 표면 형식에 ‘-하-’를 

포함한 ‘어찌하-’는 현대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0) 김종현(2000: 332)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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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현재 시제일 때 ‘어쩌-’가 [+동작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상이 ‘어떡하-’의 등장과 관련성이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김종현(2000)의 지적은 우리의 논의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9) 가. 돌이가 (어떻다고? / ??어땠다고?)

나. 돌이가 (*어쩌다고? / 어쨌다고?)    

김종현(2000)은 ‘어찌하-’의 몇 가지 제약 현상에서 유추하여 ‘어떡하-’라는 새로운 용언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떡하-’ 형성의 형태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견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어떡하다’의 발생을 ‘어떡’과 ‘하다’로 분석하고 두 단어 경계가 발화의 속도에 의해 무

의미해져서 축약된 것인지, 혹은 단어의 위상을 갖는 파생어인지에 관한 논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은섭(2018: 61)은 ‘어떻게’의 분포가 의미 기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구 구성인 ‘어떻게 하-’의 준말 형식인 ‘어떡하-’의 연구에서도 ‘어떻게’의 분

포와 의미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11)

그러나 두 연구 역시 ‘어떠하-’와 ‘어찌하-’에 대한 통사⋅의미적 차원에서의 어형 비교에 

치중하고 있을 뿐, ‘어떡하-’의 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용례를 중심으로 ‘어떡하-’가 ‘어떻게 하-’와 통사⋅의미적 차원에서 어떤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11) 이은섭(2018)의 논의는 후술할 3장의 분포 관련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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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분포와 통합 관계

3.1. ‘어떻게’의 분포와 ‘어떡하-’의 제약 현상

이제 두 구성의 분포와 활용형의 양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떡하다’는 ‘어떠하게 하다’가 줄어든 말이다.12) ‘어떡하다’가 ‘어떠하게 하다’ 혹은 

‘어떻게 하다’의 단순한 준말이라면 모든 구문에서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대체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용례에서 두 구성의 차이가 발견된다.

(10) 가. 월급쟁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드라마, 가문의 영광, 08)

나. *월급쟁이가 어떡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10나)에서와 같이 ‘어떡하-’로 대체되었을 경우,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다수 발견된다. 우리

는 그 이유를 부사 ‘어떻게’의 분포에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분포에 따라 ‘어떻게’는 문장 부

사나 동사(구) 부사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성격이 ‘어떡하-’의 대체 가능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어떡하-’의 분포 특징에 관한 연구에 앞서, 먼저 부사어 부류를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임홍빈⋅장소원(1995: 296)를 따르면 부사어는 그 작용역에 따라 동사 부사, 동

사구 부사, 문장 부사로 구분한다.13) 남기심⋅고영근 외(2019: 174-178)에서는 수식의 대상에 

따라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로 나누며, 이를 다시 용언 수식 부사, 용언구 수식 부사, 절 수식 

부사, 문장 수식 부사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부사 혹은 부사어의 분류에 관한 논의를 더 

살펴보자면, 서정수(1994: 665)는 형태나 그 성분 구조를 바탕으로 부사, 부사구, 부사절로 구

분하며, 구문론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서는 문장 부사어, 동사 수식 부사어로 구분한다.

우리는 임홍빈‧장소원(1995)에 따라 부사어를 문장 부사어, 동사구 부사어, 동사 부사어로 

구분하고, 이에 입각하여 ‘어떻게’의 성격을 고찰해 보겠다. 이는 ‘어떻게’의 분포 속성이 ‘어

떻게 하-’ 구성과 ‘어떡하-’의 성격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14)

임홍빈∙장소원(1995: 295)에 따르면 동사 부사어나, 동사구 부사어는 꾸미는 말 앞에 나타

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형성한다. 반면, 문장 부사어는 주로 문장의 맨 앞에 나타

나기는 하나 성분 부사보다는 비교적 자리 옮김이 자유롭다고 하였다. 우리의 논의에 있어 중

요한 사항은 문장 부사와 동사(구) 부사의 분포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장 부사와 동사 부사 동사구 부사의 분포를 다음 용례를 통하여 확인해 보자.

1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떠하다’를 ‘어떻다’의 본말로 기술하고 있으며 두 어형의 차이나 세부적 

활용형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단 ‘어떠하다’와 ‘어떻다’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구성

의 합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4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13) 임홍빈‧장소원(1995)의 분포에 따른 부사어 유형의 분류는 그 후 김경훈(1996), 임유종(1997) 등에서 

수용되었다.

14) 우리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문장 부사어의 여부이므로 추후 기술에서는 동사구 부사어와 동

사 부사어를 함께 다루어 동사(구) 부사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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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철수가 아침을 잘 먹는다.

가'. *철수가 잘 아침을 먹는다.

가''. *잘 철수가 아침을 먹는다.

나. 철수가 아침을 열심히 먹는다.

나'. 철수가 열심히 아침을 먹는다.

나''. ??열심히 철수가 아침을 먹는다. 

다. ??철수가 밤참을 유감스럽게도 먹는다.

다'. 철수가 유감스럽게도 밤참을 먹는다.

다''. 유감스럽게도 철수가 밤참을 먹는다.

임홍빈∙장소원(1995: 295)에 따르면, (11가)의 ‘잘’은 동사 부사어, (11나)의 ‘열심히’는 동

사구 부사어, (11다)의 ‘유감스럽게도’는 문장 부사어이다. 서정수(1994: 678)에서도 동사 수식 

부사어는 피수식어의 바로 앞에 놓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놓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제 우리의 논의인 ‘어떻게 하-’로 돌아와서 ‘어떻게’의 분포 양상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

자.

(12) 가. 폭발물 처리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 *어떻게 폭발물 처리반은 하고 있어요?

가''. 폭발물 처리반은 어떡하고 있어요? 

‘어떻게’를 (12가')와 같이 문두로 옮길 경우,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떻

게’와 ‘하-’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12가')의 ‘어떻게’는 적어도 문장 부

사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장 부사어가 아닌 ‘어떻게’가 서술어 ‘하-’

와 직접적으로 통합할 경우 (12가'')에서처럼 ‘어떻게 하-’를 ‘어떡하-’로 대치하여도 자연스럽

다. 이때의 ‘어떻게 하-’와 ‘어떡하-’ 모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

다.

한편, ‘어떻게’가 문장 부사어의 분포, 즉 문두에 올 경우, 어떠한 의미 속성을 보이는지 

(13)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13) 가. 월급쟁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드라마, 가문의 영광, 08)

나. 어떻게 월급쟁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13)의 부사 ‘어떻게’의 분포와 의미는 (12)와는 확연히 달라 보인다. 

먼저, (13)의 ‘어떻게’는 (13가)에서와 같이 동사 ‘하-’의 직전이나 (13나)처럼 문두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넓은 분포 양상을 보이는 문장 부사어인 ‘어떻게’는 의미 차원에서도 동사

(구) 부사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이제, ‘어떻게’의 분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어떻게 하-’의 의미적 변화 양상에 대

하여 살펴보자. ‘어떻게’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기술을 

참고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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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나타난 ‘어떻게’의 의미 정보

                                     

우리는 직관적으로도 (12)와 (13)에서 출현한 의문 부사 ‘어떻게’가 서로 다른 의미 속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1>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12)의 ‘어떻

게’는 사전 의미 1)의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에 해당하며 설명 의문문을 형성하는 데 비해, 

(13)은 사전 의미 5)의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수사 의문문을 형성한

다.

수사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과는 다른 성격의 응답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구분된다.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에 해당하는 서술형 답변을 요구하는 반면, 수사 의문문은 부정(negation) 표

현 어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의미를 지니는 특성이 있다. 김영희 (2005: 134)에 따르면 

수사 의문문은 되풀이 현상이 가능한 간접표현 의문문으로서 ‘긍정 진술, 부정 진술, 긍정 명

령, 부정 명령’의 뜻을 함축한다. 먼저 수사 의문문에 대한 개념을 파악한 후, 우리의 논의인 

‘어떻게 하-’ 구성에서 수사 의문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통사적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14) 가. 내가 왜 안 오니, 안 오기는? (김영희2005: 135)

→ 나는 와요.

나. 담배를 누가 피워요, 피우기는?

→ 담배를 안 피워요.      

1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떻게’가 독립된 어휘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고려대한국어

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이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떻게’를 가장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기술을 인용하고자 한다.

어떻게

    형태 [+어떻 _게 ] 부사

1) (기본의미)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숲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 어떤 모양이나 형편으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 어떤 이유로. 또는 무슨 까닭으로.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방문하셨습니까? 

4) ((뒤따르는 서술어의 어미 ‘-ㄴ 지’와 어울려 쓰여))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그들이 매듭을 어떻게 단단히 매었던지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다.

5) 수사 의문문에 쓰여 ,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자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6) ((주로 ‘하다 ’와 함께 쓰여)) 어떤 처리로.

   오늘 아침에 준 돈은 어떻게 했어 ? 

7) ((주로 ‘생각하면’, ‘보면’과 함께 쓰여)) 어떤 입장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사이코 같아.

8)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해 정월 대보름에는 달이 어떻게 밝던지 사방이 훤히 다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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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돈을 어째서 안 갚아요, 안 갚기는?

→ 돈을 갚아요!

라. 어딜 가니, 가기는?

→ 가지 말아라!

                

(14가) ‘내가 왜 안 오니?’ 구문에 김영희의 ‘되풀이 현상’을 적용하면 ‘내가 왜 안 오니, 안 

오기는?’으로 대치할 수 있다. 따라서 (14가)의 실제적인 의미는 ‘나는 온다’이다. 이렇듯 수사 

의문문은 부정의 표지가 있으나 긍정 진술을 의미하는 특징이 있다. (14나)는 표면상 긍정문

을 형성하는 듯하나 실제적인 의미는 ‘담배를 안 피워요.’로 부정 진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

적의 수사 의문문이다. (14다)는 부정문을 통한 긍정 명령, (14라)는 긍정문을 통한 부정 명령

을 함의하는 수사 의문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분포에 따라 ‘어떻게’가 기본 의미를 표상하기도 하고, 수사 

의문문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15)는 ‘방법이나 방식’의 의미이며, (16)은 수사 의문

의 용례이다. ‘어떻게’의 분포에 유의하면서 두 구성의 의미 속성을 비교해 보자.

(15) 가. 동생이 점심을 어떻게 먹었니? (이은섭2005: 167)

나. 동생이 어떻게 점심을 먹었니?

다. ?어떻게 동생이 점심을 먹었니?                              

(15)의 ‘어떻게’는 동사나 동사구를 수식할 때는 ‘방법이나 방식’의 의미지만, 문두에 위치하

여 명제 내용 전체를 작용역으로 가질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15)의 

‘어떻게’가 ‘방법이나 방식’의 의미일 경우에 문장 부사어의 용법에 제약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16)은 (15)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6) 가.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은섭2005: 169)

나. 어떻게 이 차가 움직이냐?                                 

우리는 앞서 (15)에서 ‘어떻게’가 문두에 위치할 경우 일종의 제약이라 할 수 있는 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16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6)의 경우

에 ‘어떻게’는 문장 부사어이며, 여기서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가 기본 

의미 이외에도 다른 부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16)은 ‘방법, 방식’의 의미와 수사 의

문문의 의미(도무지 그럴 수 없음)까지도 나타내며, 특히 (16나)와 같이 문두에 분포할 때에는 

수사 의문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듯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6나)에 수사 의

문문의 되풀이 현상을 적용하여 보자.

(16) 다. 어떻게 이 차가 움직이느냐, 움직이기는? 

→ 이 차는 움직이지 못한다.

(16다)를 통하여 ‘어떻게’가 문두에 위치할 경우, 해당 구문이 수사 의문문으로 인식될 가능

성이 훨씬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16)

16) 이은섭(2005: 168)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부사나 부사어가 갖는 분포 속성이 해당 어휘의 의

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즉 분포의 속성은 단순히 해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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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가 분포에 따라 그 의미적 성격이 달라지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이제 ‘어떻게’의 이러한 성격이 ‘어떻게 하-’ 구문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논의하

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문장 부사어의 분포를 보이는 (13)에 수사 의문문의 되풀이 현상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13) 가'. 월급쟁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살기는? (드라마, 가문의 영광, 08)

→ 월급쟁이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13가')은 되풀이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의문문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표면상 긍정문의 형식이나 의미적으로는 부정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13)의 ‘어

떻게’는 문장 부사어로서 문장 전체를 작용역으로 가지기 때문에 문두나 동사구, 동사 직전에 

분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어떻게’는 수사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부정 의미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수사 의문문의 ‘어떻게’가 ‘어떻게 하-’의 축약 현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격을 보

이는지 확인해 보겠다.

(17) *월급쟁이가 어떡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17)에서 확인되듯이, 수사 의문문에 나타나는 ‘어떻게’의 경우, ‘하-’에 직접 선행하더라도 

‘어떡하-’로 축약되지 못한다. 문장 부사어인 ‘어떻게’는 분포가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15)와 

같이 동사 직전에도 분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가 어디에 분포하든 여전히 기본 의미가 

아닌 부정 의미를 나타내므로 ‘어떻게 하-’와 같은 구성이 형성되더라도 준말 형식인 ‘어떡하

-’는 도출되지 않는다. 즉, ‘어떻게 하-’는 기본 의미와 수사 의문문에서의 부정 의미로 사용

될 수 있으나, 준말 형식인 ‘어떡하-’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확인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가 출현한 수사 의문문의 용례를 말뭉치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자. 역시 ‘어떻

게’의 분포를 확인하고 수사 의문문의 되풀이 현상을 적용해 보겠다. 수사 의문문임이 판명된 

구문에서 ‘어떻게 하-’를 ‘어떡하-’로 대체하는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해 보자.

(18) 가. 애들처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드라마, 1%의 어떤 것, 24)

나. 어떻게 애들처럼 이런 걸 하냐? 

다. 애들처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하기는?

라. *애들처럼 이런 걸 어떡하냐?

(19) 가. 똑바로 보지도 못하겠는데 고백을 어떻게 하니!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 1-16)

나. 똑바로 보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니!

다. 똑바로 보지도 못하겠는데 고백을 어떻게 하니, 하기는?

라. *똑바로 보지도 못하겠는데 고백을 어떡하니?

(18, 19)의 용례 모두 의미론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18)은 방법이나 방식을 묻

는 것이 아니라 ‘애도 아닌데 이런 걸 할 수는 없다.’ 정도의 의미를 표상한다. (19)의 성격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18다, 19다)는 해당 수사 의문문에 되풀이 현상을 적용한 예로서 긍정 

분의 통사적 위치를 드러내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휘가 지닌 의미적 양상까지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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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부정 의미를 표현한다. 결정적으로 (18라, 19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사 의문문인 

경우의 ‘어떻게 하-’는 ‘어떡하-’로 대체할 경우 매우 부자연스러워진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부사 ‘어떻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방

법이나 형편, 혹은 이유’ 따위를 나타내는 기본 의미이다. 둘째, 수사 의문문에 나타난 ‘어떻

게’는 부정 의미를 강조한다. 중요한 점은 두 의미가 분포에 따라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동사(구) 부사어인 ‘어떻게’가 기본 의미일 경우 ‘어떻게 하-’는 ‘어떡하-’로 실현된다. 반면 

문장 부사어인 ‘어떻게’는 동사 ‘하-’에 선행하더라도 ‘어떡하-’로 대체될 수 없다. 결국, 이러

한 현상은 ‘어떻게’의 분포가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이질적인 특성에 중요한 원인이 된

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3.2.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후행 어미 통합 양상 차이 

앞서 우리는 ‘어떻게’의 분포에 따른 ‘어떡하-’의 제약 현상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어떻게 

하-’ 구문에서의 ‘어떻게’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현상은 통사 차원의 분포 속성에 기인한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에 후행하는 어미의 통합 관계, 

즉 활용형에 따라 두 구성이 보이는 차이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20) 가. 어머님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하시는데요. (드라마, 행복

한 여자, 09) 

나. *어머님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어떡하시는데요.

우리는 아직 이 구성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질적인 현상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두 구성에 통합하는 후행 어미의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문법성

의 차이가 발생했으리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용언의 어간에 통합하는 

어미들에 의하여 양태나 시상이 드러난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떠한 어미가 통합되었는지 조사

하는 작업은 ‘어떠하게 하-’와 ‘어떡하-’의 양태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준

다.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후행 어미 통합 양상에 관해 연구하는 목적은 각각의 구성이 

선호하는 후행 어미를 빈도순으로 나열하고, 그 중 특별한 면모가 발견되는 통합형에 대하여 

통사⋅의미적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어떡

하-’가 ‘어떻게 하-’와 구별되는 독자적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에서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출현한 용례는 총 22,603개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 

구 구성인 ‘어떻게 하-’의 활용형은 4,169개, 준말 형식인 ‘어떡하-’의 활용형은 18,434개이

다. 즉, ‘어떡하-’가 ‘어떻게 하-’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준말 형식인 

‘어떡하-’는 구어적 성격이 강하므로 구어 말뭉치의 성격상 ‘어떻게 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의 압도적인 빈도수는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겠다. 3.2.1.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 구성이 

선어말어미와 통합하는 양상을, 3.2.2.에서는 어말어미와 통합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어말어미 

통합형의 경우, 다시 종결형과 비종결형으로 세분화하여 ‘어떡하-’가 ‘어떻게 하-’와 어떤 차

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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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선어말어미 통합형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선어말어미와 통합하는 양상은 <표 2>와 같다.

<표 2> 선어말어미와의 통합 양상

<표 2>에 따르면, 구 구성인 ‘어떻게 하-’가 선어말어미와 통합한 활용형은 전체 용례 

4,169개 중 1,003개로 약 24%를 차지한다. 반면, 준말 형식인 ‘어떡하-’는 전체 18,434개의 

용례 중 단 2% 정도만이 선어말어미와 통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선어말어미와의 통합에

서 ‘어떻게 하-’와 ‘어떡하-’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선호하는 선어말어미의 종류를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자.

<표 3> 선어말어미 종류별 후행 요소

<표 3>에서 확인되듯이, ‘어떻게 하-’는 과거를 표상하는 선어말어미 ‘-었-’ 부류와 가장 높

은 빈도 (69%)로 통합하며, ‘어떡하-’는 미래의 일이나 추측 혹은 주체의 의지를 표명하는 ‘-

겠-’ 부류와 가장 잘 통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구성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이질적인 선호 

현상은 두 구성이 획득한 의미 차이에 의한 현상인 듯하다. 이제,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각각의 선어말어미와 통합할 경우 보이는 특징적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논의

의 편의상 어간에 가장 가깝게 분포하는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부터 살펴보겠다.

어떻게 하- 어떡하-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개수 1,003개 3,166개 395개 18,039개

비율 24% 76% 2% 98%

합계 4,169개 18,434개

선어말어미
어떻게 하- 어떡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시-

-시었-

-시었겠-

172 17% 70 18%

-었-

-었겠-

-었더-

690 69% 133 33%

-겠-

-겠더-
140 14% 192 48%

-더- 1 0.1% 없음

합계 1,003/4,169 24% 395/18,4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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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어말어미 ‘-시-’의 통합 양상

<표 3>에 따르면 선어말어미 ‘-시-’와 통합하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 구성은 각각 

17%, 18%로 두 구성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어떡하-’는 준말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주

체 존대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있어서 원형식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듯하다. 일반적

으로 준말 구성이 강한 비격식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은 이례적으로 판단된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단 ‘-시-’에 통합하는 요소의 양상을 <표 4>로 정리해 보자. 

<표 4> 선어말어미 ‘-시-’의 후행 요소

<표 4>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 구성과 ‘어떡하-’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어떡하-’가 선어말어미 ‘-시-’와 통합한 활용형

에서 ‘-시겠-’의 연쇄(51%)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17) 이에 비해 ‘어떻게 하시-’는 후

행 요소로 특정한 연쇄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21)은 ‘어떡하-’가 ‘-시겠-’과 통합한 용례이

다.

(21) 가. 이부장 그럼 앞으로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드라마, 황금 사과, 02)

나. 만일 유진님이 길을 가다가 큰돈을 주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영화, 일단 뛰어)

17) 앞서 <표 3>에서도 ‘어떡하-’는 ‘-겠-’과 가장 잘 통합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어떻게 하- 어떡하- 

-시-
40개

(23%)

-는지, -다가, -든(지), -면, 

-자(고 하)는, -려고 21개

(30%)

-

-구(요), -려구(요) -구(요) 

-시겠-
59개

(34%)

-다는, -냐(구)
36개

(51%)

-다는(4)

-습니까, -어요, -다구요, -

냐구요
-습니까, -어요, -다구요

-시었-

(-셨-)

66개

(38%)

-길래, -나, -냐면, -는지, 

-는데, -을지 13개

(18%)

-는데(1), -는지(1)

-나요, -냐구요, -는데(요), 

-는지요, -어요, -을까(요)
-어요, -냐구요

-시었겠-

(-셨겠-)

7개

(4%)

-길래, -나, -냐면, -는지, 

-는데, -을지 0개

(0%)

-

-냐, -습니까, -어요 -

172개 1,003개 (전체 선어말어미) 70개 395개 (전체 선어말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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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떡하시-’에 직접 통합하는 비종결형 어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어떡하시는데, 어떡

하시든지’ 등의 구성이 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뭉치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이러한 

용례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는지, -다가, -든(지), -면, 

-자는, -려고’ 등 다양한 비종결형 어미와 통합한 용례가 발견되었다.18)

이제, 말뭉치에서 추출한 ‘어떻게 하시-’를 ‘어떡하시-’로 대체해 보아 준말 구문이 자연스

러운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떡하시-’와 ‘어떻게 하시-’가 완

전히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22) 가. 어머님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하시는데요/*어떡하시는데

요}. (드라마, 행복한 여자, 09)

나. 아줌마가 저한테 {어떻게 하시든지/?어떡하시든지}, 참으면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가

슴 아프게 해드려 죄송해요.19) (드라마, 그대 웃어요, 28)

      

(22)에서 ‘어떻게 하시-’를 ‘어떡하시-’로 대치할 경우 어색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2가)는 연결어미 ‘-는데’에 종결어미 ‘-요’가 통합한 구성이며, (22나)는 연결어미 ‘-든지’가 

통합한 구성이다. (22)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떡하시-’가 비종결형 요소와 통

합할 경우 어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떡하-’에 후행하는 연결어미의 개별적인 특

성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떡하시-’가 연결형 어미 (혹은 비종결형 구성)와 잘 통

합하지 않는 현상은 비단 ‘-시-’와의 통합 구성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는 3.2.2 어말어미 통합형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떡하-’가 선어말어미 ‘-시-’와 통합한 구성은 주로 ‘-시겠-’의 

형태로 나타나며, ‘어떡하시-’는 비종결형 어미와는 잘 통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나. 선어말어미 ‘-었-’ 통합 양상

다음으로 ‘어떻게 하-’와 ‘어떡하-’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통합한 구성의 양상에 

관해 살펴보겠다. ‘어떻게 하-’가 ‘-었-’과 통합한 용례는 전체 선어말어미와의 통합형 1,003

개 중에서 690개로 69%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어떡하-’의 경우는 전체 395개 중에서 

133개 (3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18) ‘어떡하시-’ 연결형 어미는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선어말어미가 통합한 복잡한 

구성인 ‘어떡하시겠-’의 연결형 용례는 발견된다.

19) 문법성 판단은 저자의 직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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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선어말어미 ‘-었-’의 후행 요소

<표 5>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어떻게 하-’는 과거 시제를 

표상하는 ‘-었-’과 통합하는 빈도가 대단히 높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어떡하-’는 낮은 빈도

를 보인다. 둘째, ‘어떡했-’에 후행하는 비종결형 어미는 ‘-는지, -면, -길래’만 확인된다. 이

에 비해 ‘어떻게 했-’에 후행하는 비종결형 어미는 ‘-기에(길래), -는데, -는지, -더니, -든

(지), -다면, -어야, -면, -을, -을지, -어도’ 등 비종결어미와의 통합에 제약을 보이지 않는

다. 

(23) 가. 내 눈엔 도저히 음식 품평회 자리론 보이지 않는데, 우리 요리 가지고 뭘 어떡했는지 설명 

좀 해볼래요? (드라마, 눈꽃, 03)

나. 그래서 내가 어떡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얼렁뚱땅 흥신소, 03) 

다. 당신이 그 집 가서 뭘 어떡했길래 이제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거냐고. (시트콤, 지붕뚫고 하

이킥)

다. 선어말어미 ‘-겠-’과 ‘-더’의 통합 양상

‘어떡하-’가 선어말어미 ‘-겠-’과 통합하는 비율은 전체 395개 용례 중에서 192개로 48%의 

높은 결합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어떻게 하-’는 전체 1,003개 중에서 140개로 14%만이 ‘-

겠-’과 통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하- 어떡하-

-었- 675개

(97.8%)

-기에(길래), -는데, -는지, -더

니, -든(지), -다면, -어야, -면, 

-을, -을지, -어도 132개

(99.2%)

-는지, -면, -길래

-게, -고, -길래, -나, -냐, -니, 

-는데요, -다구, -대, -습니까, 

-어, -을까, -죠, -지

-는데(요) -는지, -냐, 

-을까, -어(요)

-었겠-
11개

(1.5%)
-냐, -니, -소, -어, -지

1개

(0.7%)
-니

-었더-
4개

(0.5%)

-니(1) 0개

(0%)
-

-라(3)

690개

(68.7%)

1,003개 

(전체 선어말어미)

133개

(33.7%)

395개

(전체 선어말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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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선어말어미 ‘-겠-’, ‘-더’-‘의 후행 요소

‘어떻게 하-’와는 다르게 ‘어떡하-’는 전체 선어말어미 중에서 ‘-겠-’과 가장 잘 통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의 통합형에서도 ‘-시겠-’의 연쇄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바 있다. ‘어떡하-’가 ‘-겠-’과 통합한 형태인 ‘어떡하겠-’ 혹은 ‘어떡하

시겠-’, ‘어떡했겠-’ 구성이 전체 선어말어미 통합형에서 60%를 차지한다. 이는 구 구성 ‘어

떻게 하-’가 ‘어떻게 하겠-’, ‘어떻게 하시겠-’, ‘어떻게 했겠-’으로 나타난 빈도가 21%인 것

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결과적으로, 준말 구성인 ‘어떡하-’는 주체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를 대신해 더욱 빈번히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선어말어미 ‘-더-’와 통합한 양상은 두 구성 모두에서 잘 확인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가 ‘-더-’와 통합한 용례는 단 한 개만이 확인되었으며, ‘어떡하-’와 통합한 용례는 확인

되지 않았다.20) 결국, ‘어떻게 하-’와 ‘어떡하-’는 ‘-더-’와는 잘 통합하지 않는 듯하다. 이상

으로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

구 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뭉치 구어 검색에서 ‘어떡하-’는 ‘어떻게 하-’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쓰인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둘째, ‘어떡하-’가 ‘어떻게 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임에

도 불구하고, 선어말어미와는 그다지 활발한 통합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셋째, 구 구성 ‘어떻

게 하-’는 선어말어미 ‘-었-’과 가장 높은 빈도(69%)로 통합하는 데 비해, 준말 형식인 ‘어떡

하-’는 선어말어미 ‘-겠-’(48%)과 가장 잘 통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어떻게 하-’의 

선어말어미 통합형에서는 다양한 부류(종결형, 비종결형)의 어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떡하-’는 같은 조건에서 비종결형 어미가 잘 통합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3.2.2. 어말어미 통합형

  우리는 앞서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선어말어미와의 통합에 있어서 보이는 차이를 확인

하였다. 이제 ‘어떡하-’와 어말어미가 맺는 통합 관계를 검토하고 그 양상이 ‘어떻게 하-’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말어미의 분류 체계에 따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의 경우로 구분하며, 비종결어미는 다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경우로 세분하여 

20) ‘어떻게 하-’가 ‘-더-’와 통합한 용례는 다음과 같다.

‘산 지 얼마 안 돼서 나도 잘 몰라. 어떻게 하더라.’ (드라마, 별난여자 별난남자, 25)

어떻게 하- 어떡하-

-겠-
140개

(99.3%)

-다는, -다고 
192개

(100%)

-다는 

-나, -냐(고), -다고, -대, 

-습니까, -어(요), -지

-어요, -다구, -니, -어(요),

-습니까

-겠더-
0개

(0%)
-

0개

(0%)
-

-더-
1개

(0.7%)
-라

0개

(0%)
-

141개 1,003개 (전체 선어말어미) 192개 395개 (전체 선어말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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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성이 출현한 용례를 각각 분석하겠다.

<표 7> ‘어떻게 하-’와 ‘어떡하-’에 통합하는 어말어미 양상

구 구성인 ‘어떻게 하-’의 선어말어미 통합형은 약 24%인 데 비해 준말 형식인 ‘어떡하-’의 

경우는 겨우 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표 2>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어떡

하-’는 말뭉치 자료에서 유독 어말어미(98%)와 매우 높은 빈도로 통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7>에 따르면 어말어미 중에서도 특히 종결어미 통합형이 가장 높은 빈도(91%)로 나타났

다. 이는 실제 발화에서 ‘어떡하-’의 활용형이 대부분 종결형임을 드러내어 주는 결과이다. 이

는 구 구성인 ‘어떻게 하-’가 어미의 종류에 따라 편중됨 없이 고른 통합 양상을 보이는 것과

는 대단히 차별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와 ‘어떡하-’에 후행하는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의 통합 양상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종결어미 통합 양상

<표 7>에서 ‘어떡하-’가 종결어미와 통합한 용례는 91%, ‘어떻게 하-’가 종결어미와 통합한 

용례는 39%인 것을 확인하였다. <표 8>에 따르면 ‘어떻게 하-’와 ‘어떡하-’는 다양한 종결어

미 중에서도 주로 ‘-아/어(요)’와 가장 높은 빈도로 통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1)

21) 이하 연결어미 ‘-아/어(요)’를 ‘-어(요)’로 표기하도록 한다.

종류 어떻게 하- 어떡하-

종결어미 1,224개 (39%) 16,320개 (91%)

비종결어미

연결어미 1,170개 (37%) 968개 (5%)

전성어미 772개 (24%) 751개 (4%)

어말어미 통합형 합계 3,166개 (100%) 18,039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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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어떻게 하-’와 ‘어떡하-’에 후행하는 종결어미

<표 8>에서 ‘어떻게 하-’가 종결어미 ‘-어(요)’와 통합한 용례는 전체 종결어미 통합형 

1,224개 중에서 585개(47.8%)이며, ‘어떡하-’는 전체 6,320개 중에서 11,260개(69%)로 나타

났다. 해당 결과로만 보자면 두 구성 모두 ‘-어(요)’와 상당히 높은 빈도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용례 대비 ‘-어(요)’ 통합형의 출현 빈도를 비교하면 두 구성 사

이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로 검출된 전체 용례는 4,169개이며 ‘어떡하-’는 

18,434개이다. 이 중에서 ‘어떻게 하-’가 ‘-어(요)’와 통합한 용례는 585개로 14%만을 차지하

는 반면, ‘어떡하-’는 11,260개로 61%의 높은 수치를 보인다. 즉, ‘어떡하-’는 주로 ‘어떡해

(요)’로 사용된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어(요)’와 높은 빈도로 통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다.22)

어느 한 특정 어미와의 통합형이 높은 출현 빈도를 보임에 따라 해당 구성이 통사⋅의미적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 구성 ‘어떻게 해?’가 다양한 의미

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비교적으로 ‘어떡해?’는 더욱 특별한 목적, 즉 화자의 심정이나 의도

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상당수 검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용례

를 (24)에서 확인해 보자.

22) 어느 한 어미와 통합한 활용형이 전체 구성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현상은 선어말어미

나 연결어미와 다양하게 연쇄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통합 현상과 비교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듯 ‘어떡하-’ 가 특정 어미와 높은 빈도로 통합하는 경향이 ‘어떡하-’의 기능을 어느 한 쪽으

로 고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어떻게 하- 어떡하-

순위 종결어미 빈도 순위 종결어미 빈도

1 -아/어(요) 585(47.8%) 1 -아/어(요) 11,260(69.0%)

2 -ㄹ까(요) 193(15.8%) 2 -지 1,407(8.6%)

3 -냐(구요) 121(9.9%) 3 -냐(구요) 921(5.6%)

4 -지 68(5.6%) 4 -니 730(4.5%)

5 -라고/구(요) 60(4.9%) 5 -죠 646(4.0%)

6 -죠 37(3.0%) 6 -ㄹ까(요) 392(2.4%)

7 -라(고 하) 34(2.8%) 7 -라고/구(요) 317(1.9%)

8 -ㅂ니까 26(2.1%) 8 -고 288(1.8%)

9 -나 23(1.9%) 9 -나 258(1.6%)

10 -니 17(1.4%) 10 -라(고 하) 37(0.2%)

11 -는데 16(1.3%) 11 -자(고 하) 26(0.2%)

12 -게 14(1.1%) 12 -려고 22(0.1%)

13 -고 13(1.0%) 13 -ㅂ니까 13(0.07%)

14 -자(고 하) 11(0.9%) 14 -게 12(0.07%)

15 -려고 6(0.5%) 15 -는데 3(0.01%)

종결어미 통합형 1,224개 종결어미 통합형 16,3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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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 그렇게 이야길 하면 어떡해요?

나. 그렇게 형제간에 의가 없어서 어떡해!

다. 그럴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어떡해!

(24)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수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어떡해’에 선행하는 접속문

의 연결어미가 주로 ‘-면, -어서, -는데’라는 사실이다. 즉, ‘어떡해’의 선행절은 전제나 조건

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들과 통합하는 특징이 있다. (24가)에서 연결어미 ‘-면’은 

선행절 ‘그렇게 이야기하-’와 통합하여 후행절 ‘어떡해요?’에 대하여 조건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윤평현(2005 :103)에 따르면 ‘-면’은 조건 관계 접속어미로, 선행절의 내용이 후행절 내

용의 실현에 대한 조건이 되도록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24나)에서도 마

찬가지로 인과 관계 접속어미 ‘-어서’가 선행절 ‘형제간에 의가 없-’과 통합하여 후행절 ‘어떡

해?’에 대하여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결어미 ‘-어서’는 대표적인 인과 관계 접속 어미로, 

윤평현(2005: 171)에 따르면 ‘-니까, -므로, -느라고’ 등과 함께 선행절과 후행절이 원인과 결

과의 관계가 되도록 이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24다)에서는 연결어미 ‘-는데’가 선행절 ‘그

럴 사람이 너밖에 없-’이 나타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윤평현(2005: 239)에 따르면 ‘-는

데’는 상황 관계 연결어미로서 선행절에서 문맥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행

절의 설명이 이루어지게 한다. 특히, 후행절 사태를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 선행절에 적절한 

환경이나 상황을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24다)도 선행절을 ‘-는데’로 연결함으로써 

후행절 ‘어떡해?’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적절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

하면 ‘어떡하-’가 서술어인 후행절은 그 실현에 대한 조건이나 전제 역할을 하는 선행절을 요

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면, -어서, -는데’와 같은 연결어미가 통합한 절 구성이 선행

됨으로써 충족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어떡하-’가 표면적으로는 의문문을 형성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답변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만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24)에 제시된 용례들의 의미적 공통점은 후행절 

서술어 ‘어떡하-’가 선행절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어쩔 수 없다’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실제 ‘어떻게 하-’나 ‘어떡하-’ 모두 기

본적으로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의 서술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러나 (24)의 후행절 서술어 ‘어떡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수사 의문문을 

형성하여 앞서 진술한 의미를 표현한다. 

이상의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떡하-’는 ‘어떻게 하-’와는 달리, 주로 종결어미와 통합하는데 특히 ‘-어요’와 매우 

높은 빈도로 통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어떡하-’는 조건⋅전제를 표상하는 특정 연결어미와 통합된 절을 선행절로 취하며, 

이때 후행절 서술어 ‘어떡하-’는 제시된 선행절을 전제로 하여 부정의 의미를 표상하는 특징

을 보인다.

나.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비종결어미 통합 양상

이제 ‘어떻게 하-’와 ‘어떡하-’ 구성이 연결어미 및 전성어미와 통합하는 양상을 각각 살펴

보겠다. ‘어떻게 하-’가 연결어미와 통합한 용례는 전체 어말어미 통합형 중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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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170/3,166개)를 차지하는 데 비해, ‘어떡하-’가 연결어미와 통합한 구성은 5% 정도

(968/18,039개)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23)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말 형식의 연결

어미 통합 양상은 원형식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어떻게 하-’와 ‘어떡하-’에 통합하는 연결어미의 종류를 살펴보자. <표 9>는 각각의 

구성에 통합하는 연결어미를 그 출현 빈도에 따라 순위별로 명세한 것이다.

<표 9> ‘어떻게 하-’와 ‘어떡하-’에 후행하는 연결어미

준말 형식인 ‘어떡하-’의 연결형은 말뭉치에서 단 9개의 유형만이 검출되었다. 참고로 <표 

9>는 두 구성이 ‘-어서라도’와 ‘-어서든지’가 통합한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24) ‘어떡하-’의 전

체 연결어미 통합형 930개 중 연결어미 ‘-어야’, ‘-고’, ‘-든(지)’ 통합형은 893개(92%)를 차지

하는 데 비해, ‘-아서’, ‘-는지’ 통합형은 단 9개의 용례만이 확인되었다. 이는 ‘어떡하-’가 극

소수의 연결어미와 높은 빈도로 통합하는 ‘어떡하-’만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

운 사실은, 문법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어떡하-’가 ‘-면서, -니까’와 통합한 활용형이 검출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구 구성인 ‘어떻게 하-’는 위에 제시된 연결어미 외에도 ‘-

게(4), -면서(3), -(으)니까(1), -(으)려(1)’ 등의 연결어미와도 통합한 용례들이 확인되었다.25)

한편, ‘어떡하-’가 몇몇 연결어미와 통합할 경우 보이는 특별한 양상에 대해 (25)에서 확인

해 보자.

(25) 가. 경찰서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영화, 너는 내 운명)

가'. *경찰서에는 어떡해서 가게 된 거예요?

23) <표 9>는 우리의 논의에 집중하기 위하여 ‘어떡하-’와 통합하는 연결어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빈도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24) ‘-어서라도’는 연결어미 ‘-어서’에 보조사 ‘라도’가 통합한 경우이며 ‘-어서든지’는 ‘-어서’에 보

조사 ‘든지’가 통합한 경우이다. 이러한 통합형은 ‘-어서’의 용법과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다. 따라

서 본 절에서는 편의상 전형적인 용법을 보이는 ‘-어서’ 활용형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표 9>의 ‘어떡하-’ 통합형 합계에서도 ‘-어서라도(1개)’와 ‘-어서든지(37개)’ 통합형을 제외한 

것이다.

25) 참고로 ‘어떻게 하-’가 ‘-어서든지(17), -어서라도(10)’와 통합한 활용형도 각주 23)의 이유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어떻게 하- 어떡하-

순위 연결어미 빈도 순위 연결어미 빈도

1 -어야 828(73.0%) 1 -어야 388(42.0%)

2 -고 / -구 128(11.3%) 2 -고 / -구 263(28.3%)

3 -는지 59(5.2%) 3 -든(지) 242(26.0%)

4 -아서/-어서 46(4.0%) 4 -려고 23(2.4%)

5 -든(지) 35(3.1%) 5 -어도 6(0.6%)

6 -어도 29(2.6%) 6 -는지 4(0.4%)

7 -려고 9(0.8%) 7 -아서/-어서 4(0.4%)

합계 1,134(100%) 합계 9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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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어떻게 해서’를 ‘어떡해서’로 대체한 (25가')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구성의 의미적 차이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임홍빈(1988: 132)은 ‘의문법에 관한 논의 중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의문의 의미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문은 통사적인 현

상일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이며 담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통사적인 현상에만 치우칠 것이 아

니라 의문의 의미에 관해서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25)의 용례들이 보이는 현상을 의미⋅담화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해 보려고 한다. ‘어떻게 해

서’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 일부만을 ‘어떡해서’가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 구성이 ‘어떡하-’ 형식으로 대체될 때, ‘어떻게 하-’의 의미 속성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누락 되거나 변화된 의미가 연결어미 ‘-어

서’의 의미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엄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양상은 ‘-아/어

서’뿐만 아니라 ‘-든(지)’ 통합형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문제는 4.2.에서 자세히 후술하도록 하

겠다. 다음으로 전성어미와의 통합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구 구성인 ‘어떻게 하-’가 전성

어미와 통합한 형태는 약 24%(772/3,166개)에 가까우나 준말 형식인 ‘어떡하-’는 약 4% 

(751/18,039개)만이 통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전성어미와의 통합 양상

<표 10>에 따르면 ‘어떡하-’가 관형사형 어미 ‘-ㄹ’와 통합한 용례는 523개로 전체 전성어

미 통합형 중 가장 높은 빈도(70%)를 보였다. ‘어떡할-’에 후행하는 요소는 주로 의존명사 

‘것, 지’와 명사 ‘생각’ 등으로 확인되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중 현재를 표상하는 ‘-는’과의 

통합형은 13개, 과거를 표상하는 ‘-ㄴ/-은’과의 통합형은 6개, 과거 미완을 표상하는 ‘-던’과

의 통합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떡하-’가 명사형 전성어미 ‘-기’와의 통합한 형태가 관형사

형 어미 ‘-ㄹ’ 통합형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사형 전성어미와의 통합형 용

례는 검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말어미와의 통합 구성에서 밝혀진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말 형식인 ‘어떡하-’가 종결형으로 실현되는 빈도는 약 90%로 ‘어떻게 하-’가 종결

형으로 나타나는 빈도 (약 40%)에 비해 매우 높게 드러났다. ‘어떻게 하-’ 구성은 종결어미

(39%), 연결어미(37%), 전성어미(24%)와 비교적 고르게 통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하- 어떡하-

명사형

전성어미

-ㅁ 0개 (0%) 2개 (0.3%)

-기 79개 (10.2%) 207개 (27.6%)

관형형

전성어미

-는 171개 (22.1%) 13개 (1.7%)

-ㄴ/은 108개 (14.0%) 6개 (0.8%)

-ㄹ 410개 (53.1%) 523개 (70.0%)

-던 0개 (0%) 0개 (0%)

부사형

전성어미

-게 4개 (0.5%) 0개 (0%)

-도록 0개 (0%) 0개 (0%)

합계 772개 7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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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떡하-’는 종결어미 중에서도 특히 ‘-어요’와 매우 높은 빈도(61%)로 통합하며 이때

의 의미는 ‘어떻게 해요’의 경우와는 다른 어느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어떡하-’가 비종결어미와 통합하는 빈도(9%)는 ‘어떻게 하-’(61%)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준말 형식인 ‘어떡하-’는 소수의 연결어미와만 통합하는 특성을 보인

다. 그중 ‘어떡하-’가 일부 연결어미와 통합한 구성에서 상당히 특수한 의미적 변화 양상이 확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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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의미론적 특성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에서 발견되는 의미론적 차이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 구성에서의 부사 ‘어떻게’는 미지칭을 표시하는 의문사와 부정칭을 표시하

는 부정사적 용법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의문사와 부정사를 구분해서 언

급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이를 미정칭으로 통칭한다.26)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미정칭 표현 

중에서도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공존하는 구성으로, ‘어떠하게-어떻게’, ‘어찌하여-어째’, ‘어

찌하여서-어째서’, ‘어떠한-어떤’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사항

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선정된 미정칭 표현의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

이다. 말뭉치에서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출현한 용례를 각각 추출하여 원형식을 준말 형식으

로, 준말 형식을 원형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통해 두 구성의 의미적 차이를 확인하겠다.

둘째, 원형식과 준말 형식 모두가 의문사와 부정사로 기능하는지 확인하겠다. 일반적으로 

원형식과 준말 형식은 동일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이 있는데, 만일 준말 형식에서 원형식과 다

른 양상을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준말 형식의 독자성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즉, 원형식에서는 부정사적 용법까지도 확인되나 준말 형식은 그렇지 않다거나, 혹은 이와 반

대 양상이 발견된다면 이는 원형식과 준말 형식 사이의 중요한 의미론적 특성이 될 것이다.

이상의 사항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논의하겠다.

먼저, 4.1에서는 한국어 미정칭 표현 중에서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공존하는 어휘들을 선정

하여 의문사와 부정사적 양상을 검토한다. 

4.2에서는 4.1에서 검토한 미정칭 표현의 의미적 양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와 ‘어떡하-’

가 의미론적 측면에서 보이는 이질적 양상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

4.1. 원형식과 준말 형식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문사와 부정사적 의미 특성

4.1.1.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공존하는 미정칭 어휘들의 부정사적 의미 제약

한국어 미정칭 표현 중에서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공존하는 의문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26) ‘어떠하게/어떻게’, ‘어찌하여/어째’, ‘어찌하여서/어째서’, ‘어떠한/어떤’

우리는 각 구성의 용례를 검토하여 원형식의 의미 속성이 준말 형식에서도 온전히 유지되는

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26) 미정칭 표현은 서정목(1987), 고성환(1987), 서정수(1994), 임홍빈(1998), 김충효(2000), 이은

섭(2005)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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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하게’와 ‘어떻게’의 비교

가. ‘어떠하게’

‘어떠하게’는 ‘어떻게’의 원형식으로서 형용사 ‘어떠하다’에 부사형 전성어미 ‘-게’가 통합된 

형태이다. 다음의 용례는 ‘어떠하게’가 의문사로 사용된 용례이다. 

(27) 가. 허리 통증, 요통, 장요근 관리를 {어떠하게/어떻게} 해야 할까요? (naver. 삼성제일동안한의사)

나. 주말 {어떠하게/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m.cafe.naver.com/펀앤조이)

다. 비포장도로 {어떠하게/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m.cafe.naver.com/지성아빠의나눔세상)

말뭉치에서는 ‘어떠하게’의 용례를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공신력이 보장되는 미디어에서도 

용례 확인이 어려웠다. 다만 인터넷상의 개인 블로그 정도에서만 ‘어떠하게’가 의문문으로 사

용된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27) 이러한 결과는 현재 ‘어떠하-’의 활용형이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27) 용례들에서 ‘어떠하게’를 ‘어떻게’로 대치하여도 자연스러운

데, 이는 공시적 측면에서 이미 ‘어떠하게’가 ‘어떻게’에게 그 영역의 대부분을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28)

‘어떠하게’에 대해서는 김충효(2000:130-132)의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어떠하-’와 ‘어찌하-’가 미지칭을 표시하는 의문사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

는 이를 수용하며, ‘어떠하게’의 지위와 용법을 확고하게 물려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어떻게’

의 성격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 ‘어떻게’

‘어떠하게’의 준말 형식인 ‘어떻게’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고려대

한국어사전』에서도 ‘어떠하게의 준말’ 정도로만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고려대한국어사전』

의 용례를 인용하여 ‘어떻게’를 ‘어떠하게’로 대치하겠다.

(28) 가. 이 클럽에 가입하려면 {어떻게/?어떠하게} 해야 하지요? 

나. 오늘 아침에 준 돈은 {어떻게/??어떠하게} 했어?

다. 그들이 매듭을 {어떻게/*어떠하게} 단단히 매었던지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다.

라. 한 달이란 {어떻게/*어떠하게} 보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 시간이다. (『고려대한

국어사전』)

(28)에서 드러나듯이, ‘어떻게’를 ‘어떠하게’로 대치할 경우 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

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하게’는 ‘어떻게’로 대치할 수 있으나, ‘어떻게’는 ‘어떠하게’로 환원

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다분히 특별해 보인다. 현시점에서 이미 ‘어떻게’는 ‘어떠하게’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8가)와 (28나)에서의 ‘어떻게’는 의문사이다. 그러나 (28다, 라)는 ‘어떻게’가 의문사

인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의 ‘어떻게’는 ‘방법이나 이유’ 따위를 묻는 미지칭이 

27) ‘어떠하게’가 내포문을 형성하여 평서문으로 사용된 용례가 드물게나마 발견되기는 한다.

28) 이은섭(2005: 21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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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평서문에 실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8다)는 내포절 어미 ‘-ㄴ지’가 이

끄는 내적 의문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선웅(2000)의 논의에 따라 미지칭 기능을 수행하는 의

문사로 보아야 한다.29) 그러나 한편으로 (28다)의 ‘어떻게’는 ‘-ㄴ지’ 내포절에서 서술어 ‘매-’

가 표상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 결과 내포절을 포함한 전

체 구성은 ‘풀어지지 않았다’로 부정(negation)의 의미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28다)는 일반적인 미지칭 표현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28라)의 ‘어떻게’는 전형적인 부정칭의 경우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떠하게’는 ‘어떻게’로 대치할 수 있으나 ‘어떻게’가 ‘어떠하게’로 

환원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는 ‘어떠하게’는 부정사의 용법을 가지지 않으나 

‘어떻게’는 ‘의문사’와 ‘부정사’의 용법을 모두 지닌다고 본 김충효(2000)의 주장이 입증되는 

셈이다.

2. ‘어찌하여’와 ‘어째’의 비교

가. ‘어찌하여’

‘어찌하여’는 ‘어떠한 것이 이유나 원인이 되다’라는 의미와 ‘어떠한 방법으로 하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29) 가. {어찌하여/어째} 그분과 함께 오셨는지요? (드라마, 추노, 20)

나. {어찌하여/어째} 이 조선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소상히 묻거라. (드라마, 탐나는 도다, 11)) 

   

말뭉치에서 검출된 용례만으로 보았을 때, ‘어찌하여’는 주로 미지칭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후술되는 ‘어찌하여서’의 경우에서 드러나겠지만 부정칭을 의미하는 것

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어찌하여’를 축약형인 ‘어째’로 대치해도 해당 문장은 문법적임

을 (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어째’

‘어째’는 ‘어찌하여’의 준말로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의고적인 ‘어찌하여’를 대신하여 주로 

‘어째’가 사용된다. ‘어째’가 출현한 용례를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어찌하여’로 환원해 보겠다.

(30) 가. 너는 {어째/어찌하여} 밥을 남겼니?

나. {어째/어찌하여} 거기까지 갔었소? 

다. 아까 마신 우유가 상했는지 {어째/?어찌하여} 계속 속이 안 좋아.

라. 사람들이 {어째/?어찌하여} 비킬 생각들을 안 하네. (박상숙2021: 67)

29) 서정목(1987:47-79)과 임홍빈(1988/1998: 175-192)에 따르면 자신의 내적인 생각, 특히 의문, 

의심, 의구심 등의 의미를 포함한 생각을 독백처럼 표현한 문장이 아무런 통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

고 바로 내포문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서정목(1987:59)에서는 ‘-ㄴ가’, ‘-ㄴ지’가 자문

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선웅(2000: 209)에서도 ‘-ㄴ가, -는가, -ㄹ까, -ㄴ지, -ㄹ지, 

-냐, -느냐’가 마치 명사형 어미 ‘-ㅁ, -기’와 같은 기능을 가지며 내적 의문을 형성한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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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 *너는 밥을 남겼니?

나′. *거기까지 갔었소?

다'. 아까 마신 우유가 상했는지 계속 속이 안 좋아.

라' 사람들이 비킬 생각들을 안 하네.

(30가, 나)는 ‘어째’를 ‘어찌하여’로 환원해도 자연스럽다. 원형식과 준말 형식 모두 ‘이유, 

원인’의 의미를 묻는 의문사이다. 반면, (30다, 라)의 ‘어째’를 ‘어찌하여’로 환원할 경우 수용

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30다, 라)의 ‘어째’가 ‘이유, 원인’보다는 ‘이상하게, 어쩐지’ 정도의 

의미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30가, 나)에서는 의문의 초점이 ‘어째’에 놓

이므로 ‘어째’를 생략할 수 없다. 이를 (30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0다, 라)의 

‘어째’는 부정사이며 초점은 서술어 ‘안 좋-’와 ‘안 하-’에 놓인다. 따라서 ‘어째’가 생략되어

도 문법성이 유지되며 이러한 현상을 (30다′,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찌하여’는 ‘어째’로 모두 대치할 수 있으나 ‘어째’는 ‘어찌하여’

로 환원할 수 없는 구성이 있다. 즉, 원형식인 ‘어찌하여’는 미지칭의 기능만을 가지나 준말 

형식인 ‘어째’는 오히려 미지칭과 부정칭의 용법 모두를 가진다.

3. ‘어찌하여서’와 ‘어째서’의 비교

가. ‘어찌하여서’

앞에서 살핀 ‘어찌하여’는 사실 ‘어찌하여서’에서 ‘-서’가 생략된 것으로서 실제 두 표현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연결어미 ‘-어서’가 ‘어-’의 꼴로 자주 나타나는 것과 그 성격

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어찌하여서’ 역시 ‘어찌하여’와 마찬가지로 부정사의 용례를 찾기 어

려울 것으로 예측된다.30)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31) 가. {어찌하여서/어째서} 국민들의 시청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

는 것입니까? 

나. (사람이 {어찌하여서/?어째서}) 마음에 깊이 사무치는 느낌이 끝이 없다. (『고려대한국어사전』

의 표제항 ‘감개무량하다’의 뜻풀이 (2))

(31가)는 ‘어찌하여서’가 미지칭인 용례로서 준말 형식으로 대치하여도 문법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31나)에서 확인되듯이 ‘어찌하여서’가 부정칭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경우의 용례는 극히 드물게 검출된다. 일단 우리는 미정칭 

용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가부’라는 획일적인 판단보다는 주로 나타나는 경향성의 차원

에서 이들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31나)에 ‘어찌하여서’를 준말 형식인 ‘어째서’로 

대치할 경우 (31가)와는 달리 그 문법성이 상당히 흔들린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어찌하여/어째’의 논의에서는 준말 형식이 미지칭과 부정칭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후술할 ‘어째서’의 경우는 ‘어째’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두 형식을 나누어 논의하는 이유는 이 활용형들의 준말 형식인 ‘어째서’

와 ‘어째’가 용법상 차이를 보이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0다, 라)의 경우, ‘어째’를 ‘어째서’로 

대체할 수 없고, 의미적으로도 분명히 변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어째’의 화용론적 성격에 대해 참

고가 되는 최근 논의로는 박상숙(202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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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째서’

‘어째서’의 의문사와 부정사 용례를 확인해 보자. 각각의 용례에서 ‘어째서’를 ‘어찌하여서’

로 환원해 보겠다.

(32) 가. {어째서/어찌하여서} 자네의 눈엔 두려움이 없지?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06)

나. 네가 옆에 있는 게 싫어. {*어째서/?어찌하여서} 사람처럼 된다고 해도 네 실체는 구미호잖아.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4)

     

(32가)는 ‘어째서’가 미지칭인 용례이며, 이 경우에는 원형식 ‘어찌하여서’로 대체할 수 있

다. 그런데 앞서 살핀 ‘어째’의 경우와는 달리, (32나)는 ‘어째서’가 부정칭으로 기능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오히려 이를 원형식 ‘어찌하여서’로 대치할 경우 그 문법성이 훨씬 

좋아진다. 정확히 ‘어째’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어째서’

는 부정사의 용법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어찌하여서’가 ‘어찌하여’의 경우

와는 달리, 오히려 부정사적 용법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4. ‘어떠한’과 ‘어떤’의 비교.

가. ‘어떠한’

‘어떠한’은 형용사 ‘어떠하다’의 관형사형 어미가 통합한 활용형이다. 아래 용례를 보자.

(33) 가. 그 죄가 {어떠한/어떤} 줄을 아는가?

나. {어떠한/어떤} 이유로 사건이 졸속 처리되었다.

다. 학생들은 {어떠한/어떤} 이유에서든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33가)는 의문사 ‘어떠한’이 출현한 문장이며, (33나, 다)는 부정사 용법을 보이는 용례이다. 

‘어떠한’을 축약형 ‘어떤’으로 대체하여도 모든 문장은 문법적이다. (33다)의 ‘어떠한’은 후행하

는 ‘이유’를 한정하는데, 이때 ‘든’은 한정의 대상이 오히려 전칭으로 해석되도록 함으로써 한

정성을 무력화한다. 이선웅(2000: 212)에 따르면, 보조사 ‘(이)라도, 나, 든지, 도’나 양보의 연

결어미 ‘-아/어도’가 전칭의 해석을 유도한다. 전칭 표현은 해당 부류에 속하는 대상 모두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문의 여지는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러므로 미지칭 기능은 당연히 

차단된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이 표상하는 의미는 ‘모든 이유에서’ 혹은 ‘이유와는 무관하

게’ 정도로 파악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는 후행하는 서술어 구성에 초점이 놓이게 한다. (33

다)의 ‘어떠한’은 부정사이며, 따라서 ‘어떠한’의 작용역 안에 있는 보조사구 ‘어떠한 이유에서

든’은 생략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초점을 받지 않는 부정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앞선 논의 

와도 정확히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어떠한’은 의문사와 부정사의 용법을 모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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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떤’ 

‘어떠한’에서 도출된 ‘어떤’의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어떤’ 역시 의문사와 부정사 용법 

모두를 가진다는 사실이 아래 예문에서 확인된다.

(34) 가. 그는 {어떤/어떠한} 사람이니? (『표준국어대사전』)

나. 나는 지난 여름 홀로 여행을 떠났다가 기차 안에서 {어떤/?어떠한} 여인을 만났다.

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어떠한} 사람이라도 화를 낼 것이다.

(34가)는 ‘어떤’이 의문사인 문장으로서, ‘어떤’을 원형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을 보여 준

다. (34나, 다)는 부정사 ‘어떤’이 출현한 문장들이다. 대체로 ‘어떤’을 ‘어떠한’으로 환언할 수 

있으나, (34나)의 경우는 환언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34다)는 앞서 (33

다)에서 언급한 성격의 용례로, 연결어미 ‘-아도/어도’가 전칭의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는 ‘누구든지, 모두’ 정도의 의미로 부정칭을 표상한다. 정리하면, ‘어떠한’은 ‘어

떤’으로 대체 가능하며 ‘어떤’ 역시 대체로는 ‘어떠한’으로 환언 가능하다. ‘어떠한’과 ‘어떤’은 

모두 미지칭과 부정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현대 한국어 미정칭 어휘에서 발견되는 부정사 용법의 제약 현상을 정리하

면 <표 11>과 같다. 

<표 11> 한국어 미정칭 어휘의 부정사 용법 제약 현상

원형식
어떠하게 어찌하여 어찌하여서 어떠한

X O(△) O(△) O

준말 형식
어떻게 어째 어째서 어떤

O O X O

<표 11>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쌍을 이루는 한국

어 미정칭 표현 중, 원형식 ‘어떠하게’만이 부정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하여, 어찌하여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 형식들이 주로 미지칭으로 나타나나 부

정칭 또한 불가능하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준말 형식인 ‘어떻게, 어째, 어떤’은 부정칭

의 기능을 수행하나, ‘어째서’는 그러한 기능이 제약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떠한-어떤’의 경우는 미지칭과 부정칭 모두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1.2. 준말 형식 ‘어떡하-’의 부정사적 의미 제약

앞서 우리는 한국어 미정칭 표현 중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공존하는 구성에서 발견되는 의

문사와 부정사적 용법의 양상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어서 본 절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

하-’의 의문사와 부정사적 용법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먼저, 다음의 용례부터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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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 어떻게 해 봐.

가′. *어떡해 봐.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떡하지?

(35가, 가′)에서 확인되듯이, 구 구성 ‘어떻게 하-’를 준말 형식 ‘어떡하-’로 대체하면 해당 

문장의 문법성에 문제가 생긴다. (35가)의 부정사 ‘어떻게’는 ‘어떻게라도’ ‘무엇이라도’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듯 부정사인 ‘어떻게’가 통합할 때 ‘어떻게 하-’ 구성은 ‘어떡하-’로 대

체되지 못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반면에 의문사인 ‘어떻게’가 출현한 (35나, 나′)에서는 ‘어떻

게 하-’가 자연스럽게 ‘어떡하-’를 형성한다.

동일한 어휘가 의문사 혹은 부정사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준말 형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양보나 전칭 표시 기능의 표지들과 통합한 경우를 제외

하면 ‘어떡하-’는 부정사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부정사 구

문에서의 ‘어떻게 하-’ 구성을 ‘어떡하-’로 대체하여 해당 구문의 문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어떡하-’가 출현한 용례에서 이 ‘어떡하-’가 의문사로 사용되었는지 부정사로 사

용되었는지도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떡하-’가 부정사로 사용된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

다면, ‘어떡하-’의 부정사 용법이 제약된다는 우리의 추정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4.1

에서 살펴본 한국어 미정칭 표현 중 원 형식과 준말 형식이 보이는 의문사와 부정사적 양상을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양상과 비교하여 두 구문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이제, 지금까지 거론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이다. 청자의 응답

에 따라 설명 의문문이나 가부 의문문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가리키

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이므로 ‘예, 아니요’가 아닌 서술 

형식의 대답을 요구한다.

(36) 가. 누가 그 과자를 먹었니? / 동생이 먹었어요.

나. 누가 그 과자를 먹었니? / 아니오, 안 먹었어요. (이익섭∙채완1999: 241)

      

(36)은 하나의 어휘가 의문사로 실현되었는지 부정사로 실현되었는지에 따라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용례들이다. 화용론적인 차원에서 (36가)와 (36나)는 의문의 초점이 각기 다

른 곳에 놓여 있다. 전자는 의문의 초점이 ‘누구’에 놓여 ‘누가’가 의문사로 실현된 반면, 후자

는 의문의 초점이 서술어 ‘먹-’에 놓여서 부정사로 실현되었다. 이처럼 의문의 초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어휘가 미지칭으로 기능하거나 부정칭으로 기능하게 된다.31)

31) 서정수(1994: 11)에서는 우리말의 ‘물음말(의문사, interrogative word)’과 ‘부정사’(indefinite 

word)가 대부분 동일한 형태를 보이며, 부정사는 ‘지시 대상을 불확실하게 가리키는 낱말들’을 말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부정사는 주로 물음말과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형태로 보아서는 

물음말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익섭∙채완(1999: 240)에서도 ‘의문대명사’가 ‘부정대명사’와 형태가 같으므로 중의적인 표현의 

문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누구, 무엇, 언제’가 ‘부정대명사’일 때 문장의 초점은 서술어에 놓이며, 

이 경우에 ‘왔는지 안 왔는지’, ‘있는지 없는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것이 ‘누구’이거나 ‘무엇’이거나 하는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의문대명사’인 ‘누구, 무엇, 

언제’는 문장의 초점이 ‘누구, 무엇, 언제’가 되고, 바로 그 ‘누구, 무엇, 언제’의 답을 요구하는 설명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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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와 부정사를 판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응답의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정칭 어휘를 삭제했을 때 문법성이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로도 해당 어휘가 의문사인

지 부정사인지 파악할 수 있다.

(37) 가. 언제 그 사람과 만났니? (설명 의문문)

가'. *그 사람과 만났니? 

나. 언제 그 사람과 만났니? (판정 의문문)

나'. 그 사람과 만났니?

이은섭(2005: 50-52)에 따르면 (37가)는 의문의 초점이 ‘언제’에 있다. 이 경우의 ‘언제’는 

시간에 관해 묻는 ‘의문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의문사를 삭제한 (37가')은 더 이상 설

명 의문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반면, (37나)에서의 초점은 서술어 ‘만나-’에 있으며 화

자의 의문은 ‘만났는지’의 여부에 있다. 그러므로 의문의 관점에 있어서 ‘언제’는 중요한 대상

이 아니므로 삭제되어도 (37나′)는 (37나)와 동일하게 문법적인 구문이다.

이때, 우리 논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부정사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어떻게 하-’가 출현한 문장에서의 ‘어떻게’가 ‘의문사’인지 ‘부정사’

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을 보도록 하자.

(38)은 ‘어떻게’가 ‘의문사’로 실현된 용례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의문사’는 문장의 

초점을 받기 때문에 초점이 삭제되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8) 가. 어떻게 해서 선택되신 거예요? (드라마, 반짝 반짝 빛나는, 16) 

가'. *해서 선택되신 거예요? 

가''. 어떡해서 선택되신 거예요?       

나.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드라마, 강남 엄마 따라잡기, 11)

나'.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나''.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38)에서 의문사 ‘어떻게’가 ‘하-’와 연쇄할 경우, 이 구성은 ‘어떡하-’로 대체된다. 반면, 

(39)에서는 ‘어떻게’가 부정사일 경우 생략되어도 그 문법성이 유지된다는 점 역시 재차 확인

된다.

(39) 가. 영어를 배우기 전에 국어부터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드라마, 강남 엄마 따라잡기, 11)

가'. 영어를 배우기 전에 국어부터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나. 나 같은 놈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 당신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죠. (드라마, 가문의 영광, 19)

나'. 나 같은 놈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죠. 

(39가, 나)는 ‘어떻게’가 부정사로 실현된 경우로서 ‘어떻게’가 생략되어도 문법적임을 보여 

준다.

이제, 준말 형식인 ‘어떡하-’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40) 가. *영어를 배우기 전에 국어부터 어떡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드라마, 강남엄마 따라잡기, 15) 

나. *나 같은 놈이 무슨 짓을 어떡하든 당신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죠.



- 35 -

(40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정사인 ‘어떻게’는 동사 ‘-하-’와 연쇄할 경우 ‘어떡하-’

로 줄어들지 못한다. 이는 (39)와는 다른 결과로서, (39)의 의문사인 ‘어떻게’가 ‘어떻게 하-’ 

구성에서 ‘어떡하-’로 준말을 형성하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로써 ‘어떡하-’가 부정사적 

용법에 제약을 보일 것이라는 우리의 추정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부정사로 실현된 ‘어떻게 하-’의 용례를 아래에서 추가로 제시한다. (41)은 방언에서도 (40)

과 동일한 양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준말 형식인 ‘어떡하-’에 나타나는 부정사

적 용법의 제약 현상이 특정 방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용례이다.

(41) 가. 까불어 대서 선거에 초를 친다카모 니 하나 어떻게 하는 거는 일도 아이다.

가'. *까불어 대서 선거에 초를 친다카모 니 하나 어떡하는 거는 일도 아이다. (드라마, 인생 화보, 171)

    

이로써 ‘어떻게 하-’의 ‘어떻게’가 의문사일 경우에는 준말 형식인 ‘어떡하-’를 형성하나, 부

정사일 경우에는 ‘어떡하-’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추정이 사실임을 밝혔다. 

한편, 4.1.1에서 ‘어째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준말 형식들이 부정사의 기능까지도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4.1.2에서 밝혀졌듯이 ‘어떡하-’가 부정사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는 다른 준말 형식과 대조되는 ‘어떡하-’의 흥미로운 특징이라 할 만하다.

4.2. 특정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차이

4.2.1. 연결어미 ‘-어서’ 통합형

본 절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의미론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연

구하고자 한다. 먼저, ‘어떡해서’가 출현한 용례를 보자.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42가)의 ‘어떡

해서’는 자연스러우나, (42나)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42) 가. 뭘 어떡해서 매출액을 올린다는 거예요?

나. ?경찰서에는 어떡해서 가게 된 거예요?

(42)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양상은 대단히 흥미로우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명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 구성인 ‘어떻게 해서’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연결어미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연결어미의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어떻게 하-’가 해

당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의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특정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의미론적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연결어미 ‘-아/어서’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확인하겠다. 그 후 ‘어떻게 하-’가 연결어

미 ‘-어서’와 통합할 경우 드러나는 ‘어떻게 해서’의 의미 양상을 확인하겠다.32)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서’가 나타내는 의미들을 준말 형식인 ‘어떡해서’가 잘 유지

하는가를 확인하겠다. 말뭉치에서 ‘어떻게 해서’와 ‘어떡해서’가 출현한 용례를 각각 검출하여 

두 구성의 의미론적 차이를 밝히겠다. 만약 검출된 ‘어떡해서’의 용례 중에서 ‘어떻게 해서’와

는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면 이는 ‘어떡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이다. 

32) 이하 연결어미 ‘-아/어서’를 ‘-어서’로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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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결어미 ‘-어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표 12> 『표준국어대사전』 ‘-아서/-어서’

<표 12>에 따르면 연결어미 ‘-어서’는 세 가지 의미로 정리된다. 

첫째, ‘시간의 선후 관계’, 둘째, ‘이유, 근거’, 셋째, ‘수단, 방법’ 등이 그것이다. 연결어미 

‘-어서’의 후행절은 선행절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특정 결과 상태를 표상한다. 해당 결과에 도

달하는 과정에 있어 수단이나 방법이 선행절에서 제시되기도 하며, 이유나 원인이 선행절에서 

전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이미 시간적 선후 관계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어서’가 

나타내는 첫 번째 의미인 ‘시간의 선후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서’의 용법 전부를 포괄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와 관련한 우리의 논의는 ‘-어서’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정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 먼저, 구 구성인 ‘어떻게 해서’의 세부적 의미

에 대해 분석한 후, ‘어떡해서’의 의미를 검토하여 두 구성의 의미론적 차이를 밝히도록 하겠

다.

1. ‘어떻게 해서’의 의미론적 특성

‘어떻게 하-’가 연결어미 ‘-아서’와 통합한 ‘어떻게 해서’는 ‘방법, 수단’과 ‘이유, 근거’의 

두 가지 의미와 관련된다. 말뭉치에서 ‘어떻게 해서’를 검색한 결과, 총 46개의 용례가 추출되

었는데, 그중 ‘어떡해서’의 용례는 4개에 불과했다.

다음은 말뭉치에서 추출된 ‘어떻게 해서’의 대표적 용례이다.33)

33) ‘어떻게 해서’에 대한 46개의 용례는 부록에서 제시한다. 

-아서/-어서

어미  

I.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1.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다.

∙가서 죄인을 잡아 오너라.

2.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길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햇빛을 받아서 유리가 더욱 반짝거린다.

3.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옷에 방울을 달아서 장식했다.

∙쇠꼬리를 고아서 먹었다.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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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 네놈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든지, 여기는 들어 올 수는 있어도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다. (드라마, 

짝패, 01)

나. 형분 언니랑 결혼할 때 어떻게 해서 엄마한테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드라마, 열아홉 순정, 

80-167)

다. 경찰서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영화, 너는 내 운명)

라.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영화, 중독)

마. 저예요....뱀파이어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영화, 박쥐)

바. 어떻게 해서 당신한테 그게 보이는지... (영화, 4인용 식탁)

위의 용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가 보이는 두 종류의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각각

의 용례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듯하나 그 사이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담화⋅화용론

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의미 차이에 따라 제시된 용례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어떻

게 해서’가 ‘방법이나 수단’(43가, 나)을 나타내는 경우와 ‘이유’(43다, 라, 마)인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되는 부류(43바)이다.

논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 번째 항목인 중의적 의미의 용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

로 ‘방법’과 ‘이유’로 해석되는 용례들을 차례로 확인하겠다. 그다음 작업으로 구 구성인 ‘어떻

게 해서’를 준말 형식인 ‘어떡해서’로 대체하고, 담화⋅화용론적인 차원에서 수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어떡해서’가 나타내는 의미론적 특성을 정리하겠다.

가. 중의적인 의미

(44, 45)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어떻게 해서’의 용례로서 ‘어떻게 해서’가 ‘방법, 수단’(44나, 

45나)과 ‘이유, 근거’(44다, 45다) 양쪽 모두로 해석되는 중의적 의미의 용례들이다. 담화⋅화

용적 차원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44) 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05)

나.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버텼는데….

다.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버텼는데….

라. 어떡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45) 가. 금란씨가 제일 처음 어떻게 해서 그 아이템을 떠올리게 됐는지, 개인적인 발상의 순간이 궁금합

니다. (드라마, 반짝 반짝 빛나는, 16-22)

나. 금란씨가 제일 처음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템을 떠올리게 됐는지, 개인적인 발상의 순간이 궁금

합니다.

다. 금란씨가 제일 처음 어떤 이유로 그 아이템을 떠올리게 됐는지, 개인적인 발상의 순간이 궁금합

니다.

라. 금란씨가 제일 처음 어떡해서 그 아이템을 떠올리게 됐는지, 개인적인 발상의 순간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해서’가 중의적 의미로 해석될 경우 (44라, 45라)와 같

이 ‘어떡해서’로 대체해도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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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법, 수단’의 의미

(46, 47)은 ‘어떻게 해서’가 ‘방법, 수단’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용례들이다. (46다, 47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떻게 해서’를 ‘어떤 이유로 해서’로 대체하면 전체 문장이 비문이 된다.

(46) 가. 형분 언니랑 결혼할 때 어떻게 해서 엄마한테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드라마, 열아홉 순정, 

80-167)

나. 형분 언니랑 결혼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엄마한테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다. *형분 언니랑 결혼할 때 어떤 이유로 해서 엄마한테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라. 형분 언니랑 결혼할 때 어떡해서 엄마한테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47) 가. 그니까 어떻게 해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85)

나. 그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다. *그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라. 그니까 어떡해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46나, 47나)에서 ‘어떻게 해서’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처럼 ‘방법’을 표상하는 경우의 ‘어떻게 해서’는 ‘어떡해서’로 대체하여도 자연

스럽다.

다. ‘이유, 근거’의 의미

다음은 ‘어떻게 해서’가 ‘이유, 근거’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용례이다. ‘어떻게 하-’에 인과 

관계 접속 어미 ‘-어서’가 통합하여 선행절이 후행절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흥

미로운 사실은 (48다, 49다, 50다)와 같이 ‘어떻게 하-’가 ‘이유’일 경우, ‘어떡해서’로 대체하

면 문장이 매우 어색해진다는 점이다. 

(48) 가. 경찰서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34) (영화, 너는 내 운명)

나. ?경찰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게 된 거예요?

다.  경찰서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가게 된 거예요? 

라. ?경찰서에는 어떡해서 가게 된 거예요?

(49) 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영화, 중독)

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떨어졌는지? 

다.  어떤 이유로 해서 떨어졌는지?

라. ?어떡해서 떨어졌는지?

(50) 가. 뱀파이어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영화, 박쥐)

나. ?뱀파이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되는 거예요?

다.  뱀파이어는 어떤 이유로 해서 되는 거예요?

라. ?뱀파이어는 어떡해서 되는 거예요?

34) 해당 용례의 원문은 ‘윤락가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이나 교육적 차원에서 ‘윤락가’를 

‘경찰서’로 대체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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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의 ‘어떻게 해서’는 ‘어떤 이유’ 혹은 ‘어떤 사연’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48)에서 화자는 ‘도대체 어쩌다가 (어떤 사연이나 이유로) 경찰서(같이 부정적

인 장소)에 가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화용론적 해석을 배제한다면, 해당 

용례의 ‘어떻게 해서’가 ‘방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경찰서’나 ‘유치장’ 

같은 장소는 일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와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화용론적 차원

에서 해당 문장의 ‘어떻게 해서’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가 ‘어쩌다가’와 같은 쓰임으로 ‘이유’를 나타낼 때는 (48다, 49다, 50

다)에서와 같이 준말 형식인 ‘어떡해서’로 대체하면 매우 어색해진다.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해서’가 ‘어떡해서’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단서가 된다. 준말 형식인 ‘어떡

하-’가 가진 이러한 의미 제약을 더욱 확실히 검증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어떡해서’의 용례를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어떡해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2. ‘어떡해서’의 의미론적 특성에 따른 제약 현상

이제 말뭉치에서 ‘어떡해서’의 용례들을 추출하여 그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용례

의 전후 맥락에 따라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의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문단을 가져

오도록 한다.

(51) 정원: 어떡해서 선택되신 거예요? 

승재: 죽어라 공부했죠! 가진 거라군 머리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세 시간 밖에 안 잤어요. (드라마, 반

짝반짝 빛나는, 16-22)

(52) 어머니 승낙이 떨어져두 걱정이네. 뭘 어떡해서 장갈 들여. 해인이 엄마 눈이 꽤 높을 텐데. (드라마, 

별난 여자 별난 남자, 134)

(53) 그런다구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나? 죽은 우리 애기 다시 살려낼 수 있냐구? 내가 어떡해서 가진 아

인데! (드라마, 불새, 03)

(54) 치성: 내가 어떡해서 중대장이 된지 아나...? 

현철: …? 

치성: 이 전쟁 터지기 전에도 국경에선 여러 차례 국지전이 있었디. 내 거기에 있었어. (영화, 웰컴투 

동막골)

(51)은 ‘어떡해서 선택되신 거예요?’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어떡해서’가 ‘방법, 수단’, ‘이

유, 근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후행하는 문장과 함께 놓고 보면 문맥상 

‘어떡해서’는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의 ‘뭘 어떡해서 장갈 들여?’

는 선행하는 ‘어머니 승낙이 떨어져두 걱정이네’에 의해 자식을 장가보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떤 ‘방법, 수단’으로 장가를 보내야 할지 우려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어

떡해서’ 역시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의 ‘죽은 우리 애기 다시 살려

낼 수 있냐구? 내가 어떡해서 가진 아인데!’에서의 ‘어떡해서’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진 아인

데!’의 의미일 경우에만 자연스러운 구성이 된다. 만약 ‘이유, 근거’를 의미한다고 가정할 경

우,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가진 아인데!’와 같이 전체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된다. 

(54)의 ‘어떡해서’의 정확한 의미는 주인공의 다음 대사로부터 알 수 있다. 주인공은 모든 어

려움을 다 견뎌 내고 중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용례의 ‘어



- 40 -

떡해서’는 ‘방법, 수단’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상으로 우리는 말뭉치에서 추

출한 ‘어떡해서’의 모든 용례가 ‘방법’과 관련한 의미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법, 수단’, ‘이유, 근거’, ‘시간의 선후 관계’를 

표상하는 연결어미 ‘-어서’가 ‘어떻게 하-’와 통합할 경우 그 구성은 ‘방법, 수단’과 ‘이유, 근

거’의 의미를 표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준말 형식인 ‘어떡해서’는 ‘어떻게 해서’와는 다르게 의

미⋅화용론적 차원에서 ‘방법, 수단’의 의미로만 해석되며, ‘이유, 근거’의 의미를 표상하는 데 

제약을 겪는다.35)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추출되는 용례들 역시 ‘어떡해서’가 ‘방법, 수단’으로

만 해석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언중의 어휘부에 ‘어떡해서’라는 활용형이 ‘방법’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떡해서’가 말뭉치나 인터넷 검색에서 

검출되는 빈도가 지극히 적다는 사실 역시, 이 활용형이 특정한 의미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한다.

4.2.2. 연결어미 ‘-든’ 통합형

다음으로 우리가 논의할 대상은 ‘어떻게 하-’에 연결어미 ‘-든’이 결합한 구성이다. (55가)

와 (55나)에서 나타난 ‘어떻게 하든’은 그 의미가 서로 달라 보인다.

(55) 가. 내가 어떻게 하든 남들 못지않게 해줘야 할 텐데.

나. 내일부터 내가 사돈한테 어떻게 하든 나서지들 마.

(55가)의 ‘어떻게 하든’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도의 전칭(全稱) 양화(量化)적 의미를 표

현한다. 반면에 (55나)의 ‘어떻게 하든’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 정도의 의미로 해석

된다. 이렇듯 의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55가, 나)의 ‘어떻게 하든’을 ‘어떡하든’으로 대체

해 보겠다.

(55) 가'. 내가 어떡하든 남들 못지않게 해줘야 할 텐데.

나'. *내일부터 내가 사돈한테 어떡하든 나서지들 마.

(55나′)에서 확인되듯이, ‘어떻게 하든’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 정도로 해석될 경

우, 이를 준말 형식 ‘어떡하든’으로 대체하면 우리의 직관상 상당히 어색해진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결어미 ‘-든’은 ‘어떻게 하-’와 통합할 경우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러나 준말 형식 ‘어떡하든’은 그중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뭉치에서 ‘어떻게 하든’과 ‘어떡하든’을 각각 추출하여 두 구성이 어떤 의미

를 표현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 해당 작업에 앞서, 연결어미 ‘-든’의 의미에 관한 사항

들을 미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하든’과 ‘어떡하든’의 의미 차이를 

표명하도록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결어미 ‘-든’은 ‘-든지’의 준말 형식이며 『고려대한국어사전』

에서의 처리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든’은 ‘-든지’에서 도출된 것이며 실제 용례에서도 두 구

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만큼 본고에서는 ‘-든’과 ‘-든지’를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35) ‘어떡해서’는 인터넷 검색에서도 ‘방법, 수단’을 의미하는 용례만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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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든지’에 관한 정의이다.

<표 13> 『표준국어대사전』 ‘-든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연결어미 ‘-든(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하여 기술하

고 있다. 첫 번째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은 (55가)에서 언급된 

전칭 양화적 해석의 기반이 된다.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뒤 절의 내용에는 아무 상관이 없음’

이라는 두 번째 뜻풀이는 (55나)의 해석과 연관된다.36)

이제 ‘-든(지)’의 이러한 성격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 구성과 ‘어떡하-’가 해당 어미와 

통합했을 때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

1. ‘어떻게 하든’의 의미론적 특성

원형식 ‘어떻게 하-’가 ‘-든(지)’와 통합한 활용형들은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의미가 다르다. 편의상 (55)의 예문을 다시 가져와 보자.

(56 = 55) 가. 내가 어떻게 하든 남들 못지않게 해줘야 할 텐데.

나. 내일부터 내가 사돈한테 어떻게 하든 나서지들 마.

(56가)의 ‘어떻게 하든’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의 의미이며, (56나)의 ‘어떻게 하든’은 ‘무

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앞서 확인한 연결어미 ‘-든지’의 

두 가지 의미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항은 (56가, 나)에서의 ‘어떻게 하-’

는 연결어미 ‘-든지’에 의하여 ‘어떻게 하든지’ 구성이 전칭(全稱)의 의미를 획득하여 부정사적 

36) ‘-든(지)’의 용법에 대해서는 윤평현(2005: 59)을 참조할 것.

-든지 

어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주로 ‘-든지 -든지’ 구성으로 쓰여)) 

1.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든지 

-든지’ 구성으로 쓰일 때는 흔히 뒤에 ‘하다’가 온다. ≒-든가.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계속 가든지 여기서 있다가 굶어 죽든지 네가 결정해라. 

2.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

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간에’나 ‘상관없이’ 따위가 뒤따라서 뜻을 분명히 할 때가 있

다. ≒-든가.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간에 네 맘대로 해라. 

∙싫든지 좋든지 간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무엇을 그리든지 잘만 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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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37)

(56가, 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하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모든 방

법을 동원해서’이며, 둘째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이다. 말뭉치에서 ‘어떻게 하든’의 

용례는 22개가 검출되었으며 그중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의 용례는 8개,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은 14개로 나타났다.

(57가, 나)는 전자의 의미로 해석되는 용례이다.

(57) 가. 어떻게 하든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세요. (드라마, 남자의 향기, 13)

나. 어떻게 하든 그 돈 갚겠다고. (드라마, 연인, 05)

(57가', 나')에서와 같이 ‘어떻게 하든’을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으로 대체하자 비문

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57가, 나)의 ‘어떻게 하든’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

여’의 의미를 표현함을 알 수 있다.

(57) 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세요.

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돈 갚겠다고.

이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의 의미인 ‘어떻게 하든’을 ‘어떡하든’으로 대체해 보

자. (57가'', 나'')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

(57) 가''. 어떡하든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세요. (드라마, 남자의 향기, 13)

나''. 어떡하든 그 돈 갚겠다고. (드라마, 연인, 05)

다음으로 ‘어떻게 하든’이 두 번째 의미인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의 의미로 해석되

는 경우의 용례들도 확인해 보자.

(58) 가. 그럼 나 같은 놈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 당신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죠. (드라마, 가문

의 영광, 19)

나. 내일부터 내가 사돈한테 어떻게 하든 나서지들 마. (드라마, 올드 미스 다이어리, 04)

(58) 가'. 그럼 나 같은 놈이 무슨 짓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죠.

가''. ??그럼 나 같은 놈이 무슨 짓을 어떡하든 당신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죠. 

나'. 내일부터 내가 사돈한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서지들 마.

나''. ??내일부터 내가 사돈한테 어떡하든 나서지들 마. 

37) 이선웅(2000: 212)에 따르면 보조사 ‘(이)라도, 나, 든지, 도’와 양보의 연결어미 ‘-아도/-어도’

는 전칭의 해석을 유도한다. 

   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한다.

   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마. 누구와 같이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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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가, 나)의 ‘어떻게 하든’은 (57가, 나)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의 의미를 표현

한다.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의 의미로 해석될 경우 ‘어떻게 하든’을 ‘어떡하

든’으로 대체하면 문장이 다소 부자연스러워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떡하든’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의 의미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의 의미일 경우에 제한적인 양상이 두드러진다.

2. ‘어떡하든’의 의미론적 특성에 따른 제약 현상

우리는 앞에서 ‘어떡하든’이 보이는 편향적인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속성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어떡하든’이 직접 나타난 용례를 검출하여 의미적 편향성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겠다. 말뭉치에서 검출된 ‘어떡하든’의 용례는 총 242개이다.38)

그중 대표적인 용례를 아래에 제시한다. 

(59) 가. 어떡하든 갈 테니 수술시켜 달라고 하세요.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1-80)

나. 니 돈은 내가 어떡하든 갚아 준다. (드라마, 화려한 시절, 41)

다. 그때 어떡하든 결혼 못 하게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14)

라. 어디 조그만 가게라도 얻을만한 돈은 어떡하든 내가 구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드라마, 애정

의 조건, 12)

(59)의 ‘어떡하든’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로 대체하여 그 

의미를 확인해 보자.

(60) 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갈 테니 수술시켜 달라고 하세요. 

나. 니 돈은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갚아 준다. 

다. 그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결혼 못 하게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라. 어디 조그만 가게라도 얻을만한 돈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가 구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주목할 만한 사항은 (59)의 용례를 포함하여 말뭉치에서 검출된 242개 모든 용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의 의미로만 해석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언중의 인식 속에 ‘어떡하든’의 의미

가 첫 번째의 의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39) 이러한 현상은 ‘어떡하-’

가 원형식인 ‘어떻게 하-’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준말 형식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재고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절에서는 ‘어떡하-’가 연결어미 ‘-어서’와 ‘-든지’와 통합한 활용형의 의미적 제약 현상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어떻게 하-’ 연결어미 통합형은 둘 이상의 의미 속성을 나타내는 데 

비해 ‘어떡하-’ 통합형은 그중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특수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 구 구성인 ‘어떻게 하든’보다 준말 형식인 ‘어떡하든’이 실제로는 더욱 빈번히 검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어떻게 해서’와 ‘어떡해서’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39) 그렇다고 하여 ‘어떡하든’이 결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의 의미로 해석되지 못한다고 단

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논의에서 확인되었듯이, ‘어떡하든’은 대체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전체 해당 용례는 부록에서 제시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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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구 구성 ‘어떻게 하-’의 줄어든 형식인 ‘어떡하-’를 통사⋅의미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보이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논의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과 2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단지 ‘어떠하-’와 ‘어찌하-’가 ‘어떻-’이나 ‘어쩌-’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형태, 통사적 특성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어떡하-’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분포와 그 통합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3.1에서

는 부사 ‘어떻게’의 의미를 세분하고 분포에 따라 ‘어떻게’가 문장 부사, 동사 부사, 동사구 부

사의 성격을 보이는 현상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어 ‘어떻게 하-’ 구문에서 문장 부사어의 분포

를 보이는 ‘어떻게’는 동사 ‘하-’에 직접 선행하더라도 ‘어떡하-’로 대체되지 않는 특수한 현

상에 대하여 증명하다. 

3.2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 구성의 후행 어미 통합 양상에 관해 고찰하였다. 두 구

성에 후행하는 어미 부류를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구분하여 말뭉치를 통해 용례를 추출하

며, 두 구성의 활용형이 보이는 차이를 통사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후행 어미 통합 양

상에서 드러난 두 구성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준말 형식인 ‘어떡하-’는 구 구성인 ‘어떻게 하-’에 비하여 4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

이며, 선어말어미보다는 주로 어말어미와 통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어떡하-’가 종결형으로 실현되는 용례는 90% 이상으로, 이는 ‘어떻게 하-’가 종결어

미와 통합하는 용례가 대략 40%인 것과 비교하여 대단히 큰 차이이다.

셋째, ‘어떡하-’는 종결어미 중에서도 특히 ‘-어(요)’와 매우 높은 빈도로 통합하며 ‘어떡해

(요)’는 ‘어떻게 해(요)’와는 달리 어느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

러났다.

넷째, ‘어떡하-’가 비종결어미와 통합하는 빈도(9%)는 ‘어떻게 하-’(61%)에 비하여 매우 낮

으며 특히 소수의 연결어미와만 통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장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의미론적 차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4.1.1에서는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쌍을 이루는 한국어 미정칭 표현을 선정하여 원형식과 

준말 형식이 갖는 미지칭(의문사)과 부정칭(부정사) 의미 기능의 양상을 기술하였다. 미정칭 

표현 목록은 ‘어떠하게/어떻게, 어찌하여/어째, 어찌하여서/어째서, 어떠한/어떤’이며, 조사 

결과 원형식 표현 중에서는 ‘어떠하게’가, 준말 형식 표현 중에서는 ‘어째서’만이 부정사적 의

미 기능에 제약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4.1.2에서는 ‘어떻게 하-’는 의문사와 부정사로 기

능하나, ‘어떡하-’는 부정사적 용법에 제약을 보임을 밝혀내었다. 이는 앞서 4.1.1에서 ‘어째

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준말 형식이 부정사로 기능하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미정칭적인 

측면에서 ‘어떡하-’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에서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 통합형 중에서 특수한 의미 현상을 보이는 활용형의 의

미론적 차이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4.2.1에서는 연결어미 ‘-어서’ 통합형을, 4.2.2에서는 ‘-든

(지)’ 통합형에 관해 기술하였다. ‘어떡하-’는 특히 ‘-어서, -든(지)’ 통합형에서 강한 의미적 

제약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떡하-’의 활용형인 ‘어떡해서, 어떡하든(지)’의 의

미적 범위는 ‘어떻게 하-’의 활용형인 ‘어떻게 해서’와 ‘어떻게 하든(지)’의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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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와 ‘어떡하-’가 보이는 다양한 차이를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어떡하-’ 활용형의 특수한 용법과 출현 빈도 양상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두 구성이 단순한 원형식과 준말 형식을 넘어선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

과는 두 구성의 문법적 정체성에 관한 확인은 물론, ‘어떻게 하-’와 ‘어떡하-’의 학습에 어려

움을 겪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 이론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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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어떡해서’와 ‘어떡하든’의 용례 (21세기 세종계획균형말뭉치)

1. ‘어떡해서’에 관한 용례

∙정원 [어떡해서] 선택되신 거예요?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뭘 [어떡해서] 장갈 드려. (드라마, 별난 여자 별난 남자, 134)

∙(울먹이며) 내가 [어떡해서] 가진 아인데!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16-22)

∙(고개 숙인 현철을 빤히 보다가) 내가 [어떡해서] 중대장이 된 지 아나...? (드라마, 불새, 3)

2. ‘어떡하든’에 관한 용례

∙(달래듯) 너하고 [어떡하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 (드라마, 개인의 

취향, 04)

∙그게 사실인데, [어떡하든] 진실 밝히면 되지.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15)

∙[어떡하든] 성공해야 인우 아버지 누명도 벗길 수 있다.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15)

∙토요일에 [어떡하든] 정의원 아들 꽉 잡아야겠다...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03)

∙(그래도 같이 저지른 일이라 [어떡하든] 해보는) 다른 애들은, 따로 모델 구해서 하는데...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03)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아보구, [어떡하든] 기사도 내리게 해야 돼요.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03)

∙[어떡하든] 부장님 화를 풀든, 인지 수사를 하든...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03)

∙[어떡하든] 두 사건이 병합 되야 되는데, 어떡하지?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09)

∙[어떡하든] 밀매원을 생포하려고 결사적이었어. (드라마, 구미호 외전, 04)

∙분노와 분함으로 [어떡하든]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요지부동이다. (드라마, 구미호 

외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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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든]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 (드라마, 구미호 외전, 04)

∙민우 [어떡하든] 해야죠. (드라마, 구미호 외전, 04)

∙[어떡하든] 널 되돌리려고 할 거야. (드라마, 구미호 외전, 04)

∙[어떡하든] 강민우를 움직여서 윤시연을 죽여야 해. (드라마, 구미호 외전, 04)

∙그 가방 옆에서 [어떡하든] 기정 카메라에 찍혀 보려는 여진, 함께 찍자는 여진을 퇴짜 놓고 

일하는 기정. (드라마, 귀여운 연인, 01-10)

∙[어떡하든] 나 하구 헤어지구 아인 죽일 수 없어서, 그렇게만 하면 윤지수... (드라마, 그 여

자, 01-10)

∙초상 난 사람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어떡하든] 미옥이 설득해봐.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

워, 12)

∙[어떡하든] 혐의를 벗어야 할 거 아냐! (드라마, 남자의 향기, 10)

∙[어떡하든] 검은 별 있는 곳을 알아서.... (드라마, 남자의 향기, 11)

∙[어떡하든] 조덕재 그 놈을 제거해라. (드라마, 남자의 향기, 14)

∙[어떡하든] 권혁수랑 도망갈 생각으로 꽉 차 있겠지. (드라마, 남자의 향기, 18)

∙[어떡하든] 혁수를 살리고 싶습니다. (드라마, 남자의 향기, 18)

∙저 우리 혜림이 [어떡하든] 데리고 올라갈래요. (드라마,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07)

∙그러나 [어떡하든] 복실이스러움은 남아있게. (드라마,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10)

∙[어떡하든] 빨리 데리고 가세요. (드라마,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11)

∙[어떡하든] 빨리 사태를 수습하구, 결백을 증명하라구. (드라마,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14)

∙[어떡하든] 만들어 드릴께요. (드라마, 눈물이 보일까봐, 1-16)

∙[어떡하든] 아버지 찾아내서 애들 돌려보내. (드라마, 눈물이 보일까봐, 1-16)

∙[어떡하든] 정정당당하게 풀어나가야지...(한숨) 정말 너답지 않다. (드라마, 눈물이 보일까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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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든] 걔한테 돈을 좀 마련해주구 싶어서 거짓말한 겁니다. (드라마, 눈물이 보일까봐, 

1-16)

∙[어떡하든] 정신을 차리려고 해보지만..결국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며 쿵- 엎어진다. (드라마, 

대물, 10)

∙이런 굴욕적인 각서에 싸인을 한 것도 [어떡하든] 한민국과의 사랑을 지켜내고 싶었던 원고

의 눈물나는 의지이며, 혼전계약서의 조항들은 잘 해보겠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한 자 한 자 

새긴 사랑의 서약이었습니다. (드라마, 대한민국변호사, 10)

∙[어떡하든] 뚫고 지나갈 요량으로 거칠게 숨 고른다. (드라마, 대한민국변호사, 8)

∙[어떡하든] 나 혼자만의 연민으로 덮을 거야. (드라마, 로얄 패밀리, 11)

∙[어떡하든] 요직에 앉히려고 애써 봤다만.. (드라마, 로얄 패밀리, 11)

∙나보다 불쌍한 놈 돌볼 정성있으면 [어떡하든] 기를 쓰고 나보다 힘 센 놈들한테 빌붙어보

려고 하지. (드라마, 로얄 패밀리, 11)

∙[어떡하든] 막아야 되는데..? (드라마, 로얄 패밀리, 11)

∙[어떡하든] 제가 데리구 살려구요. (드라마, 반달곰 내 사랑, 06)

∙[어떡하든] 축구부를 유지 시킬 방법을 찾을께요. (드라마, 반달곰 내 사랑, 06)

∙[어떡하든] 그전 코치님 찾아내도록 내가 힘써 볼께요. (드라마, 반달곰 내 사랑, 11)

∙살림 차린다 그럴 때 [어떡하든] 뜯어말리셨어야죠. (드라마, 반달곰 내 사랑, 15)

∙지난번에 [어떡하든]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야 하는 건데...한사코 거절해서요. (드라마, 반

달곰 내 사랑, 06)

∙그때 [어떡하든] 손이라두 잡아 볼 걸...의사가 말려두 손이라두 잡고 인사를 드리는 건데... 

(드라마, 반달곰 내 사랑, 16)

∙[어떡하든] 같이 풀어!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16-22)

∙제 딴엔 좋아하는 사람 부모라구, [어떡하든] 최선을 다해보자 싶어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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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떡하든] 용서 구하구 마음 돌리시게 하겠습니다. (드라마, 보고 또 보고, 71)

∙[어떡하든] 공장 구해서 옷을 만들어야 된다구! (드라마, 보고 또 보고, 191)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어떡하든] 잘 살아 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 (드라마, 비밀, 

01-18)

∙[어떡하든] 살아 남을려구 그랬던 거겠지만...사람이 참 단순하죠? (드라마, 비밀, 01-18)

∙[어떡하든] 성공하는게 널 위하는 길이라구 생각했나 봐. (드라마, 비밀, 01-18)

∙원장 어머니 반대도 무릅쓰고 [어떡하든] 만날려구 할거야! (드라마, 세상 끝까지, 01-16)

∙[어떡하든] 살릴거예요... (드라마, 세상 끝까지, 01-16)

∙아이랑 결혼까지 하는 걸 보면 걔들이 [어떡하든] 맺어질 운이 있었던 모양이다... (드라마, 

세상 끝까지, 01-16)

∙엄마가 [어떡하든] 만들어 볼 테니까.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모아서 엄마 드릴 생각을 해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애까지 가졌는데 [어떡하든] 결혼해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내가 [어떡하든] 그놈 찾아다가 얼굴에 고랑을 내주던지 어딜 뚝딱 분질러 놓던지 할게. (드

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애까지 가졌는데 [어떡하든] 결혼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애만 낳고 나면 [어떡하든] 제가 꼭 대학 보내도록 할게요.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걔가 키가 좀 작은 게 흠인데, [어떡하든] 제가 잡아 땡겨 늘려 볼게요. (드라마, 소문난 칠

공주, 01-80)

∙[어떡하든] 결혼시켜서 애 낳고 살게 해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살 수 있다.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이혼만은 못한다고 버텨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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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든] 이혼은 막아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이혼 안 하고 살게 만들어야지, 돈 받을 궁리부터 하냐?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돈 모아서 멋지게 인터넷 쇼핑몰 시작 하는거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드라

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이 무정한 남편이 결혼하고 말테니까 마음 쓰지 말고 있거라.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다 끊고 잘 살겠다고 결심했으면 [어떡하든] 잘 살아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지 살 도리 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습시다. 응?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이혼만은 막아 볼려고 했는데...한번 맘이 떠난 여잔 잡을 수가 없드라구요. (드

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니가 [어떡하든] 뭐래도 드시게 해봐.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이겨내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내가 이것저것 다 참고 며느리로 들였으면 [어떡하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갈수록 

기고만장이에요?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미안한 줄 알면 [어떡하든] 일어나요.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두 사람 붙일 생각을 해야지, 왜 두손놓고 보고만 있냐고. (드라마, 소문난 칠공

주, 01-80)

∙[어떡하든] 갈 테니 수술시켜달라고 하세요.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딸이 못 살겠다고 쫓아오면, [어떡하든] 양쪽 달래고 혼내서 살게 해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그 즉시 다리 몽댕일 분질르던가, [어떡하든]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지, 친정까지 쫓아오

게 만들어?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살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나 자신을 [어떡하든] 지키고 싶어 치열하게 싸우는 걸 거

야.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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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칠인 내가 [어떡하든] 달래 볼 테니까.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당신이 [어떡하든] 못가게 해요.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이쪽에 정붙이고 살게 만들어줘야지, 친엄마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새엄마

가 아무리 잘해준들 눈에 차겠어요?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입어 보고 말 거야.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부모님 아시기 전에 [어떡하든] 다시 재결합 시킬려고 했어요.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잡아끌고 왔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내가 [어떡하든] 누나한테 사정해 볼게.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제가 [어떡하든] 설득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그랬으면 [어떡하든] 꿈을 이뤄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울 아부지 아시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해야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제가 [어떡하든] 데려 오겠습니다.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자네가 [어떡하든] 데리고 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데리고 올라 갈께.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01-80)

∙[어떡하든] 껀수 잡아서 때래 먹는 게 우리 집 내력이잖아요.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01)

∙최고의 경찰 가족이 됐을 텐데. 그때 [어떡하든] 경찰을 시켰어야 했는데...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01)

∙일단 [어떡하든] 니 댁을 달래서 한 번만 델꾸 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03)

∙그때 [어떡하든] 사표만은 말렸어야 했는데, 어떻게나 고집을 쓰는지.. (드라마, 수상한 삼형

제, 04)

∙이왕 반대하는 결혼 했으면 [어떡하든] 잘살 생각을 해야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05)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든] 잘살게 도와줘야죠.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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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여러개 갖구 있으니까 여기저기 [어떡하든] 쑤셔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06)

∙걔도 혹시 재결합할 생각이 있으면 [어떡하든] 붙여줘야죠.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07)

∙[어떡하든] 이것들 재결합 좀 시켜 볼라고 했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드라마, 수상

한 삼형제, 08)

∙그때 [어떡하든] 결혼 못 하게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08)

∙[어떡하든] 새끼 데리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삘 찾아 다닐래?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09)

∙해도 그럼 못쓴다고 니가 살살 달래서 [어떡하든] 오게 했어야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10)

∙[어떡하든] 결혼은 해.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12)

∙그리고 내가 울 오빠한테 해준 건 [어떡하든] 갚을 테니까 걱정 마.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15)

∙[어떡하든] 법이 무너지는 마지막 노선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18)

∙[어떡하든] 피해 볼려고 택시 타고 내빼는데, 기어코 택시까지 따라 잡아서 끌어 내리는 거 

있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20)

∙그런 시간에 [어떡하든] 스펙 쌓을 연구나 하지 겨우 문자질이니?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23)

∙[어떡하든] 아버질 설득하겠습니다.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24)

∙[어떡하든] 경찰대학 못 가게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26)

∙니 힘으로 [어떡하든] 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동생한테 얹혀 살 건데?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28)

∙[어떡하든] 달래서 (얼버무리며) 어떻게 해봐야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29)

∙나 혼자 [어떡하든] 찾아 볼려고.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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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든] 결정해야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31)

∙나 같으면 울 아부지가 자기랑 문제 있다면 [어떡하든] 중재했을 거야. (드라마, 수상한 삼

형제, 35)

∙이 일은 [어떡하든] 내가 해결 볼게.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36)

∙[어떡하든] 설득해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가지 말았어야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38)

∙[어떡하든] 백 만원 채워서 내 놔라.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39)

∙김 서방이랑 [어떡하든] 문제 해결해야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40)

∙[어떡하든] 갔겠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63)

∙내가 얼마나 선배 사랑하는지 [어떡하든] 보여주고 싶어서! (드라마, 스타일, 09)

∙그 옆에서 의자를 세우고 [어떡하든] 정병도를 내리려고 애쓰는 이한과 다경의 모습과 목소

리. (드라마, 스타일, 11)

∙내가 [어떡하든]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볼 께요. (드라마, 스타일, 14)

∙[어떡하든] 일해서 돈 벌게요.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내가 [어떡하든] 데리고 갈게.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떡하든]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나 지금까지 [어떡하든] 예의 갖출려고 애썼는데, 너 제정신이니?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그래도 견디면서 [어떡하든] 이 가정 지킬려고 애쓰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코너에 몰아 넣

면 어쩌자는 거야?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저도 [어떡하든] 이혼만은 막아 볼까 애쓰고 있는데, 한번씩, 미치도록, 내가 왜 이러고 살

아야 하나 생각이 들면, 그렇게 비참하고 나 자신이 비굴하고 자괴감이 들고, 못 견디겠어요.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떡하든] 용서를 빌고 싶어요.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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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든] 수빈이 내가 키울게.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떡하든] 이겨야지.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떡하든] 수빈인 제가 키울 거에요.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디 조그만 가게라도 얻을만한 돈은 [어떡하든] 내가 구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드라

마, 애정의 조건, 1-12)

∙자존심 세울 게 아니라 [어떡하든] 돈을 받아 냈어야 했는데...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떡하든] 돈 벌어서 수빈이 찾아 올거야.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내가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어떡하든] 분가할 테니까.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내가 [어떡하든] 도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떡하든] 어르신 마음을 풀도록 애를 써야지, 맞부딪히기 싫다고 이렇게 빙빙 겉돌면 풀기 

힘들다.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떡하든] 부모님 설득하고 은파 위해 주라고 해야지.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빈 말이라도 처제 안됐다, [어떡하든] 도와주자, 그런 말은 못할 망정, 뭐?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떡하든] 제가 찾을 테니 너무 걱정, 한걸:(쓰러지고) 기자:(놀라) 여보. (드라마, 애정의 조

건, 1-12)

∙저도 이혼만은 [어떡하든] 막아 보려고 설득해 봤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던 거 같습니

다. (드라마, 애정의 조건, 1-12)

∙[어떡하든] 합의할 생각을 해야지!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07)

∙선주는 [어떡하든] 재희 큰오빠와 떼 놀려는 아버지 압력 때문에 결혼식까지 올 수밖에 없

었던 거예요.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07)

∙[어떡하든]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07)

∙비서를 족치든 그 집 식구들한테 매달리든 [어떡하든] 윤의원 행방 알아와!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12)



- 57 -

∙[어떡하든]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26)

∙[어떡하든] 필두 죽기 전에 허락받고 싶은 마음에 몰두해서 하는 재희. (드라마, 얼마나 좋

길래, 28)

달라졌는데두 버티는 그 배짱두 그렇구, [어떡하든] 베짱이 같이 일 안 하구 놀구 버틸려는 것

두 그렇구...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30)

∙저 [어떡하든] 할머니 용서 받을 거예요.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42)

∙기계가 먼저 있어야 사업할 수 있으니까, [어떡하든] 빨리 기계 만들라구...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48)

∙부잣집 딸 혹시 도망갈까 봐 [어떡하든] 잡을려구 이런다구 엄마 욕해? (드라마, 얼마나 좋

길래, 50)

∙[어떡하든] 들어오게 하라구!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54)

∙자기 집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으로 [어떡하든] 빨리 가려는데 차들에 밀려 멈추게 된다. (드

라마, 얼마나 좋길래, 55)

∙제가 [어떡하든] 방법 생각해서 전화 드릴께요.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58)

∙ [어떡하든]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59)

∙ [어떡하든] 그 목걸이 나한테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거 찾아주면 나 그 사람 못 놔줄 거 같

거든요. (드라마, 여름향기, 01-17)

∙당신하고 나리 생각하면 [어떡하든] 이 악물고 다녀야 하긴 하겠는데 너무 힘들다! (드라마, 

열아홉순정, 80-167)

∙제가 [어떡하든] 아버지 맘을 돌려 볼 테니깐 조금만 참아주세요. (드라마, 열아홉순정, 

80-167)

∙올핸 [어떡하든] 짝을 맞춰서 장가를 보냈어야 했는데... (드라마, 열아홉순정, 80-167)

∙[어떡하든] 내 힘으루 꼭 찾구 싶어요. (드라마, 온달 왕자, 126)

∙[어떡하든] 결혼 허락 받아야 되잖아. (드라마, 온달 왕자, 135)

∙지혜 백일 날 내 [어떡하든] 아버지 모시구 올게. (드라마, 온달 왕자,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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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짧은 생각에 [어떡하든] 남 장군이 회장님을 해꼬치 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접근을 한 겁니다. (드라마, 욕망의 불꽃, 22)

∙[어떡하든] 날 미국으로 보내려고 또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 있지. (드라마, 욕망

의 불꽃, 27)

∙부인이랑 [어떡하든] 다시 해보지, 왜 나랑 연앨 하려 그래요? (드라마, 온달 왕자, 126)

∙내가 [어떡하든] 해 볼 테니까. (드라마,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1-10)

∙어머니랑 [어떡하든] 도진씨만 모르게 하면 돼. (드라마,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11-20)

∙[어떡하든] 은서를 달래놓고 봐야죠. (드라마, 이웃집 웬수, 10)

∙제가 [어떡하든] 해결해 볼께요.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 15)

∙[어떡하든] 부서 옮겨 볼려구 기를 썼지.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 01)

∙[어떡하든] 극복하구..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 03)

∙애들 등록금 다 내주시죠, 가출한 애들 [어떡하든]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시죠... (드라마, 인

순이는 예쁘다, 05)

∙[어떡하든] 갖다 끼워 보라 그랬잖아.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 07)

∙그러니까, [어떡하든] 성실하게 일해 줘.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 08)

∙[어떡하든] 힘을 모으셔야 애기씰 몸 밖으로 밀어내실 수가 있죠. (드라마, 자명고, 1-21)

∙모하소도 [어떡하든] 앨 살려 보겠다 머릴 굴릴테니, 네가 한걸음이라도 빨라야 해. (드라마, 

자명고, 1-21)

∙[어떡하든] 버틸 수 있는 한 버텨야 해!! (드라마, 자명고, 1-21)

∙니가 가서 [어떡하든] 구워삶아서 이혼 도장 좀 받아와. (드라마, 장밋빛 인생, 06)

∙하지만 [어떡하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장밋빛 인생, 08)

∙그렇게 사랑했으면 [어떡하든] 너랑 결혼했어야지. (드라마, 장밋빛 인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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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든] 맞춰서 살아 봐야지. (드라마, 장밋빛 인생, 13)

∙나도 자네 안사람 얘기 듣고 [어떡하든] 손 좀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영.. (드라마, 장밋빛 

인생, 15)

∙[어떡하든] 아부지 앞서가지 않을게요. (드라마, 장밋빛 인생, 18)

∙[어떡하든] 살아야지. (드라마, 장밋빛 인생, 19)

∙[어떡하든] 저일 살려 내라구요!! (드라마, 종합병원2, 05)

∙[어떡하든] 갚을 방법을 찾아 봐야죠 뭐.. (드라마, 쩐의 전쟁, 03)

∙돈은 [어떡하든] 마련해 볼테니..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드라마, 쩐의 전쟁, 04)

∙백성희 정신 차리고, [어떡하든] 부도 막아. (드라마, 찬란한 유산, 01)

∙나라도 저런 손자 있으면, [어떡하든] 버릇 고치고 싶었을 거야. (드라마, 찬란한 유산, 02)

∙2호 점, [어떡하든] 해낼 거에요. (드라마, 찬란한 유산, 03)

∙[어떡하든] 내가 받을 거니까. (드라마, 찬란한 유산, 05)

∙[어떡하든] 보여줄 거니까. (드라마, 찬란한 유산, 08)

∙그럼 [어떡하든] 결혼도 못 하게 해야겠네요! (드라마, 찬란한 유산, 09)

∙난생 처음 내 스스로 시작한 일이야, [어떡하든] 20프로 달성까진 한다잖아. (드라마, 찬란

한 유산, 11)

∙[어떡하든] 20프로 달성해서 니 능력 보여 줘. (드라마, 찬란한 유산, 13)

∙말 못 하면서 많이 괴로웠는데, 엄마가 [어떡하든] 은성이 설득하고 싶어 했어. (드라마, 찬

란한 유산, 18)

∙[어떡하든] 사장님 회복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하고 있어. (드라마, 찬란한 유산, 21)

∙이런 말씀 [어떡하든] 안 드릴려고 했는데... (드라마, 찬란한 유산, 23)

∙할머니 은우는 내가 [어떡하든] 찾는다니까! (드라마, 찬란한 유산, 25)



- 60 -

∙[어떡하든] 딸에게 참담한 수모는 피하게 하려는 절박함으로 거의 제정신 아닌 백성희. (드

라마, 찬란한 유산, 01) (드라마, 찬란한 유산, 27)

∙[어떡하든] 매장 좀 넓혀야겠다고 했더니 백화점 딸 유세 그만 떨고 가만 있으라네. (드라

마, 케세라세라, 09)

∙[어떡하든] 태주에게서 벗어나려는 은수.  (드라마, 케세라세라, 09)

∙[어떡하든] 다 들통나게 돼 있어. (드라마, 케세라세라, 12)

∙[어떡하든] 빠져나가고 싶어. (드라마, 케세라세라, 12)

∙내가 니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든] 살아 볼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드라마, 화려한 

시절, 45)

∙니 돈은 내가 [어떡하든] 갚아준다. (드라마, 화려한 시절, 45)

∙(확 뿌리치며) 내가 [어떡하든] 상관 마! (드라마, 황금마차, 130)

∙일부러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떡하든] 그 결혼을 막아 보려고 애 썼던거, 모르

는 바 아니라구. (드라마, 황금마차, 145)

∙[어떡하든] 찾아내겠습니다. (드라마, 하트, 10)

∙[어떡하든] 여섯 번째 피해자를 안 만들려고 미치셨지 싶습니다. (드라마, 하트, 16)

∙[어떡하든] 똑같이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드라마, 하트, 17)

∙난 [어떡하든] 빨리 찾아 내서.. (드라마, 하트, 20)

∙[어떡하든] 풀어 보려구 그렇게 아양을 떠는데 쌩을 까? (드라마, 하트, 9)

∙내가 [어떡하든] 무슨 일을 써서든 성공하고 만다.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 1-19)

∙이대로 두면 연지 쟨 [어떡하든] 8mm 캠코더를 구해 볼 위인이다. (드라마, 김치 치즈 스

마일)

∙아빠 오실 때까지 [어떡하든] 여기서 잘 지내야 돼.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19)

∙감독의 독특한 행동에 [어떡하든] 맞추어 연기자들과 트러블이 없이 영화를 성공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코믹하기도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영화, 오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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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떡하든] 시선을 끌어볼 테니까, 그동안 재빨리 도망가세요. (영화, 육혈포 강도단)

∙[어떡하든] 해 봐야지.. (영화, 펀지 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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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grammatical differences between

‘어떻게 하[ət’əkhe ha]-’ and ‘어떡하[ət’əkha]-’

Kim Hyun-Ju

This thesis aims to clarify the grammatical status of '어떡하-', which has been 

treated as a simple abbreviation of '어떻게 하-'. Not enough research has been 

done on '어떡하-', but only the comparison of '어떠하-[ət’əha]' and '어찌하-[ətz’iha]' 

has been done. This is due to the stereotype that the two constructions will be 

exactly the same as ‘어떡하-’ is an abbreviation of ‘어떻게 하-’.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refore, we have focused on clarifying their 

differences in both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Consequently, their differences 

are mainly found in terms of their distribution and semantics, but the cause of the 

differences lies in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We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어떡하-' in four major ways.

First, the distribution of '어떻게[ət’əkhe]' affects the formation of '어떡하-'. 

Adverbs are classified into a sentence adverbial and a verb adverbial according to 

their distribution. When ‘어떻게’ is a sentence adverb, the sentence with it forms 

‘rhetorical question’. Under this condition, the formation of '어떡하-' is limited.

Second, the adverb ‘어떻게’ can function not only as an interrogative but also as 

a infinitive. However, the infinitive function of ‘어떡하-’ is limited.

Third, more than 90% of '어떡하-' conjugations are terminating forms. It turns 

out mainly to be combined with the final ending ‘-어요[əyo]’. Furthermore, the 

semantic specificity was also founded in ‘어떡해(요)[ət’əkhæ(yo)]’.

Forth, there are no special restrictions on the connecting endings with ‘어떻게 하

-’, but some restrictions are found with ‘어떡하-’. In addition, ‘어떡하-’ has a 

distinct semantic restrictions compared to ‘어떻게 하-’ when it combined with the 

connective endings of ‘-어서[-əsə]’ and ‘-든지[dɨnʒi]’.

To summarize the research,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어떡하-’ are 

identified in the distribution of adverbs, interrogative and infinitive characteristics, 

and the semantic specificity revealed when they are used. By proving the 

differences between two constructions, we could confirm that "어떡하-" is not just a 

simple abbreviation form of "어떻게 하-".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of some 

practical contribution to Korean learners who have difficulties in using ‘어떻게 하-’ 

and ‘어떡하-’. 

Key words : ‘어떻게 하[ət’əkhe ha]-’, ‘어떡하[ət’əkha]-’, Abbreviation, Distribution, A 

sentence adverbial, A verb adverbial, Rhetorical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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