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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화와 코퍼스의 관점에서 본 영어 분리부정사 통사구조

Syntactic Structure of English Split Infini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Grammaticalization and Corpus 

김양순

Kim, Yangsoon

요 약 영어의 분리부정사구문을 통시적 연구인 문법화의 관점에서 중세영어이후 출현 동기를 살펴보고 COHA,

COCA와 같은 코퍼스에 기반하여 주로 미국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영어(PDE)의 분리부정사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

이 연구의 목표이다. 중세영어 이전에는 비문법적이었던 부정사 첨사인 to와 원형동사 사이에 부사 등이 위치하는

[to + 부사 + 동사] 형태의 분리부정사가 어떻게 현재영어에서는 문법적 구문이 되었는지에 대한 출현 동기와 정당성

을 살펴본다. 문법화와 코퍼스의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리부정사구문의 문법성을 입증하고 영어 분리부정사구문

의 출현에 관한 통시적 분석인 문법화 과정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분리부정사가 왜 만들어지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

으로 동사이동의 소멸이라는 통시적 문법화를 들 수 있다. 코퍼스 자료에 기초한 통사·화용적인 이유는 표현의 명확

성 즉, 탈중의성을 위한 것이거나 분리자인 부사를 통해 인상적인 강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사가 to와

원형동사를 분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문법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분리부정사의 형태는

자연스러운 문법적 구문으로 문맥상 필요한 경우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주요어 : 문법화, 코퍼스, 분리부정사, COHA, COCA, 미국영어, 동사이동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s of grammaticalization and corp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tivation of 
the emergence of the split infinitives in American English and to discuss the justification of the split infinitives based on the 
corpus empirical data such as COHA and COCA. The formerly ungrammatical split infinitives in the form of [to + adverb + 
verb] are now definitely grammatical forms in Present Day English (PDE). The corpus-based data confirms the legitimacy 
of the split infinitives with the empirical reasons like clarifying sentences (i.e., disambiguation) or strongly 
focused readings. In addition, the split infinitives are natural consequences caused by the grammaticalization of 
an infinitival particle to and most crucially by the loss of verb movement. When verb movement to T position 
does not occur in infinitival clauses, the word order results in [to + AdvP + V], thus forming the split 
infinitives. The split infinitives are no longer a matter of discussion and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both 
formal and informal contexts as being definitely grammatical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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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 연구에서는 영어에 나타나는 분리부정사구문을

문법화와 코퍼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한정

절(non-finite)에 속하는 구문들은 공시적 그리고 통시

적 관점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통시적 연구인 문법화는 통사구조의 공시적 연

구에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코퍼스

연구는 통시적 그리고 공시적인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

다. 여기서는 실증적인 방대한 자료 분석을 위해 주로

2개의 주된 코퍼스인 COHA(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와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를 사용한다.1)

부정사 첨사(infinitival particle)인 to와 원형동사 사

이에 부사적 수식어, 대표적으로 부사가 분리자

(splitter)로 나타나는데 [to + 부사 + 동사] 형태의 분
리부정사는 중세영어 이전에는 비문법적인 구문이었으

나 이후 13세기 중세영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분

리부정사는 현재영어(Present Day English: PDE)와서

는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비분리부정

사보다 문맥상황에 따라 선호되기도 한다. 코퍼스자료

는 미국식 영어의 문어와 구어에서 분리부정사가 더욱

더 일반화되어가고 있으며 명백한 문법적 형태로 표준

어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법화와 코퍼스의 실증적 자료에 기초

하여 분리부정사구문의 출현동기와 분리부정사에 나타

나는 부사의 종류, 정당성과 문법성을 입증하기 위하

여 분리부정사구문의 출현과 발달에 관한 통시적 분석

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퍼스 자료에 기초한 공시적인 통사화용적인 두

가지 이유는 표현의 명확성 즉, 비중의성을 위한 것이

거나 분리자인 부사를 통해 동사에 강한 강조를 두기

위한 것이다. “분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To split or not to split, that is not the

question)”라는 패러디처럼 그리고 Star Trek에서 부

사 boldly에 강세를 둔 인상적인 해석을 부여하기 위해

to와 동사를 분리시키는 “to boldly go”라는 분리부정

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처럼 분리부정사는 현재

영어에서 완전히 문법적이며 표준적인 구문으로 받아

1) COHA: http://corpus.byu.edu/coha/
COCA: http://corpus.byu.edu/coca/

들여지고 있다.

문법화 연구는 분리부정사구문의 부정사 첨사 to의

출현과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영어의 외현적 동사이동

(verb movement: V-to-T move)의 소멸이 분리부정

사 구문을 생성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통시적

분석을 제안한다.

Ⅱ. 코퍼스와 분리부정사 구문

13세기 경 중세영어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분리부

정사는 부정사 첨사 to와 원형동사사이에 단어나 구

가 끼어들어 이 둘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부사, 대명

사, 다른 단어 등이 분리자가 되는데 to와 원형동사를

분리시키는 대표적인 범주는 부사 또는 부사구로 [to 
+ 부사 + 동사] 형태의 구문을 형성한다 [1]. 즉,

better, simply와 같은 부사 또는 all of sudden과 같

은 부사구가 부정사 첨사 to와 원형동사사이에 올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부정사의 기본형이 to love

라면, to madly love, to really and truly love와 같은

구문이 분리부정사에 속한다. 그러나 부사가 부정사

첨사 to와 원형동사사이에 오더라도 동사 바로 앞에

부사구가 오지 않을 경우는 분리부정사구문이 아니다.

따라서 to always be loved는 분리부정사이나 to be

always loved는 분리부정사가 아니다. 또한 to be

actually loving you와 같은 구문도 분리부정사에 속

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분리부정사의 형태는 [to

+ 분리자(부사) + 원형동사]의 형태를 유지하며 이때

분리자의 주된 범주는 부정어 not을 포함하는 부사

또는 부사구이다.

크리스탈이 주장하듯이 영어문법의 많은 부분이 라

틴어문법을 따랐는데 영어에서 분리부정사를 비문법적

인 것으로 간주했던 이유도 라틴어문법 때문이다. 라

틴어에서는 to go, to work는 영어와 달리 두 단어가

아니라 굴절된 한 단어이므로 당연히 라틴어에서 분리

부정사는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2]. 예를 들면, to

love는 라틴어로 amāre로 부정사형의 분리가 불가능

한 폐쇄범주(closed category)로 영어의 to와 같은 독

립적인 부정사 첨사가 앞에 오지 않는다. 라틴어문법

이나 그리스어문법을 정형으로 간주했던 중세영어 이

전의 영어문법은 라틴어나 그리스어에는 분리부정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언어와는 영어구문이 다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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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규범문법학자들이 라틴어문법을 영어에 그대

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3].

부사가 중간에 끼어드는 분리부정사를 만드는 이

유는 주로 두 가지인데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표현

의 중의성(ambiguity)을 없애거나, 위의 to madly

love에서처럼 부사인 madly가 부사 바로 옆에 오는

동사 love를 인상적으로 강조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

된다. 또 다른 인상적 강조의 잘 알려진 예로는 부사

boldly에 인상적인 강조를 두기 위한 to boldly go

where no man has ever gone before에서와 같은 인용

구도 이에 속한다.2)

1. 코퍼스기반 분리부정사의 통시적 변화

문헌과 코퍼스에 따르면 통시적으로 분리부정사는

대모음추이(Great Vowel Shift:1350-1600)이전인 13세

기 경 시작되었다. 이후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분

리부정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16세기에서

대략 18세기 말엽까지도 분리부정사의 사용은 문어에

서 거의 금기시되어 문헌에서 분리부정사는 극소수만

을 찾아볼 수 있다 [1]. 그러나 분리부정사는 19세기에

와서 출현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20세기 초 최고조

에 달했다3) [4]. COHA에서 보이는 분리부정사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a foreign minister with that of some of the

men we send abroad nowadays, to fully

appreciate the value of general information,

and a true sense of personal and……

2) 이 문장은 TV 시리즈 Star Trek의 주인공 캡틴의 맹세에서
나온 인용구이다.
3) 위클리프의 성경번역 중 중세 영어시기인 14세기에 나타
난 분리부정사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What movede
the pape of Rome to thus accepte mennes persones.
(c.1382 Wyclif, Sel. wks. II. 303, apud Visser). 덧붙여
18세기-19세기 문학 장르에 나타난 분리부정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know not how I should be able 
to absolutely forbid him my sight—F. Burney, 1778; 
To slowly trace the forest’s shady scene—Byron, 
1812; She wants to honestly and legally marry that 
man—Hardy, 1895. (이 예문들은 Oxford Reference

에서 참고(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한 것이

다.) 

    

(COHA:1818: MAG_NorthAmRev)

미국영어에 기반한 COHA에 나타난 분리부정사의

출현빈도(pmw: 백만 단어 당)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

보면 아래 표1과 그래프1과 같다. 표1은 요한슨의 분석

에 기초하며 그래프1은 미클로바의 분석(COHA: to 
[r*] [v?i*])에 기초한다 [5, 6].

I 표1: [to+부사+동사]: 출현빈도 (pmw)

I Table1: [to+Adverb+Verb]: Frequency (pmw)

II. 그래프1: 19세기이후 현재까지 분리부정사 지도

II. Graph1: Map of Split Infinitives from 19c to Present

위의 표1과 그래프1은 초기에는 분리부정사의 빈도

수가 완만하게 변화했으나 198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는 빈도수가 거의 4배 이상 증가하는 큰 폭의 변화

(42.42->177.58)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요

한슨의 자료는 장르의 관점에서 빈도수를 분리하고 있

는데 분리부정사의 빈도수가 구어(210.59)> 학술

(169.78)> 뉴스(119.06)> 매거진(116.99)> 소설(64.09)

의 순서로 나타난다. 구어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

는데 코퍼스 자료는 구어를 포함하므로 코퍼스에 구어

자료의 포함이 분리부정사의 전체 빈도수 증가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코퍼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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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Spoken

1. To better understand To really get

2. To fully understand To just be

3. To further examine To really be

4. To further explore To just be

5. To strongly disagree To really make

전반적으로 분리부정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다.

분리부정사의 자연스러운 통사적 출현을 받아들이

지 않는 규범학자들이 규정하고 있는 규칙의 엄격성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학

자들은 분리부정사를 금지하는 규칙은 죽은 규칙이라

고까지 불렀다. 분리부정사를 허용하는 규칙은 규범적

인 전통문법과 달리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대로

진화하는 기술적인 규칙인 ‘원하는 대로(as you like)’

의 규칙으로 발전 진화했고 따라서 위 표1에서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한 지속세일 것이 확실해 보인다.

2. 현재영어와 분리부정사: 통사·화용론적 출현동기

여기서는 분리부정사 출현의 통사적 그리고 화용론

적 동기와 분리부정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

사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분리부정사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사의 종류

를 살펴보면, 20세기와 21세기에 나타난 초기의 급격

한 분리부정사의 증가는 COCA를 기반으로 just,

really, actually, better, even, further, fully, kind of,

등과 같은 부사를 포함한다.4)

아래 표2는 현재영어의 COCA에 기초하여 가장 문

어적인 학술지와 가장 구어적인 회화체 두 장르에 나

타나는 상위 5개의 부사의 순서이다.

III.표 2: 분리부정사에 나타나는 상위 5개 부사 순위

(학술지 vs 구어)

III.Table 2: Top 5 Frequency Order of Adverbs

in Split Infinitives (Academic vs Spoken)

표2를 보면 규범문법의 엄격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분

리부정사는 절대적인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사 바로 앞에 수식하는 부사를 두면

4) BNC (British National Corpus)는 약간 다른 빈도순위를 나

타내는데 분리부정사를 만드는 전체 장르 상위 5개의 부사를

고르면 다음과 같다. actually, just, really, even, further.

중의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분리부정사가 사용되는 첫

번째의 동기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탈중의성

(disambiguation)이다. 특히 학술지에서는 부주의한 중

의성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중의성을 피하기 위해

분리부정사의 사용이 오히려 선호되기도 한다. 즉, 분

리부정사의 사용이 부사와 원형동사와의 밀접한 연관

성을 통해 중의성을 피하고 표현의 명확성을 가져오는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리부정사를 금지하는 규범규

칙이 만들어내는 표현의 어색함이나 중의성을 피하기

위하여 표현의 명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법

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래 문장은 분리부정사

를 사용할 경우(1c)와 그렇지 않은 비분리부정사 구문

(1a나 1b)이 만들어내는 중의성이나 어색함을 제거하

는 예문이다. 아래 예문은 쿼크 외 3인의 예문이다 [7].

(1)a. She has tried consciously to stop worrying

about her career.

b. She has tried to stop consciously worrying

about her career.

c. She has tried to consciously stop worrying

about her career.

첫 번째 예문(1a)에서는 consciously 부사가 수식하

는 것이 주절 동사(tried)인지 아니면 보문절인 부정사

절의 동사(stop)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두 번째 예문

(1b)에서는 consciously 부사가 수식하는 것이 stop인

지 worry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중의적

해석을 없애고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분리부

정사를 만든 예문(1c)에서는 부사 consciously는 바로

옆의 원형동사 stop만을 수식하게 되어 의미는 보다

명확해진다.

분리 부정사의 사용은 영국식 영어보다는 미국식

영어에서 두드러지며 구어와 문어의 장르를 비교하면

영국식 영어에서는 분리부정사가 구어에 많이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식 영어에서 분리부정사의

1/3이 구어라면 미국식 영어에서는 문어에도 분리부정

사가 50%이상 나타나서 구어와 문어의 구별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7].

분리부정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출현 동기의 첫

번째가 표현의 명확성인 탈중의성이라면 두 번째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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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리부정사 표현에 강한 인상(impact)과 끌어당기

는 설레임(attractive excitement)을 주기 위한 것이다.

(2) 완성의 부사: e.g. actually, really, completely

포함/배제 부사: e.g. even, simply, only

시간척도 부사: e.g. suddenly, finally, gradually

정도부사: e.g. totally, thoroughly

(3) a. We talked about how everything was going

to suddenly change.

b. We talked about how everything was

suddenly going to change

(4) To boldly go where no man has ever gone

before.

미트라스카는 동사의미의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강

조의 부사 종류를 (2)에서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8]. 따라서 위의 예문 (3b)를 (3a)처럼 (2)의 시간척도

부사인 suddenly를 가지고 분리부정사를 만들면 갑자

기 일어난 변화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

다.5) (4)의 예문은 앞서도 언급했던 Star Trek 영화

의 대사로 미지의 세계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것을 인

상적으로 그리고 운율적으로 강조를 둘 수 있다. 쿼크

외 3인도 특히 부사가 가능한 동사에 가까이 놓일수록

분리부정사를 만드는 부사가 초점(focus)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7].

연합통신 AP(Associated Press)의 기사작성 가이

드북인 AP Stylebook 1994년도 판에서는 분리부정사

의 어법을 “일반적으로는 분리부정사를 사용하지 말

고 가끔씩 명확한 표현전달에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

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AP Stylebook

2019년 판에서는 “분리부정사는 문법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문장의 명확성과 임펙트를 줄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지침을 두고 있는 것도 분리부정

사 구문 변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현재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TOEFL이나

TOEIC과 같은 영어공인시험에서도 분리부정사를 금

지하는 규칙은 제거되었다 [8].

5) 이 예문은 Oxford Reference에서 참고한 것이다.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acref/9780

199661350.001.0001/acref-9780199661350-e-5585)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과 달리 언어의 변

화를 인정하는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에서는

분리부정사는 자연적이고도 문법적인 표현이다. 이러

한 기술적 문법의 관점에서 볼 때 분리부정사를 금지

하는 규범문법은 라틴어 문법에 근거한 편견이며 정당

한 것이 아니다. 코퍼스 자료는 분리부정사 표현에서

“분리할 것인지 말지(To split or Not to split)”의 문제

는 더 이상 문법성의 문제가 아니며,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중의성을 피하거나 임펙트한 표현의 강조를 고려

할 때 분리부정사는 오히려 선호되는 필요한 표현법으

로 분리부정사는 완전한 문법적 규칙으로 분리부정사

의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것이다.

3. 분리부정사 출현의 문법화 분석

여기서는 분리부정사의 출현에 대한 통시적인 문법

화 동기를 살펴보겠다. 고대영어에서 부정사절 앞에

오는 to는 단순한 전치사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부정사

절의 동사와 한 단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나 이후

이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부정사절의 단순한 형식

적 요소가 되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to는 단순히 문법

화 과정인 중세영어시기 말에 나타난 굴절접사의 약화

현상인 평준화 현상에 따라 외현적 부정사절 형태소

(-an)은 사라지고 전치사적 보문소라고 하는 부정사

첨사 to가 부정사절의 핵으로 재분석되었다. 동사이동

이 외현적으로 일어나는 불어처럼 영어에서도 중세영

어까지는 시제가 있는 한정절의 T자리로 동사이동이

자주 일어났으나 시제가 비가시적인 부정사절에서는

T로의 동사이동 소멸(loss of verb movement)이 이미

시작되었다. 부정사 첨사 to가 나타나는 T(ense) 자리

로의 동사이동의 소멸은 분리부정사의 출현과 부정사

절의 분포에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통시적 문법

화인 동사이동의 소멸과 분리부정사 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부정사 첨사 to와 원형동사사이에 왜 부사가 끼어들

어가 분리부정사를 만드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분

리부정사는 연속적인 문법화 요인의 결과인데 앞서 언

급한 역사적인 굴절접사의 약화에 따른 부정사 첨사인

to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통시적

으로 외현적 동사이동(V-to-T move)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Pintzuk은 1000년경에 시제중간(tense-media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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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절에 100% 그리고 종속절에 60% 나타나며 시제

후행(tense-final) 구조로부터 시제중간 구조로의 변화

는 부사와 관련한 동사의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부정사

절내의 동사이동을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9]. 시

제후행 구조가 시제중간 구조로 변화된 후 부정사절

구조(-an은 부정사절 형태소; V는 동사 verb)는 (4a)

와 같다.

(4) a. [TP [T –an [VP adverb [VP..... V ]]]

b. [TP [T to V–an [VP adverb [VP..... V ]]]

c. [TP [T to [VP adverb [VP..... V ]]]

부정사 첨사 to가 T의 자리에 나타나고 T자리로 동사

의 외현적 이동이 일어나면 순서는 [to + verb+an +

adverb]인 (4b)와 같이 되지만 동사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순서는 (4c)와 같이 [to + adverb + verb]가

된다. (4c)와 같은 형태가 분리부정사를 만들고 이는

동사이동(V-to-T move) 소멸의 실증적 증거가 된다.

위의 (4c)의 수형도를 그리면 아래 그림1과 같고 따라

서 중세영어이후 영어의 규칙인 외현적 동사이동의 소

멸규칙을 고려하면 [to + Adverb + Verb]형태의 영어

의 분리부정사의 역사적 출현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림 1. 분리부정사 수형도

Figure 1. Tree Diagram of V-to-T Move

Ⅲ. 결론

지금까지 영어에 나타나는 분리부정사구문을 문법

화의 관점에서 중세영어 이후의 출현 동기를 살펴보고

COHA, COCA와 같은 코퍼스에 기반하여 주로 미국영

어에 나타나는 현재영어의 분리부정사의 정당성과 문

법성을 논의하였다.

부정사 첨사인 to와 원형동사 사이에 부사 또는 부

사구 등이 위치하는 [to + 부사 + 동사] 형태의 분리

부정사가 중세영어 이전에는 비문법적인 구문이었으나

어떻게 현재영어에서는 완전하게 문법적이고도 자연스

러운 구문이 되었는지에 대한 출현 동기와 발전과정인

문법화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되는 부사의 종류를 살펴

보았다. 또한 실증적 자료인 코퍼스 자료를 통해 미국

식 영어의 문어와 구어 모두에서 분리부정사가 명백한

문법적 형태로 표준어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부정사 첨사 to와 원형동사사이에 왜 부사

가 끼어들어가 분리부정사를 만드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부정사 첨사 to의 문법화와 외현적인 동사이동

(V-to-T move)의 소멸이 분리부정사 구문을 생성하

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통사적 분석을 제안하였

다. 부정사 첨사 to와 원형동사사이에 부사가 나타나는

분리부정사가 왜 만들어지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동사이동의 소멸이라는 통시적 문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코퍼스 자료에 기초한 공시적인 통사·화용적인

이유는 표현의 명확성 즉, 비중의성을 위한 것이거나

분리자인 부사를 통해 동사에 강한 인상적인 강조를

두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사가 to와 원형동사를 분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문법적 논의의 대상이 아

니며 앞으로도 분리부정사의 형태는 자연스러운 문법

적 구문으로 문맥상 필요한 경우 더욱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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