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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문말 표 들에

해 형태 의미의 차이 을 논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 언

어의 문말 표 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조하여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한국어 일본어에 보이는 추측 문말

표 에 해서 각 언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직 을 조사하여 그 결

과를 토 로 형태 의미 분석을 하 다.연구 상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 진 표 을 심으로 양 언어에서 각각 다섯 가

지를 선정하 다.한국어에서는 ‘-겠-’,‘-을 것이(다)’,‘-은/을/는/던

모양이(다)’,‘-나/가 보(다)’,‘-은/을/는/던　듯하(다)/듯싶(다)’의 다섯

가지를 보았고,일본어에서는 ‘ダロウ(darou)’,‘(シ)ソウダ((si)souda)’,

‘ヨウダ(youda)’,‘ラシイ(rasii)’,‘ミタイダ(mitaida)’의 다섯 가지를

보았으며,논의상 필요할 때에는 련된 표 을 추가로 검토하

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형태 특징에 해서는 ‘A는 B이다’의 속성

서술문과 ‘A가 B하다’의 사건진술문을 심으로 각 추측 문말 표

이 동작주나 시제,품사에 해 지니는 련성을 고찰하 다.그

결과,각 문말 표 에 따라 더 선호되는 형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의미 특징에 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주

( 는 객 )인 단 근거’등의 추상 인 기 에서 벗어나 새

로운 기 을 제시하 다.본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어느 문말

표 을 쓸 것인지 정하기 해서 화자는 ‘주어진 정보를 단 근

거로 받아들이는 과정’과 ‘주어진 정보에서 추측 명제를 생산하는

과정’의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각 과정에서 문말 표 을 선택하

기 해 사용되는 기 은 다음과 같다.우선 자의 과정에서는

‘발화자(추측자)가 그 정보가 가리키는 사건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건인지’여부와 함께 ‘그 정보가 가리키는 사건이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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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에 한 기인 사건이 되는지 결과 사건이 되는지’의 두 가지

기 이 있다.한편 후자의 과정에서는 추측 명제를 단 근거에

필연 으로 수반되는 사건으로서 묘사하는 경우와 발화자(추측자)

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상 세계의 사건으로서 묘사하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과 더불어 발화자의 태도,즉 추측 명제를 인정하는 경

우와 의심하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이들 기 의 조합에

따라 한 문말 표 이 결정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추측 문말 표 을 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형태 측면에서 서법 는 양태 표 이 명제에

속되는 순서나,이들 표 이 속되는 명제의 완결성 등에서 두

언어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다음으로 의미 측면에서는 두

언어의 추측 문말 표 이 각각 표 하는 의미 역을 조하여 각

문말 표 들 사이의 응 계를 밝힐 수 있었다.

주요어:추측,양태,한국어,일본어,형태,의미, 조

학번:2012-2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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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문말 표 들에

해 형태 의미의 차이 을 논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 언어의

문말 표 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조하여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명제 사건이 하나 주어졌을 때 발화자는 다양한 감정을 실어서 그

정보를 표 한다.그 명제를 강조하거나,자기의 생각으로서 주장하거

나,때로는 명제를 의심하기도 한다.사건 명제에 한 발화자의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표 을,본고에서는 권재일(2012)1)에 따라

‘양태(modality)’로 정의하고자 한다.이러한 양태 표 에는,명제 구문

에 형태소를 추가하는 유표의 양태와,추가 요소 없이 주로 음운

방법을 통해서 발화자의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무표의 양태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표의 양태로서 추측 의미 기능을 지닌 표 을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본고에서 고찰한 표 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는 지 까지 주된 논의의 심이 되어 왔던 실 방법인

선어말 어미 ‘-겠-’과,통사 구조에 의한 실 방법인 ‘-을 것이(다)’,

‘-은/을/는/던 모양이(다)’,‘-나/가보(다)’,‘-은/을/는/던 듯하(다)’

‘-은/을/는/던 것 같(다)’를 보았고,이와 조하기 해 일본어에서는

‘-ダロウ(darou)’,‘-(シ)ソウダ((si)souda)’,‘-ヨウダ(youda)’,‘-ラシイ(rasii)’,

‘-ミタイダ(mitaida)’의 여섯 가지 조동사를 살펴보았다.이들 표 을 앞

1)한국어나 일본어나 modality에 한 정의에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권재일

(2012)에서는 ‘양태(modality)’를 문법 기술을 하는 데 화자의 주 인 태도

와 련되는 문법 념으로서,활용어미에 의한 문법형태 방법,명사,동사,

부사 등의 어휘 방법,어순 등의 통사 방법,억양 등의 음운 방법으로

인해 실 되는 방법으로 정의하 다.일본어학에서는 형태 특징에 따라 서

법(mood)과 양태(modality)의 분류 즉,용언류 활용어미에 결합하는 서법과

완벽한 진술문 구조에 결합하는 양태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본고

상인 추측 문말 표 에 해서도 ‘(シ)ソウダ(si)souda’의 경우 서법에 해당하

는 통사구조의 특징을 가지는 요소이면서 기타 양태 요소와 함께 추측 양태

연구에서 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모든 표 을 종합 으로 표

할 수 있는 권재일(2012)의 ‘양태’에 한 정의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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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측 문말 표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들 표 을 분석하기 해 본고에서는 각 언어의 추측 문말 표

에 해 형태 특징과 의미 특징을 나 어서 분석하 다.

첫째,형태 특징에 해서는 각 표 이 출 할 수 있는 조건을 밝히

기 해,사건 서술문과 속성 서술문으로 기본 구문을 나 고,구문마

다 주어와 시제를 달리하여 각 표 이 결합했을 때 허용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를 들어,명제의 동작주가 1인칭이고 형용사가 이용된

속성 서술문에서 미래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한국어의 ‘-(을)것이

(다)’표 은 결합하기 어렵다.

둘째,의미 특징에 해서 각 언어의 모국어 화자들을 상으로 조

사를 하 다.우선 추측 문말 표 을 포함하는 추측 구문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문장을 이용해서 한국어 문 50개,일본어 문 50

개를 만들었다.다음으로 모국어 화자들을 상으로 각 표 의 허용

정도 의미의 상이 을 조사하 다.

셋째,이상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각 문말 표 의 출 여부를

좌우하는 기 을 새롭게 제시하 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 양태와 추측에 해서 개념과

용어를 정의한 후,3장에서 한국어의 추측 문말 표 여섯 가지를,4

장에서는 일본어의 추측 문말 표 여섯 가지를 상으로 그 형태 특

징과 의미 특징을 분석했다.그 결과로 얻은 각 언어별 추측 문말 표

의 특징을 5장에서 조 분석하고 두 언어 간에 어떤 상이 이 나

타나는지 알아보았다.형태 측면에서는 시제 명제 동작주와 련

된 차이를 심으로 보았으며,의미 측면에서는 추측하는 데 주어지

는 사건 정보의 유형,정보를 하는 추측자(발화자)의 태도 유형,그

리고 명제의 실(reality)과 실성(realisis)에 한 발화자의 심 거

리를 기 으로 해서 고찰하 다.

3장 이후에서 자세히 언 하겠지만,본고에서는 추측하는 데 주어지

는 정보의 유형을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주 /객 ’등



- 3 -

의 추상 기 과 다르게 설정하 다.본고에서 설정한 기 의 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추측을 하는 데 주어진 정보가 ‘발화자가 이미

일어났다고 인식하는 사건’인지,‘아직 미확인인 사건’인지에 따라 나

었으며, 한 그 사건이 명제 내용에 하여 ‘기인’이 되는지 아니

면 ‘결과’가 되는지 등으로도 살펴보았다.이외에도 여러 새로운 기

을 도입해서 각 문말 표 을 분류하 다.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그것

을 토 로 한국어 일본어의 추측 문말 표 을 조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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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태와 추측 문말 표 의 개념

본격 인 분석으로 들어가기 에 개념 정리가 필요한 몇 가지 용

어에 해 본고의 정의를 언 하겠다.첫째는 ‘양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둘째는 ‘추측 양태’란 무엇인지,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본고의

상인 추측 문말 표 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한 정의다.

2.1.양태의 정의

첫 번째로 본고에서 다루는 양태에 한 개념 정리와 함께 한국어

나 일본어에서는 그러한 양태 표 이 어떻게 실 되는지, 한 어떤

요소들이 ‘양태’에 해당하는지에 해서 정의하고자 한다.양태란 ‘화

자의 심리태도’와 련된 문법 개념이며 음운 으로,어휘 으로,

는 문법 형태 인 구문 구조를 통해서 다양하게 실 된다.본고에서

다루는 문법 형태 실 법을 심으로 보면 특히 어학 분야에서는

일반 으로 내포 과 직설문 혹은 조동사 등과의 련 속에서 각 양

태 표 이 실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하지만 한국어나 일본어는

구문 구조 자체가 인구어와 달리 교착어의 특징이 매우 강한 언어이

기 때문에 명제와 양태 요소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이것은 형

태의 측면과 양태 범주와 해당 요소에 한 정의가 명료하지 않다는

의미의 측면에서 문제 을 안고 있으며,지 언어학 분야에서

도 문제제기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양태’에 한 정의에 해서도 연구

자마다 조 씩 다르다.

양태 범주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은 서양 언어학에서

고 1950년 이후에는 어학 분야를 심으로 유형론의 에서

연구가 활발해졌다. 어학에서는 주로 조동사의 다의성을 주제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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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들이 문장 구조 속에서 어떤 문법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

는데 그것이 최근의 양태 연구의 시작 이라 볼 수 있다.양태 범주

를 언어 유형론 에서 다룬 연구도 굉장히 많지만 본고에서는 그

개 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인 로서 Palmer(2001)1)에 의한

양태 범주를 보도록 하자.

Palmer(2001)는 언어에서 양태를 비 실(non-factuality)과 련된

실 방법으로 설정하 다.기존 연구를 바탕에 두고 의미 기능을

심으로 모든 양태를 ‘명제 의향 양태(propositionalmodality)’와 ‘사건

의향 양태(eventmodality)’로 분류하 다.‘명제 의향 양태(propositional

modality)’란 명제(proposition)는 얼마나 ‘진리’인지와 실재 사건 상태

에 한 발화자의 태도(attitude)를 가리킨다.한편 ‘사건 의향 양태

(event modality)’란 실화되지(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건

(event)에 한 양태로 정의하 다.

‘명제 의향 양태(propositionalmodality)’의 하 범주에는 인식

(epistemic)양태나 증거 (evidential)양태가,‘사건 의향 양태(event

modality)’의 하 범주에는 구속 (deontic)양태나 동 (dynamic)양

태가 있다.특히 본고의 주제인 추측의 양태는 명제 의향 양태

(propositionalmodality) 에서도 인식 양태(epistemicmodality)에

해당하며 명제 사건의 사실상의 상태에 한 발화자(speaker)의 단

(judgment)을 가리키는 의미 기능을 갖는다.구체 으로는 추정

(deductive)이나 추측(speculative)표 들이 여기에 해당된다2).

1) Palmer.F.R.(2001),Mood and Modality Second edition,Cambridge

UniversityPress,Cambridge

2)그 외 명제 의향 양태에는‘증거성이 있는(증거에 의거한)양태(evidential

modality)’가 존재하여 이것은명제의 진실성에 해서 발화자의 증거(evidence)

를 제시하는 것과 련된 양태를 말한다.‘증거에 의거한 양태’에는 감각

(sensory)과 보고(reported)표 이 해당된다. ‘사건 의향 양태(eventmodality)’

의 하 범주에는 ‘구속 ·지배 양태(deontic modality)’와 ‘동 양태

(dynamicmodality)’가 존재하는데 자는 실화되지 않는 사건을 구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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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er(2001)의 이러한 분류는 양태 연구에서 범언어 인 기 을

제시했다는 의미만으로도 큰 업 이다.단 그 실 방법은 언어마다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한국어나 일본어 추측 양

태를 의미를 심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명제 의향 양태의 하 분류인

인식 양태가 이에 해당된다.한편 추측 양태를 형태 특징을 기 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어도 어와는 다른 양태 체계가 필요함을 말해

두고 싶다.즉 한국어 ‘-겠-’이나 일본어 ‘-ダロウ(darou)’의 경우 그

것이 명제에 한 발화자의 심리태도를 나타내기보다는 명제 안에 삽

입되면서 발화자가 사건 자체의 태도를 변하는 기능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술한 ‘-겠-’이나 ‘-ダロウ(darou)’는 서양 언어학의 분

류 방법에 따라 ‘명제 의향 양태’의 하 분류에 치하지 않고 ‘사건

의향 양태’의 하 분류에 치한다고 보는 것이 합할 것이다.이것

은 언어유형론 분야에서 펼쳐진 형태소와 의미가 기본 으로 1 1로

응하는 기존 연구에 의문을 던지는 증거가 될 것이다.여기에 해

서는 Palmer(2001)에서도 ‘must’가 명제 의향 양태와 사건 의향 양태

의 두 가지 의미 기능을 갖는 을 언 한 바 있다.언어의 다양성을

고려한 보다 좋은 양태 체계를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어학에서는 권재일(2012)에서 양태란 ‘화자의 주 인 태도와

련되는 문법 념으로서,활용어미에 의한 형태 방법을 비롯하여,

명사,동사,부사 등의 어휘 방법,어순 등의 통사 방법,억양 등

의 음운 방법에 두루 걸쳐 실 되는 범주’로 의 인 양태를 정의

한 바 있다. 일본어학에서도 仁田(1991)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Palmer(2001)과 같은 범언어 문법 연구를 고려하여 역시 문말 형식

는 요인이 주격에 놓인 사람에게 외 인 것일 경우를 말하며 구체 으로는

의무(obligation)나 허가(permission)표 들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

우 실화되지 않는 사건을 구 시키는 요인이 주격에 놓인다 했을 때 내

인 것일 경우에는 능력(ability)이나 의지(volition)등을 표 하는 데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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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휘 방법 등 종래 서법(mood)으로 알려진 문법 기능 요소를

포함한 의 양태를 제시한 바가 있다.특히 일본어에서의 양태를

‘언표사태( 表事態)의향 양태’와 ‘발화 달의 양태’라는 기 을

내세워 문장의 의미 구조가 [[[언표사태]사태의향 양태]청자 의향 양

태]의 단계 의미 구조를 제시한 것은 일본어 구문 구조를 악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권재일(2012)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음운 방법이나 어휘 방법 등을 고려한 폭넓은 양태 연구가

일본어학에서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어학이나 일본어학에서는 이러한 명제(발화자에서 독립된

단순한 사건 묘사)와 그것에 부속하는 다양한 요소를 구분하여 명제

외 요소 모두를 양태로 보는 것이 일반 인 견해다.본고에서도 이러

한 기존 연구에 따라 어휘 ,음운 ,문법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

로,그리고 명제를 한,청자를 한,화자를 한 양태 기능을 가리

키는 의 정의를 따랐다.

2.2.‘추측 양태’의 개념

다음으로 ‘추측 양태’에 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본고에서는 장경

희(1985)의 ‘짐작’과 ‘추측’의 어휘 고찰을 심으로 용어에 해 정의

하려 한다.장경희(1985)는 아래와 같은 시로 ‘짐작’과 ‘추측’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1)병원에 다닌다기에 어딘가 아 리라

가.짐작을 했어.

나.추측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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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이 려 있기에 일 퇴근하지 못하리라고

가.짐작하고 있었어.

나.추측하고 있었어.

(장경희 1985:36(64).(65) 문과 같음)

(1)이나 (2)에서 볼 수 있는 ‘짐작’과 ‘추측’이 가지는 의미상의 공통

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정보를 얻는 행 ’를 의미한다.장경희

(1985:36)는 와 같은 를 근거로 ‘짐작하다’가 가지는 의미를 ‘정

보(+어림치)를 얻다’로 악하여,‘추측하다’의 의미를 ‘정보(+불확실)

를 얻다’로 구별하고 있다.여기서 문을 다시 살펴보면,(1) (2)

문맥에 ‘단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어림잡아)’것이 아니

라,짐작의 근거는 존재하되 문장에 표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그러므로 ‘추측’은 ‘짐작’이나 ‘측’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견해를 토 로 본고에서는 표 들을 ‘추측’의 의

미 요소로 보고,‘추측 양태’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추측 양태3)란,‘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

보를 불확실하게 표 하는 발화자의 심리태도’를 말한다.

2.3.추측 문말 표 구문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추측 문말 표 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그 실 방법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우선 한국어학에서는 기

양태 연구에 있어 추측을 나타내는 문말 표 에서 복수 형태소의

결합을 하나의 문법 기능어로 보지 않았었다.즉 서정수(1977)나 장경

3)일본어학 분야에서는 일반 으로 ‘推量’으로 부르고 있는 요소에 해당하는 개

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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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1985)처럼 단일 형태소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형태소 ‘-

겠-’만을 추측의 양태 표 으로 인정해 온 것이다.그 외의 표 들에

해서는 각 형태소가 원래 갖는 문법 기능을 유지한 채 단순히 형태

소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근 방법은 통사 구조로

인해 만들어진 복합 인 요소(이것을 하나의 문법소라고 부름)가 각

형태소의 특징을 그 로 반 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그러나 최

근에 들어 제2외국어나 언어 조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김동욱

(2012)처럼 이들 문말 표 을 이미 문법화된 하나의 요소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이유진·노지니(2003)처럼 추측을 나타내는 문말 요소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 그 의미기능을 분석하는 입장도 나타나기

시작하 다.여기서는 단일 형태소인 ‘-겠-’을 ‘양태(modality)’표 으

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겠-’이외의 표 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 통사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 구조를 구축한다고 보고 있다.

를 들어 (3)∼(5)은 통사 결합으로 인해 호 내에 있는 문말 표

은 ‘추측’이란 하나의 문법 기능을 가지고 추측 구문이 실 된 모습

을 보여 다.

(3)a.*내일은 비가 올 모양이지 않다.

b.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모양이다].

(4)a.* 희는 철수를 좋아하는 [가 보지 않다].

b. 희는 철수를 좋아하지 않[는 가 보다].

(5)a.*차장님께서 출장 가[(ㄹ)모양이세요].

b.차장님께서 출장 가시[(ㄹ)모양이에요].

(3a)나 (4a),(5a)는 우리가 이것을 추측 구문으로 인식할 때 이미

‘-은/을/는/던 모양이(다)’나 ‘-나/가 보다’가 하나의 문말 표 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다.즉 원래 복수 형태소가 결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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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4)이러한 표 들이 이제 하나의 문법 기능을 가지고 실 되

는 것이다.이것은 각 구문에서 문말 표 사이에 끼어들어간 (3)이나

(4)의 부정법 ‘-지 않-’이나 (5)의 높임법 형태소 ‘-시-’의 삽입이 어

렵거나 아 안 되는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결국 본래의 의도

로 각 형태소 사이에 들어가서 높임법,부정법을 나타낼 수 있는 문

법 기능 형태소가 추측을 나타내지 못하고 일종의 ‘덩어리’형태로 하

나의 문법 역할을 하는 것이다(앞으로 이러한 형태소의 집합을 ‘문법

소’라고 부르기로 한다).이러한 상은 일본어에도 같이 용할 수

있다.일본어의 경우,옛날엔 ‘추측’을 의미하는 각 문말 표 의 기원

이 복수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에 들어와서는 이미

그러한 형태소 결합이 굳어져서 문법화 되었다.즉 일본어에서

는 그 형태 특성5)상,이들 표 을 모두 활용하는 ‘조동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통시 이유로 인해 생기는 한국어와 일본어 추

측 문말 표 의 차이 은 3장 이후에서 다루기로 하고,본고에서는

한국어나 일본어에 보이는 추측 문말 표 을 이미 문법화 된 하나의

‘덩어리’형태소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그 경향이 특히 강한 한국어

의 ‘-겠-’ ‘-을 것이(다)’,‘-은/을/는/던 모양이(다)’,‘-나/가 보

(다)’,‘-은/을/는/던 것 같(다)’,‘-듯하(다)/듯싶(다)’와 일본어 ‘ダロウ

(darou)’,　’ヨウダ(youda)’,　‘ラシイ(rasii)’,　‘(シ)ソウダ(souda)’,　‘ミタイダ

(mitaida)’를 상으로 연구하 다.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 양태는 구체 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 되는

지 간단히 설명한 후,각 문말 표 에 한 구체 인 고찰로 들어가

4)‘-은/을/는/던 것 같다’구문이나 주격에 ‘은/는’(일본어에서는 ‘ハ(wa)’)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본고에서는 평서문 구문만 보도록 한

다.

5)일본어 문어를 보면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분기

이 잘 보이지 않는다.그러한 이유로 단어의 축약(어휘화)나 문법화가 발화

자들 인식 속에서는 한국어에 비하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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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하자.

양 언어는 모두 교착어의 특징을 지닌 표 인 언어이다.이러한

언어가 문법 형태 방법으로 양태를 실 할 때는 한 문장 속에서

달하고자 하는 내용과,청자에 한 발화자의 태도가 부사나 후치사

를 통해 상세하게 표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한국어>

(6)오늘 철수는 꼭 학교로 올 것이다.

(7)오늘 철수는 꼭6)학교로 온다!

<일본어>

(8)太郎はきっと学校に来るだろう。

Taro-wakittogakko-nikuru-darou.

Taro-NOM firmlyschool-DAT come-MOD(con).

‘Tarowillcometoschoolwithoutdoubt.’

(9)太郎はきっと学校に来る!

Taro-wakittogakko-nikuru!

6)한국어의 ‘꼭’과 같은 경우,명제 안으로 들어가서 동사 가까이에서 실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며,비교 치가 자유롭다.한편 어휘 인 특성에 따른 차

이 이란,부사가 지니는 뜻이 확신도가 높아질수록 명제 뒤에 덧붙는 짐작

표 들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이것은 희망이나 확신에 가까운 짐작일수

록 그런 경향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1)아마 그 학생은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2-1)아마 그 학생은 시험에 합격하겠다.

(2-2)그 학생은 꼭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3)그 학생은 꼭 시험에 합격한다.

(2-1)문장에서는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하여,(2-2)문장에서는 부사가 가지

는 의미에 의하여 (1)문장에 비해서 발화자가 보다 높은 확신도를 가지고

짐작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3)의 경우,모든 양태 요소들이 빠져 나가며 무

표 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확신도가 높은 짐작 발화자에 의한 강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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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o-NOM firmlyschool-DAT tocome.

(6)은 ‘철수가 학교에 온다’는 사건(명제)을 추측하는 문장인데 여기

서는 명제 구문 뒤에 ‘-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문말 표

을 첨가함으로써 명제에 한 추측을 나타낸다.한편 (7)의 경우 추측

문말 표 이 나타나지 않는데 ‘꼭’이란 부사나 ‘!’로 표시된 강조

에 의한 음운 실 방법으로 ‘철수가 학교를 온다’라는 명제 사건에

한 희망 인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8)이나 (9)는 일본어 로 든

것이지만 여기서도 역시 (8)에서는 ‘ダロウ(darou)’라는 추측 문말 표

으로 인해,(9)에서는 명제 안에 보이는 ‘キット(kitto;　nodoubtly)’

라는 부사에 의한 어휘 실 방법 는 ‘!’로 표시된 음운 실 방

법에 의해 명제 사건에 한 발화자의 희망 인 추측 양태가 표 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형태 실 방법에 의하여 추측 양

태가 나타날 때 명제 사건 구문 뒤에 추측 문말 표 이 첨가되는 구

조를 보인다.첨가 형태는 한국어 일본어 모두에서 명제를 둘러싼

듯 추측 형태소가 붙어가는 구조를 보인다.

<도표1>한국어 일본어의 양태 구조

MOD MOD

본 연구의 상인 추측 문말 표 의 어원 형태 구성법은 다음과

같다.한국어의 ‘-겠-’은 선어말 어미 ‘-겠-’이 명제 구문 안에 끼어들

면서 추측을 나타낸다.‘-은/을/는/던 모양이(다)’는 시제 형태소 ‘-ㄹ

명제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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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은)/ㄴ(은)’에 형식명사 ‘모양’이 결합하면서 추측을 나타낸다.‘-나

/가 보(다)’도 역시 시제 형태소 ‘-ㄹ/는(은)/ㄴ(은)’에 조사 ‘나/가’와

동사 ‘보다’의 어간이 결합되면서 추측의 양태 기능을 가지게 되며 ‘-

듯하(다)/듯싶(다)’는 시제 형태소 ‘-ㄹ/는(은)/ㄴ(은)’에 형식명사 ‘듯’

과 동사 ‘하다/싶다’가 결합된 구조를 보인다.‘-은/을/는/던 것 같(다)’

도 역시 시제 형태소 ‘-ㄹ/는(은)/ㄴ(은)’에 형식명사 ‘것’과 형용사 ‘같

다’의 어간이 결합하면서 추측 양태를 나타낸다.

일본어의 경우 어원이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장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는 견해로 보면 그 어원과 구성법은 다음과 같다7).‘ダロ

ウ(darou)’는 단정의 조동사 ‘ダ(da)’의 未然形활용 형태에 추측을 나

타내는 조사 ‘ウ(u)’가 결합한 것이다.이어서 ‘(シ)ソウダ((si)souda)’

는 원래 ‘어떤 모양이나 양상’을 나타내는 형식명사 ‘相(sou)’에 단정

의 조동사 ‘ダ(da)’가 결합한 형태이며 ‘ヨウダ(youda)’도 역시 ‘어떤

모양이나 양상’을 나타내는 형식명사 ‘様(you)’에 단정의 조동사 ‘ダ

(da)’가 결합된 것이다.한편 ‘ラシイ(rasii)’8)는 16세기 이후에 형용사

미사인 ‘ラシ(rasi)’와 推量(헤아림)을 나타내는 조동사 ‘ラシ(rasi)’가

유추에 의한 변화를 거쳤다고 추측되고 왔다.마지막으로 ‘ミタイダ

(mitaida)’는 ‘見た(mita:see past)’에 추측 문말 표 인 ‘ヨウダ

(youda)’가 결합하면서 음변화로 인해 축약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본격 으로 각 언어에서 실 되는 추측 구문 에서 추측 문

말 표 이 갖는 형태 특징과 의미 기능 특징을 고찰해 보자.

7)출처:松村 明 2006, 大辞林』,三省 .

8)특히 한국어 ‘–겠-’형태소와 일본어 ‘ラシイ(rasii)’에 해서는 그 어원에

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다.특히 일본어 ‘ラシイ(rasii)’의 경우이다.‘ラシイ

(rasii)’는 형용사에 덧붙어 ‘마치 -와 같다,자못 -한 모습이다’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미사와 만엽집(645년 이후)시 에는 벌써 존재하 던 推量을 나

타내는 종말의 조동사 ‘ラシイ(rasii)’의 구어체가 의미 측면에서 유추한 결과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그러기 때문에 ‘ラシイ(rasii)’의 형태 기원은 형용사

미사인 ラシ(rasi)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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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어의 추측 문말 표

3.1.한국어 추측 문말 표 의 형태 특징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

는 문말 표 인 ‘-겠-’,‘-을 것이(다)’‘-것 같(다)’‘-나/가 보(다)’

‘-은/을/는/던 모양이(다)’를 각 문말 표 들이 추측으로 표 되는 경

우에 어떤 형태 특징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1)

3.1.1.기존 연구 검토

각 표 들의 형태 특징에 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형태

특징에 해서는 명제 동작주 인칭이나 시제법,통사 구조와 련해

서 그 형태 특징을 밝힌 바가 있다.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국 남부

지방 방언에 보이는 형식명사 ‘-갑-’이 갖는 추측 양태 표 의 특징을

논한 이승재(2004)는 공시 이며 표 어를 심으로 검토한 기존 연

구 틀을 벗어나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를 하 다. 앙어(표 어)와 지

방 방언 간의 통사 구조와 통시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형태소가 갖

는 형태 특징을 밝힌 그의 연구 방법은 언어 조를 하는 데 바람직

한 방향이다.이러한 개별 표 에 한 연구 성과와 함께 제2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같은 의미 기능을 지닌 양태 표 을 종합 으로 고

찰하여 각 표 이 갖는 형태 특징을 밝힌 연구가 있다. 를 들어 정

희숙(2011)에서는 추측 표 의 형태 실 법을 선행용언/체언과 결

1)한국어에서 추측을 의미하는 표 은 음운 방법이나 어휘 방법,그리고

형태 (통사 구조에 의한)방법 등 다양한 표 들이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형태 특징만 다루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음운 특징도 같이 다

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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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구조를 심으로 분석해서 각 구조가 명제 인칭과 어떻게 실 되

는지를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보완해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 분석을

시도하 다.즉 한국어의 기본 구문 구조인 ‘A가 B하다’의 사건 진술

문 구조와 ‘A가 B하다’의 속성 진술 구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명제

동작주나 인칭,시제법,그리고 서술어에 나타나는 품사를 다르게 만

들어서 그 형태 특징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의미 특징 측면에서의 ‘-겠-’은 오래 부터 그 문법 기능

과 본질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그와 동시에 ‘양태’에 한 문

법 범주나 개념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2).한편 ‘-을 것이(다)’‘-은/을/는/던

것 같(다)’‘-나/가보(다)’,‘-은/을/는/던 모양이(다)’에 해서는 1970

년 이후 여러 개의 어휘소로 이루어진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의 문

법소로 보아 제2외국어 습득에 한 연구3)가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연구 상이 확 되었다.최근에 들어 추측의 표 들에 한 문법

연구를 살펴보면 나 (1999),김동욱(2000),이윤진·노지니(2003),정

희숙(2011)등을 비롯한 조언어학 연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

다. 나 (1999)는 제2외국어 학습 교재를 심으로,김동욱(2000)은

일본어 추측 표 과 조할 때에 태도의 주 성/객 성을 큰 기 으

2)본고에서는 ‘양태’표 에 한 논의를 깊이 다루진 않지만 연구사에 해서는

박재연(2004)을 참조.

3)Wong-Fillmore,L.(1976).The Second Time Around:Cognitive and Social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Stanford University:Unpublished

doctoraldissertation.에서는 숙어나 용표 등 늘 한 덩어리로 표 되는 요소

가 제2외국어 학습자들에게 보다 유창하고 빠른 언어 습득을 실 할 수 있다

고 주장하 다.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러한

통사 구성에 따른 표 유형은 ‘lexicalchunk’‘conventionallanguage

forms’‘lexicalphrase’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 왔고 한국 국내 연구에서는

이들을 ‘덩어리 표 ’이라고 부르기도 하다.자세한 연구 내용에 해서는 노

지니(2004)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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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차이 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이윤진․노지니(2003)는 제2외

국어 습득을 한 ‘-은/을/는/던 것 같(다)’,‘-나/가 보(다)’,‘-은/을/

는/던 모양이(다)’의 연구를 통해 형태 기능 차이를 심으로 설명하

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의 조

를 구해서 각 문장들이 어떤 느낌 차이가 나는 건지 는 어떤 문맥

에서 어색해 보이는 것인지 등을 하나씩 물어 보면서 각 문말 표 을

분류하는 문법 기 을 제시하겠다. 기존연구에서 장경희(1985)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다룬 ‘-겠지-’와 ‘-겠어-’등 문말 선어말어미 ‘-네-’,

‘-지-’,‘-더라-’,‘-어-’가 그 형태소 자체로 추측의 양태 기능을 갖는

다고 하 다.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말·선어말어미가 ‘추측에

한 확인 정도’등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고 단한다.각 추측 문말

표 과 함께 ‘발화 시 깨달음,감탄’,‘청자에 한 명제 확인’,‘회상’,

‘단정’과 같은 서법 기능도 추가하 다.그리하여 이들 문말 선어

말어미가 추측 표 에 한 확신 정도나 의심의 태도를 강조하는 요

소라는 견해를 주장하고자 한다.

3.1.2.한국어 추측 문말 표 의 실 방법

한국어 문장 구성은 품사와 련해서 동사 서술문,형용사 서술문

지정사(명사)서술문의 세 가지 유형으로 실 된다.동사 서술문은

그 의미 기능에 따라 동사 종류4)가 서 가지 유형으로 나 어진다.

4)의미 기능에 따른 동사 분류 연구는 1970년 후반부터 본격 으로 시작하

는데 그 에서도 油谷(1978)이나 이남순(1981)처럼 세 가지로 나 거나

정문수(1984)이나 정희자(1994)등 네 가지로 분류하는 등 몇 가지 견해가 있

다.본고에서는 추측 표 과의 유형을 고찰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동사

분류에 한 언 은 깊이 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희자(1994)의 분류 방법을

따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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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정문수(1984)와 정희자(1994)가5)제시한 동사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한국어의 기본 문장 구성에 해서 언 할 것이다.형

용사 서술문은 의미 특성상 진행형 ‘-고 있-’을 수반하는 서술문이 실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지정사(명사)서술문은 명사와 지정사 선

어말어미 ‘-이-’가 추측 문말 표 과 연결되면서 추측 구문이 나타난

다.

다음으로 한국어 추측 문말 표 의 결합 방법을 기 으로 보면 크

게 두 가지 구성법이 있다.하나는 선어말어미 ‘-겠-’구문처럼 서술

용언의 굴 형태와 결합한 양상을 보이는 형태 특징이며 하나는

나머지 요소인 ‘-듯하(다)/듯싶(다)’,‘-을 것이(다)’,‘-은/을/는/던 것

같(다)’,‘-은/을/는/던 모양이(다)’ ‘-나/가 보-’구문처럼 문장이

시제법까지 완결된 명제 구문과 결합하는 형태이다.

이 때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측 문말 표 에 추측 시 을 옮길

수 있는 과거 시제법 요소 ‘-었-’이나 부정법 ‘-지 않-(혹은 –이/가

아니-’)이 붙을 수 있다.이 때 발화 시 에 명제 사건이 미확인인지

확인된 상태인지 여부와는 무 하게 과거의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지

만,단순한 추측 표 을 넘어서 공손이나 정보 달의 의미가 강해지

고 추측 본래의 문법 기능에서 멀어진 것이다.

5)일본어든 한국어든 인구어나 국어처럼 굴 나 고립어 성격과는 달리

결합형태소에 의한 교착에 의해서 통사 구조가 실 되는 언어이다.하지만

일본어와 한국어가 가지는 어휘 형태 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추

측 구문에도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일본어 형용사류가 명사에 아

주 가까운 성격을 지닌 것에 비해서 한국어 형용사가 용언류에 가까움으로

형용사 서술문 구조에 차이가 보인다.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추측 표 이 표

출되는 구문 구조에 필요한 기본 구문 구조를 본문과 같이 제시하 다.

명제구문 문말 표-ㄹ/(은)는/
(으)ㄴ/었(던)-

명제 구문-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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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제 그 사람이 꽤 힘들었던 모양이야.

(2)어제 그 사람이 꽤 힘든 모양이었어.

(3)?(추측으로서)어제 그 사람이 꽤 힘들었던 모양이었어.

문 (1)이 발화 시 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한 추측을

나타내는 구조를 하고 있는 데에 비해 (2)나 (3)에서는 추측의 역을

넘어 발화 시 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묘사하는 기능이

강해진다.이 듯 명제 사건과 문말 표 이 통사 구조로 인해 결합하

면 명제 구문 내에서 사건 발생 시 이나 높임법 등의 서법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면 각 추측 구문이 명제 사건 시 과 련해서 어떻게 실 되

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1.3.‘-겠-’구문

추측을 나타내는 ‘-겠-’은 모든 용언 지정사 혹은 재 진행상

‘-고 있-’,과거 시제법 선어말어미 ‘-았(었)-’과 결합하여 추측의 의

미를 나타낸다.

(4)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희는 학생이겠어/겠네.

(5)아까 출발한다고 말했으니 지 그 사람이 차를 운 하고 있겠어.

(6) 번에 만났을 때 수능을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으니 희는

이제 졸업했겠어.

(7)(하늘을 보고)내일 비가 오겠어/오겠는데/오겠네.

(8)(드라마가 끝났으니)뉴스가 곧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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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 시제와 ‘-겠-’추측 구문과의 계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자.추측 사건시에 발화자(추측자)에게 주어진 정보의 유형을 살펴

보면 (1)은 ‘희가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라는 발화자 시각

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이다.한편 (2) (3)은 ‘그 사람이 출발하

다’는,옛날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 었을 때 구두로(명제 사건이 실

되었는지 미확인 상태로)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수능도 끝

났을 것이다’라는 제하에 발화시 사건을 추측하는 문장이다.(4)와

(5)는 발화자의 오감 정보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추측한다.다시 말해서 ‘-겠-’구문은 (1)∼(5)와 같이 명제 사건 발생

시 과 무 하게 모두 추측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한 그 때 주어

지는 사건 정보가 미확인 사건이든 이미 완료된(실재)사건이든 모두

문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맥에 따른 형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것이(다)’와

‘-겠-’은 모두 주어진 사건 정보가 미확인 정보이든 실제로 일어났다

고 인식하는 정보이든 사용할 수 있다.

한 구문 구조와 추측의 의미 기능 사이에 보이는 상 계를 살

펴보도록 하자.‘-겠-’에는 주격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도 있는데,

추측과 의지 사이에 보이는 형태 특징은 아래 문에서 볼 수 있다.

(9)(추측 양태로서)다들 내일 출장 갈 일이 미리 잡 있으니

(*내가/당신이/그 사람이)회의에 참석하겠다.

(10)(추측 양태로서)다들 하기 싫다고 하니 나는 이번 사회를

맡겠네.

(9)는 ‘당신(2인칭)이나 그 사람(3인칭)이 회의에 참석하는’경우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1인칭 ‘내’가 명제 동작주인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내가 참석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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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문으로 실 된다. (10)은 발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단하

을 때 ‘나’가 놓인 상황이 사회를 맡게 되는 추측 상황을 표 하고

있다.

(9)에만 인칭에 한 구문 제약이 생긴 이유는 바로 한국어 구문의

두 가지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즉 추측 구문과의 상호 계에 따른

구문 구조가 제약을 만든 것이다.여기서 (9)는 ‘A가 (B를)C하다’라

는 주격 A의 사건을 진술하는 구문(이것을 사건진술 구문이라고 한

다)구조이며 (10)은 ‘A는 B이다(하다)’라는 주격 A의 속성이나 성질

을 나타내는 구문(이것을 속성진술 구문이라고 한다)구조를 보인다.

속성 진술 구문의 서술어로는 지정사,형용사와 상태 동사류6)가 해당

되며,사건진술 구문의 서술어는 동작동사가 주로 해당되는데,동작주

가 1인칭인 경우에 이들 두 가지 구문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거나

문맥상의 제한이 생긴다. 사건진술 구문과 ‘–겠-’이 결합하면 (9)와

같이 추측보다 동작주의 ‘의지’기능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제한 인 문맥이란 사건진술 구문에서 기인하는 조건 이나

‘-지’나 ‘-네’,‘-더-’,‘-군-’등의 추가 양태 표 을 수반하는 경우나

발화자 본인에게 일어난 과거 사건(reality)이 기억나지 않거나 실

성(realisis)이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7)

(11)(아버지가…)우리 아들도 10년 후에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어.

(12)?(아버지가…)우리 아들도 10년 후에는 훌륭한 의사겠네.

세 번째로 (11)이나 (12)와 같이 서술어와 추측 표 과의 계를 보

6)‘좋아하다’,‘취하다’등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7)여기서는 평서문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며 부정법이나 의무를 나타내는 ‘-

(해)야 하-’를 수반하는 경우에 이 제약이 해당되지 않는다.

(1)내가 출 할 수밖에 없겠어.

(2)이번 회는 내가 진행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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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미래 지정사 서술문이 추측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면 ‘명사+(이)다’

의 단순한 지정사 서술문 구조보다 ‘명사+이(가)되다’를 수반해서 동

사 서술문 구조가 되어야만 추측 구문이 성립하는 것도 하나의 특

징이다.8)

이상에서와 같이 ‘-겠-’추측 구문의 형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명제 동작주가 1인칭일 경우에는 희망이나 가상 세계 표 등 제

한 인 문맥에서 나타나며,사건 진술 구문에서는 추측뿐만 아니라

발화자 (의문문에서는 ‘-지-’와 함께 청자)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단 사건 진술구조에 ‘-지-’나 ‘-네-’형태소를 수반하는 문장

은 오로지 추측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2.명제 동작주와 무 하게 ‘명사+지정사’서술문 명제는 미래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에 ‘-이(가)되-’를 수반할 때 단순 지정사를 이용한

서술문 명제보다 자연스러운 표 이 된다.

3.1.4.‘-을 것이(다)’구문

다음으로 ‘-을 것이(다)’문말 표 이 갖는 형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우선 명제와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면 ‘-을 것이(다)’구문은 명

제 선어말어미가 ‘-(으)ㄹ’일 경우에만 추측의 의미로 실 된다.그

밖의 선어말어미가 ‘-(으)ㄴ’,‘-(ㄴ)은’인 경우에는 사건을 단정하는

의미를 갖는다.즉 재 미래 과거 혹은 시제가 없는 일반 사건을

8)미래를 나타내는 지정사 구문 구조에 문말 양태가 유표로 표시되는 경우에

‘그는 내년에 벌써 성인이다’와 같은 경우와 ‘그는 내년에 벌써 성인이 되다’

의 ‘되다’동사를 수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문말 표 이 유표로 표시

되는 경우에 이것은 ‘되다’동사를 늘 수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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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추측할 수가 있는데,그런 경우에 재는 늘 진행상 문법소 ‘-고

있-’과 함께,과거 사건은 과거 시제법 형태소 ‘-었-’과 함께 실 된

다. 구어체에서는 ‘-것-’에서 ‘ㅅ’이 탈락해서 ‘-거-’로 흔히 실 된

다.

(13)(추측)철수는 어제 학교를 갔을 것이다.

(14)*(추측) 희가 시간을 맞춰서 온 것이다.

(15)(추측) 희는 내일 주로 내려갈 것이다.

‘-을 것이(다)’를 사용한 구문에서 인칭과의 계를 심으로 보자.

우선 1인칭의 경우 미래 사건진술 구문과 결합해서 추측의 의미보

다 오히려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많다.만약 추측의 의미 기능

을 갖는 경우에는 ‘-겠-’과는 약간의 의미 차이를 느낄 수 있다(3.3.참

조). 사건 진술문 구조에 ‘-지-’나 ‘-군-’,‘-네-’등의 형태소를 수

반하여 청자 확인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결국 ‘-을 것이-’

구문은 동작주가 1인칭 외이거나 진행상에서는 ‘-게 되-’와 함께 쓰일

경우에 추측의 의미로 해석하게 쉬워진다.

(16)(추측으로서)(*내가/당신이)이번 사회를 맡을 거 요

(17)(추측으로서)(*내가/?당신이)이번 사회를 맡을 것이지?

(18)(추측으로서)(내가/당신이)이번 사회를 맡게 될 거에요.

한편 ‘-을 것이(다)’구문의 형태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을 것이(다)’형태로 모든 시 사건이 나타난다.

1.‘A는 B이다’혹은 ‘A는 B하다’의 속성 진술 구문에서 명제 동작주

가 1인칭인 경우에 미래 시제법으로 나타나면 의지의 기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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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추측 구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2.명제 동작주가 1인칭일 경우,미래 사건진술 구문에서 의지의 성격

을 띠며 ‘-지-’형태소를 수반하는 경우에 그 문장은 추측의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다.

3.‘-겠-’구문과 달리 ‘-네-’,‘-더-’와는 결합하지 않는다.‘-지-’를

수반해서 청자 확인법을 나타내는 경우,2인칭 동작주 명제와 결합

해서 추측과 의지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4.1인칭 2인칭 동작주 미래 사건을 추측하는 ‘-을 것이(다)’구문

은 ‘-게 되-’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욱 자연스럽게 실 된다.

3.1.5.‘-나/가 보(다)’구문

‘-나/가 보(다)’구문은 형용사 지정사 어간과 ‘-은가 보(다)’,그

외 품사 어간과 ‘-나 보(다)’형태로 결합하는데,명제와 ‘-나/가 보

(다)’사이에 회상법 형태소인 ‘-더-’는 수반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9)

(19)지 밖에 비가 오나 요.

(20)밖의 날씨가 꽤 추운가 요.

(21)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요.

(22)회의실에 아무도 없나 보군요.

(23)철수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나 보더라/*생기더나 .

(24)철수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나 .

9) 정희숙(2011)에서는 ‘추측의 주제가 청자인 경우’에 ‘-나(가)보다’문장을

비문으로 보고 있지만 ‘네가 맨날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많이 건강해

졌나 .’와 같은 문장에서 추측의 뜻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형태

제약으로 다루지 않았다.김동욱(2012)에서는 이러한 문맥에 해서 ‘화자

가 자신의 단 자신의 단이 나타나는 명제에 해 제삼자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객체 인 서술태도’를 나타낸다고 간주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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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은/을/는/던 모양이(다)’,‘-은/을/는/던

듯하(다)/듯싶(다)’,‘-은/을/는/던 것 같(다)’구문

이들 문장 모두가 과거, 재 그리고 미래 사건과 함께 나타난다.

용언 는 지정사 선어말 어미와 결합해서 확인하지 못한 사건을 추

측하는 문들이다.문맥 즉 의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건 발생

시 과 무 하게,동작주 인칭 제약 없이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 제약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맥상의 제약이나 어색함이

보이는 몇 가지 표 에 해서만 언 하도록 한다.

(25)(주로 문어로:오늘 머리가 무척 아 다.)어제 내가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야/것 같아/듯해.

(26)내일 내가 모임에 참석(해야 될 모양이야/?할 모양이야).

(25)의 문장에서는 추측을 하는 자(여기서는 발화자)가 오늘 머리가

많이 아 상태로 단해서 발화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확인 불가

능한)과거 사건을 추측하는 구문이다.기본 으로 ‘-은/을/는/던 모양

이(다)’구문은 ‘모양’이란 어원의 특징상 제3자를 묘사하는 데 많이

쓰이고 1인칭이나 2인칭과 함께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25)문장의

경우 김동욱(2012)이 말하는 ‘객체 단’에 해당되는 제한 인 문맥

으로 볼 수 있다.다시 말해서 발화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해서 제삼자 태도를 취한 것이다. (26)에서도 ‘-은/을/는/던 모양

이(다)’구문이 매우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에서 고찰한 ‘-겠-’이나 ‘-을 것이(다)’구문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인칭

동작주의 미래 사건에 한 추측 구문에서 ‘명사+이(가)되-’ 는 ‘동

사 어간+게 되-’와 결합해서 추측 시 과 미래사건 사이에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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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표시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구문을 만들 수 있다.

3.1.7.한국어 추측 문말 표 의 형태 특징 마무리

3.1.에서는 한국어의 추측 구문에서 볼 수 있는 형태 특징에 해서

살펴보았다.그 결과 ‘-겠-’과 ‘-을 것이(다)’‘-나/가 보(다)’구문에서

명제 사건의 동작주와 발생 시 과 연 된 형태 제약이 보 다.첫

째 특징으로서는 1인칭이 동작주가 되는 미래 명제 사건인 경우에는

‘A가 (B를)B하다’의 사건진술 구문에 ‘-게 되-’나 어미 ‘-지’나 ‘-네’

등을 수반해야 추측의 의미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겠-’과 ‘-을

것이(다)’구문을 제외한 나머지 표 들은 이러한 어미에 한 제약이

없는 데에 비해서 ‘-겠-’구문과 ‘-을 것이(다)’구문에서는 제약이 보

인다.지 까지 고찰한 결과를 형태 제약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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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형태 실 방법

짐작표 동사 형용사 지정사

-겠-

과거:-었-

재:(어간)+고 있-

미래:(어간)-

과거:어간-었-

미래:어간-

과거:-이었-

재:-이-

미래:-이 (되)-

-나/가

보(다)

과거:-었나-

재:

-고 있나-/어간-

미래:-(려)나-

과거:-었나-

재:어간-

미래:-으려나

(상태형용사-지려

나-)

과거:-이었나–

재:(명사)인가-

미래:(명사)이/가

되(려)나-

-듯하(다)

과거:-(으)ㄴ-

재:(-고 있)는-

미래:連用형-

과거:-(으)ㄴ/던-

재:-(느)ㄴ-

미래:-(으)ㄹ-

과거:-이었던-

재:-인-

미래:-일-

-것

같(다)

과거:-ㄴ/은/던-

재:-고 있는/는-

미래:-을-

과거:-던-

재:-(느)ㄴ-

미래:-(으)ㄹ-

과거:-이었던-

재:-인-

미래:-일-

-모양이

(다)

과거:

어간-ㄴ/은/던-

재:

어간-(고 있)는-

미래:어간-을 -

과거:-던-

재:-(느)ㄴ-

미래:-(으)ㄹ-

과거:-이었던-

재:-인-

미래:-일-

첫 번째로 ‘-겠-’구문에서 1인칭 동작주 미래 사건 진술문에서만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가지며,그 외에는 ‘추측’의미 기능을

가진다.두 번째로 ‘-겠-’구문은 1인칭 동작주 미래 사건진술 구문과

함께 ‘-지-’나 ‘-네-’가 필수 으로 따라 붙는 형태를 보인다.세 번째

특징은 ‘-을 것이(다)’구문에서 청자인 2인칭 동작주 미래 사건에

해서 ‘어간+거(ㅅ이)지-’로 추측이 아닌 ‘청자의 의지 확인’기능을

나타낸다.이어서 네 번째로 ‘-겠-’,‘-나/가 보(다)’는 그 외 표 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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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체언 용언 어간이나 과거 시제법 ‘-었-’과 함께 나타나

지만,‘-나/가 보(다)’는 명제와 양태 요소 사이에 ‘-더-’를 결합하지

못한다.

3.2.한국어 추측 문말 표 의미 특징

이어서 한국어 추측 문말 표 의 의미 특징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본고에서는 단 근거가 주 이든 객 이든 모든 추측의

의미 기능을 갖는 문맥에서는 모든 표 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단한

다.그래서 단 근거가 갖는 성격이 각 표 의 실 기 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일단 배제하기로 한다. 신 ‘단 근거 정보에 한

발화자의 인식 유형’과 ‘얻어진 단 근거에서 추측하는 과정의 유형’

의 두 단계로 나 어서 각 추측 표 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기 을

밝히고자 한다.구체 으로는 단 근거 정보와 련해서 ‘주어진 정

보 실 확인 여부’와 ‘명제와의 인과 계(기인 사건인지 결과 사건

인지)’의 두 가지 기 을,추측과정과 련해서 ‘가상 세계 묘사/수반

사건 선택’여부와 함께 ‘만들어진 명제를 인정하거나 의심의 감정이

추가 으로 들어가는지의 여부’가 각 문말 표 에 의미 차이를 만든

다고 주장한다.

3.2.1.기존 연구 검토

(27)(기상청 보에서 비 보를 듣고서)내일 비가 (오겠다/올

것이다/올 모양이다/오나 보다).

(28)(하늘에 그름이 낀 모습을 보면서)내일 비가 (오겠다/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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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모양이다/오나 보다).

(29)(발화자의 무릎이 쑤시는 것을 보고)내일 비가 (오겠다/올 것이다/

올 모양이다/오나 보다).

(27)～(29)는 모두 기존 연구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 을 보여

주는 시이다.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김동욱(2012)처럼 추측

요소들의 차이 을 ‘단 근거가 직 /간 ’이거나 ‘근거 존재/비

존재’등의 기 으로 설명해 왔는데 윗 문들은 어떤 매체를 통한

정보,혹은 시청각 등 오감을 근거로 모든 요소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고찰은,한국어학이 일본어학 연구의 향을 받아 구분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기 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근거가 직 이거나 간 혹은 근거의 존재

여부가 요한 것이 아니라 발화자(추측자)가 어떤 사건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식

혹은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라는 사건에 한 발화자의 인식이 표

분류의 기 이 된다.

한정환·정희숙(2011)은 ‘-나/가 보(다)’‘-은/을/는/던 모양이(다)’

‘-은/을/는/던 듯하(다)/듯싶(다)’를 상으로 형태 결합 시 생기는 각

요소 제약에 해서 정리하 는데,형태와 의미 간의 상호 계까지

는 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은 형태 제약

에서 어떤 의미 기능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단,

여기서 다양한 서법 종결어미를 결합시킨 추측 표 들의 비문성을

고찰한 결과 ‘-나/가 보(다)’와 ‘-은/을/는/던 모양이(다)’에서 추측의

주체가 청자일 때,즉 ‘-니’와 같은 종결어미와 결합을 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을 밝힌 것은 그들 의미에 따른 특징이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유진·노지니(2003)는 ‘-겠-’,‘-은/을/는/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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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은/을/는/던 것 같(다)’에 해서 의미 차이를 밝힌

바가 있다.이러한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한 새로운 규칙을 만

든다는 목 으로 각 표 들의 형태 의미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다.

[1]‘-은/을/는/던 것 같(다)’구문

의존명사 ‘것’은 명제내용을 명사 로 묶어 주는 문법 인 역할을,

‘같다’는 ‘가정 동일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함으로

써,‘-은/을/는/던 것 같(다)’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하지만 ‘-것 같-’는 다른 추측 표 인 ‘-나/가 보

(다)-’나 ‘-은/을/는/던 모양이(다)’등에 비하면 인칭이나 시제,서법

의 제약 없이 비교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2]‘-나/가 보(다)’구문

‘-나 보(다)’ 는 ‘-가 보(다)’의 ‘-나’와 ‘-가’는 원래 의문형 종결

어미다.따라서 ‘-나/가 보(다)’의 ‘-나/가’는 문법 으로는 명제내

용을 의문문으로 귀결시키는 역할을,의미 으로는 명제내용에 한

청자의 내용 의심 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 한 ‘보다’가 나타내는 ‘단’의 의미가 결합하여 ‘-나/가 보

(다)’가 체로서 ‘추측’의 의미 기능을 나타나게 된다.

[3]‘-은/을/는/던 모양이(다)’구문

‘-은/을/는/던 모양이(다)’는 ‘모양’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생김새

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처지,형편,상태’의 추상 의미로 확장되

면서 문법화된 표 이다.다만 ‘-것 같다’,‘-나/가 보(다)’등은 ‘-것

+같다’,‘-가+보다’라는 식으로 항요소와 후항요소로 나눠져 항

요소가 선행 로 명사 이나 의문 로 나눠지고,그것을 후항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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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용언이 의미 으로 보충하는 구문구조를 갖는데 반해 ‘-은/을/

는/던 모양이(다)’는 비교 간단한 구문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 특징에 해서는 본고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다만 이들 특징을 근거로 의미 차이에 해서는 역시 김동욱

(2012)의 ‘주체 추측’과 ‘객체 추측’의 두 가지 기 으로 ‘-은/을/는/던

것 같(다)’가 ‘주체 이고 주 인’추측을 나타내며 ‘-나/가 보(다)’

‘-은/을/는/던 모양이(다)’가 객체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서,앞에서 언 했듯이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30)내일 비가 올 거야.

*내일 비가 오겠다.

(31)내일 내가 (아마/꼭)집에 있을 거야.

내일 내가 (*아마/꼭)집에 있겠어.

((30),(31)은 이윤진·노지니(2003)인용)

이윤진·노지니(2003)는 (30)을 근거로 ‘-을 것이(다)’구문이 ‘화자와

청자가 단 근거 정보를 공유할 때 ‘-겠-’을 사용하고,화자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을 것이(다)’를 사용한다고 정의하 다.

즉,‘-을 것이(다)’와 ‘-겠-’의 차이 은 청자와 화자의 존재를 제로

성립한다는 것이다.하지만 화자와 청자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

는지 여부를 각 표 사용의 구별 기 으로 한 것은 조 험해 보

인다.그 이유는 ‘A하면 B가 되다’라는 ‘상식’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같은 문화권이라고 해도 다를

수 있는 데, 를 들어 어떤 사람은 8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아,

이제 곧 뉴스가 시작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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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시작한다’라는 인지된 상황은 발화자에게만 존재할 수도 있다.

하나의 를 들면 발화자 자신이 몸살이 나서(그 상태는 청자에게

는 보이지 않는 발화자의 내 정보이다)‘감기에 걸렸나 ’라고 할

때,‘감기에 걸렸다’는 명제 사건은 발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된 정보

라고 하기가 어렵다. (31)에서 보이는 느낌 차이를 ‘추측의 확신

정도’에 있다고 하지만 본고에서는 (30)에서 (31)모두가 만들어진 명

제에 해서 발화자가 어떤 감정이나 태도로 근하는지에 따라 차이

가 생기며,10)종결어미로 인해 확신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자 한다.

앞으로 문들을 보면서 각 요소의 의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한다.

3.2.2.‘-겠-’구문과 ‘-을 것이(다)’구문

본고의 연구 상인 추측 문말 표 의 의미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 기 이 바로 ‘단 근거가 미확인 정보’

인지의 여부이다.다음 를 살펴보도록 한다.

(32)(철수가 열심히 비빔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직 보고)

철수는 배가 고팠던 고팠겠어/고팠던 모양이네/고팠나 /고팠던

것 같아.

(33)그 때 1 만 더 빨리 이크를 밟았었다면 사고가 안 났었겠어/

났었을 거야/*났었던 모양이야/*났었나 .

(32)와 (33)문장 사이에는 항 에 큰 차이가 있다.즉 (32) 항

10) 를 들어 ‘-것이다’와 같은 경우 형식명사 ‘것’에 ‘이다 (단정)’,‘(거)지 (확

인,의심)’,‘(거)야 (단정/강조)’,‘(거)네 (감탄/발견)’등 종결어미 요소로 인해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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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발화자가 인정하는 사건이

고 (33)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 발화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못한

사건이다.이 때 (32)에서는 연구 상 표 이 모두 자연스럽게 나타

나는 데에 비해 (33)에서는 ‘-겠-’과 ‘–을 것이(다)’만 나타난다.이것

은 ‘-겠-’과 ‘-을 것이(다)’구문에서는 주어지는 정보가 실제 일어났

다고 발화자가 인정하는 사건이든 미확인 사건이든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데에 비해 나머지 두 가지 표 들은 이미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단근거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그럼 이러한 큰 구분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겠-’과 ‘-을 것이(다)’, 는 ‘-을/는/은/던/모

양이(다)’와 ‘-나/가 보(다)’를 구분 짓는 기 은 과연 무엇일까.

3.2.3.‘-겠-’구문

(34)a.냉장고에 있는 사과가 떨어졌어.

b.사과를 사와야겠네.

(35)a.사과를 사올 게.

b.*다 떨어졌겠어 /떨어졌겠지. (장경희,1985에서는 *)

b’.아,다 떨어졌겠네 /떨어졌겠구나. (b’는 이와마)

장경희(1985)는 ‘-겠-’이 갖는 의미 특징을 설명하기 해 (34),

(35)문장을 제시하면서 ‘항 사건과 후항 사건 사이에 인과 계가

있을 때 ‘-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인과 계란 항 사

건이 후항 사건의 추측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34) (35)).‘-겠-’이 인과 계에 의거한 추측 구문이란 기

존 연구들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하지만 하늘이 잔뜩 흐린 모

양을 보고 ‘내일 비가 오겠네.’,‘내일 비가 올 모양이야.’,‘내일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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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 같아.’등 다양한 표 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한국어 추측 표

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의미 기능의 차이를 단순히 인과 계만을 기

으로 구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11)그럼 ‘-겠-’과 다른 요소

를 구분하는 기 은 무엇일까?

(36)어제 퇴근 시간에 철이 많이 붐볐어요.

(추측하는 자는 비가 왔는지 미확인 상태임)

a.그랬구나.그럼 집에 늦게 (도착했겠어요/도착했겠네요/도착했겠

군요/도착했겠지요).

b.그랬구나.그럼 집에 늦게 (??도착했던 모양이에요/?모양이네

요/?모양이군요/??모양이지요).

(37)(밖에서 야근하다 다음 날 아침 집에 온 남편에게)

a.어제 비가 왔으니(와서)많이 추웠겠어요/추웠겠네요/추웠겠

군요).

b.어제 일기 보에서 이 온다고 했었는데 많이 추웠겠어요

/추웠겠네요/추웠겠군요.

c.(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매우 춥다.)

밤에 일할 때도 추웠었겠어요/추웠었겠네요/?추웠었겠지요.

(36)과 (37)은 ‘-겠-’구문의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을 보여 주다.첫

번째는 (36)처럼 주어진 정보 사건이 발화자에게 미확인 사건이면 어

떤 경우에도 ‘-겠-’구문이 잘 어울리다.한편 ‘-겠-’외 표 들(여기

서는 표 으로 ‘-을/는/은/던/모양이(다)’)은 어색함이 있는 이다.

두 번째는 기인 사건이 주어진 경우에는 필연 인 결과 사건을(37a),

11)그러나 ‘-겠-’이 다른 추측 표 에 비해서 항 사건이 후행하는 추측 사건

의 ‘기인’사건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다. 를 들어 ‘그 께 방송된

뉴스에 따르면 어제 도쿄에 폭설이 내린다고 했었어.그러니까 어제 도쿄에

는 이 많이 내렸을 거야.’라는 표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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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확인 사건이나 결과 사건이 주어진 경우에는 발화자의 가상

세계를 명제로 만든다는 이다(37b,c).

첫 번째 특징은 (37b)처럼 제3자 입을 통해서나 뉴스의 일기 보

등 제3매체 정보를 발화자가 실제로 실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는 불

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 때 추측하는 명제는 발화자의 가상

사건이 추측 명제가 되며 발화자는 주어진 정보가 참이었을 때 상상

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그 로 도출한다.그러므로 선행 사건이 미

확정이기 때문에 명제 사건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지-’를 수반한 구

문이 아주 자연스럽다(36a).

한편 주어진 정보 사건A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 상태로 발화

자가 사건A를 기인 사건으로 받아들 을 때(37a)추측 명제는 발화자

의 가상 세계보다 실제 세계에서 필연 인 인과 계를 맺은 결과 사

건이 해당된다. 를 들면 (37a)에서 주어진 사건 정보는 ‘어제 비가

왔다’는 실제 일어났다고 인식된 사건이다.이것은 주어진 기인 사건

을 통해서 동일한 시 이나 그 이후 시 에 일어났을 수 있는 필연

인 결과 사건을 명제로 만든 것이다.이와 반 로 발화자가 사건A를

결과로서 받아들 을 때 추측 명제 사건은 발화자의 가상 세계를 묘

사하는 기능을 갖는다(37c).이 때 명제 시 인 ‘추웠겠-’의 기인 사건

을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제도 ‘추웠-’보다 한 단계 앞선 ‘비가

왔었으니까(37c)’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표 이다. 한 ‘미확

인 기인 사건에서 결과 사건의 추측인 경우’(37b)에는 ‘이 많이 왔

다’는 가정 하에 그 사건과 필연 인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단

순히 묘사하는 ‘-겠-’구문이 자연스럽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겠-’은 주어진 정보가 실제 일어났다

고 인정되는 사건과 미확인 사건일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만약 그

것이 실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사건이면 ‘자연섭리’나 이미 실 세

계에서 일어났다고 인식한(완료된)사건처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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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사건에 해서 필연 인 결과를 추측하는 사건 명제가 나타난

다.만약 주어진 사건 정보가 ‘완료된 기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발

화자의 상상 속에 있는 가상 사건을 추측 명제로 도출하는 기능도 있

다.참고로 ‘-겠-’처럼 추측의 두 가지 유형이 ‘-것 같다’와 ‘-겠-’에만

있고 나머지 표 인 ‘-은/을/는/던 모양이(다)’,‘-나/가 보(다)’에는 없

는데 이에 해서는 나 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자.

3.2.4.‘-을 것이(다)’구문

앞의 의 분석을 통해서 ‘-겠-’구문과 ‘-을 것이(다)’구문이 모두

주어진 사건 정보와의 인과 계를 근거로 가상 세계를 묘사하는 공

통 이 있다.그러나 가상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는 ‘-겠-’과는 달리

‘-을 것이(다)’는 가상 세계에 명제 인정의 감정을 개입하는 에서

차이가 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을 것이(다)’가 일반 으로 확신도가 높거나 인

정의 태도를 보이는 추측 표 으로 언 되어 왔다.본고에서는 그러

한 견해도 ‘감정 개입’효과로 보고자 한다.즉 ‘-을 것이(다)’는 발화

자가 필연 으로 수반된다고 생각하는 결과나 기인 사건을 가상 세계

에 묘사해서 도출하는 과정에서 명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첨가한 감정

개입을 보이는 것이다.

그럼 4.2.3.‘-겠-’구문의 특징을 참고로 ‘-을 것이(다)’가 어떤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38)a.(네가/그 사람이)그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리겠어.

b.?(네가/그 사람이)그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릴 거야.

(39)(아나운서가 일기 보를 하며 …)

a.내일은 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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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내일은 맑을 것입니다.

(40)‘기상청은 보를 통해 체감기온이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

혔다. (네이버 뉴스 인용)

우선 (38a)는 명제 사건 동작주가 아직 옷을 입은 모습을 보지 않

는 미확인 사건일 경우에 발화자가 ‘그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가상

세계를 묘사한 추측 구문이다.이 때 (39b)는 가상 세계를 단순히 묘

사한 것이 아니라 감정 개입 장치를 통해서 명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특징은 ‘-겠-’구문이 가지는 ‘단순한 묘사’가 ‘

군가의 의도와 상 없이 무조건 그 게 될 것’이라고 측하는 느낌

을 강하게 주는 반면,‘-을 것이(다)’구문이 갖는 ‘감정 개입’이 ‘꼭

그 게 되리라 생각한다’12)는 확신성이 높은 추측으로 인정하는 에

서도 차이를 보인다.

(39)는 실제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자연섭리’를 어떤 과학 근거에

의거하여 보(추측)하는 문맥이다.여기서는 측 데이터 등의 주어

진 정보를 당연히 실제 일어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이 때

(39a)와 (39b)사이에는 의미 차이가 보인다.즉 (39a)는 기상 측

에 의해 주어진 정보를 실제 일어날 것이라고 인정한 후에 필연 으

로 얻어질 만한 사건인 ‘맑음’을 단순하게 묘사한다.한편 (39b)는 a에

‘참’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추가함으로써 명제 인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다시 말해서 ‘-을 것이(다)’는 ‘필연 사건을 단순히 묘사’한 ‘-

겠-’과는 달리 감정 개입 장치를 통과시켜서 명제가 ‘참’임을 추가한

것이다.이러한 감정 개입이 모두 ‘(명제에 한)인정 태도’를 첨가하

는 것은 아니지만 어도 한국어에서는 ‘명제에 한 인정’을 첨가한

다.13)

13)‘감정 개입 장치’란 사건 묘사에 한 발화자의 감정 개입의 여부를 결정짓



- 37 -

이와 같은 기 으로 (40)을 살펴보도록 한다.여기서는 ‘심하게’라는

척도 부사가 들어가 있다.필연 으로 수반되는 ( 는 발화자가 그

게 생각하는)‘기온이 떨어지다’를 단순한 사건 묘사보다 그 사건에

한 인정의 태도를 첨가해서 도출한 것이다.그러므로 (40)에 한

신뢰도가 일반 으로 높아진다.

(41)(하늘에 구름이 낀 상황을 보고)

a.비가 오겠다/오겠지/*오겠야.

b.?내일 비가 올 거야/거지/거야.

(42)(겨울 날씨에 계속 밖에 서 있으면서)

a.이러다가 감기 걸리겠다.

b.?이러다가 감기 걸릴 거야.

(43)(겨울에 반팔로 돌아다니는 친구(제3자)를 보고 청자에게)

a.춥겠다.

b.?추울 거야.

(44)(식탁 에 발화자가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이크가 있다)

a.와!이 이크 맛있겠다.

b.?와!이 이크 맛있을 거야.

(41)이나 (42)와 같은 문장에서 ‘-겠-’은 역시 주어진 정보를 기인

사건으로 삼아 과거의 경험이나 일반 인 상식이나 자연 섭리 등 사

람의 의도와 상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낸다.14)한편　강

조의 뜻을 나타내는 ‘-야’가 ‘-을 것이-’와 어울리는 것은 ‘-을 것이

는 요소인데,한국어의 ‘-나/가 보(다)’는 ’명제에 한 인정의 태도‘를 부가

하여,’-지도 모르다‘는 ’명제에 한 의심을 부가하는 등 金水(1992)에서도

언 한 ‘遠이냐 近이냐’나 早津(1988)의 명제에 한 태도도 이에 포함된다.

14)덧붙어 말하면 이러한 ‘실성(realisis)’사건은 동 /정 의 차이와는 연 성

이 크게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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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감정 개입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

비해 ‘-겠-’은 그러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기존 연구에서 ‘순간

인 단’이나 ‘매우 주 인 단’으로 왔던 (42)와 같은 경우도

사실 ‘-겠-’구문뿐만 아니라 ‘-을 것이(다)’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도 역시 추측의 속도나 단 근거 여부와 무 하

게 추측 표 인 ‘-겠-’과 ‘-을 것이(다)’는 여 히 의미 차이를 보이

고 있다.다시 말해서 (43)‘-겠-’은 발화자에게 주어진 정보와 수반

될 만한 필연 인 결과 사건을 가상 세계로 묘사한 추측 구문인 데에

비해 ‘-을 것이(다)’는 그 가상 세계에 감정 개입을 통하여 명제에

한 인정의 태도를 부가해서 묘사한 것이다.

(44)에서는 두 가지 표 의 차이 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 주고 있

다.이 문장에서 발화자는 자신의 시각 정보와 자신의 내 정보를

바탕으로 ‘책상 에 있는 이크가 먹음직스럽다’는 가상 세계를 묘

사한 것이다.이 때 이크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의 가상 세계에서는

‘맛이 없겠다’란 추측 명제도 나올 수 있다.그러므로 ‘가상 세계의 묘

사’는 두 가지 표 에 있어 공통 특징이지만 가상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는 ‘-겠-’구문과 달리 감정 개입 장치로 인한 인정의 태도를

부가하는 것이 분명한 차이 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기존 연구의 ‘단 근거에 한 발화자와 청자 간

의 공유 여부’나 ‘단 근거의 주 /객 성’과는 달리,‘단 근거에 수

반될 만한 가상 세계를 만드는지,수반될 만한 사건 에서 선택해서

추측 명제로 택하는지’의 차이가 ‘-겠-’과 ‘-을 것이(다)’두 가지 표

과 그 외 표 을 구별 짓는 기 임을 밝혔다. ‘-겠-’과 ‘-을 것

이(다)’를 구별 짓는 기 으로서 ‘가상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는지 아

니면 ‘감정 개입을 통해서 명제에 한 인정을 부가’하는지의 표출 방

법 차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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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은/을/는/던 모양이(다)’,‘-가/나 보(다)’구문

‘-은/을/는/던 모양이(다)’와 ‘-가/나 보(다)’는 ‘-겠-’이나 ‘-을 것이

(다)’구문과 달리 추측 시 까지 주어진 정보가 이미 일어났다고 인

정한 사실이어야 하는 에서 공통 이 있다. 한 이들 두 표 을

구별하는 기 역시 ‘감정 개입에 의한 명제 인정’의 태도 차이이다.

‘-나/가 보(다)’가 문어체와 구어체 모두 사용 가능한 데 비해서 ‘-

은/을/는/던 모양이(다)’는 격식이 다소 떨어진 문맥에서 구어체로 실

된다.그럼 ‘-은/을/는/던 모양이(다)’와 ‘-가/나 보(다)’의 분명한 차

이 이 어떤 것인지 를 들어가면서 구체 으로 고찰해보자.

(45)15)어제 비가 많이 왔지요.그래서 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많았던 모양이(에요/네요)/많았나 ( 요/보네요).

(46)a.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b.그럼 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많았던 모양이(에요/네요)

/*많았나 (요/보네요).

(45)와 (46)은 에서 보았던 ‘-겠-’ ‘-을 것이(다)’구문과 ‘-은/

을/는/던 모양이(다)’ ‘-나/가 보(다)’의 차이 을 보여 다.다시

말해서 (44)는 발화자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건 정보가 주어

졌을 때 ‘-은/을/는/던 모양이(다)’와 ‘-나/가 보(다)’가 자연스러우며

‘-겠-’구문이 어색하다.반면 (45)처럼 아직 실 되지 않은 미확정

15)‘어제 비가 와서 그 사람이 늦게 온 모양이에요.’와 같은 원인 사건을 추측

하는 구문 구조는 ‘그 사람이 늦게 왔다’는 실재 사건 정보를 근거로 추측하

고 있는 명제 사건은 ‘비가 왔다’는 실재 사건 후보이다.이러한 경우 ‘-모양

이다’와 함께 나타나는 명제는 추측 명제가 아니라 ‘양태나 모습’을 나타내는

추측과는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문으

로 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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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은/을/는/던 모양이(다)’와 ‘-나/가 보

(다)’를 사용할 수가 없다.즉 ‘-은/을/는/던 모양이(다)’와 ‘-나/가 보

(다)’표 은 오로지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이미 완료했다고 인정

한) 단 근거가 주어졌을 때만 나타난다.

(47)(지 내(발화자)자신이 머리가 매우 아 다.)

a.내가 어제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야/모양이네.

b.내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셨나 /마셨나 보네.

(47)은 발화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과거 사건을 기억하지 않거나

상 밖에 있는 실 즉,‘발화자가 인정하는 실(realisis)’로 받아들이

지 않는 문맥에서 나타나는 구문이다.발화자 오감을 통해서 주어진

직 인 정보 혹은 어떤 제3의 매체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근거로

해서,그 정보와 수반한다고 인정하는 사건 하나를 택하여 명제로서

묘사한 것이다.이 때 (47a)가 명제로 택한 사건을 단순히 묘사한 데

에 비해 (47b)는 묘사하는 사건 ‘(발화자가)그 게 보다’에 한 인정

을 보이는 데 차이가 있다.다시 말해서 ‘-은/을/는/던 모양이(다)’가

마치 제3자를 말하는 듯이 ( 에 보이는 그림을 설명하는 듯이)단순

한 묘사 혹은 기술을 하는 반면,‘-가/나 보(다)’는 택한 사건에 인정

의 태도를 부가시키고 있다.16)이러한 ‘-은/을/는/던 모양이(다)’는 ‘이

16)1.<시청각 정보>지 제3자가 가방에 교과서를 담고 있는 것을 보고

1-1.그는 내일 학교로 갈 모양이야.

1-2.그는 내일 학교로 가는 모양이야.

미래 사건을 짐작하는 경우에,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1-1구문만 아니라,1-2

구문처럼 재 시제를 사용한 명제 뒤에 추측의 문말 표 을 덧붙는 경우가 있

다.이것은 ‘모양’이란 재 모습을 단 근거로 짐작을 하는데,미래 시제보다

재 시제로 실 될 때,명제에 한 발화자의 확신 정도가 높은 표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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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수반할 만한 사건’을 단순히 묘사하

는 성격 때문에 본인만의 확신도가 높은,즉,명제에 한 인정도가

높은 문맥에서 나타난다.이것은 ‘당연히 수반될 만한’이라고 생각하

는 본인만의 추측이기 때문에 신문 등의 제3의 매체 정보보다 일상

화 장면의 입소문과 같은 문맥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럼 ‘-은/을/는/던 모양이(다)’와 ‘-나/가 보(다)’가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은/을/는/던 모양이(다)’와 ‘-나/가 보(다)’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경우

명제 사건진술 구문에서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 날씨 정보 등 자

연섭리에 따른 일반 인 측 사건을 단순히 묘사하는 경우에 ‘-은/

을/는/던 모양이(다)’와 ‘-나/가 보(다)’가 양립(両立)할 수 있다.

(48)(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고사리를 가득 들고 집으로 오셨다)

올해는 풍년인 (모양이네/가 ).

(49)(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많이 지쳐 보인다.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에게)

오늘 일을 많이 하고 오(신 모양이야/셨나 ).

<2>‘-나/가 보(다)’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정치 이야기 등 격식이 높은 문맥에서 주어진 사건을 근거로 명제

사건을 추측이나 측할 경우에, 한 명제 사건 동작주가 청자인 경

이것은 ‘-할 모양이다 >-하는 모양이다 >-한다’의 순서로 미래에서 재로

내려올수록 발화자가 ‘실(reality)’과 짐작하고자 하는 사건의 ‘실성(realisis)’

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며,발화자가 ‘실(reality)’과 ‘실성(realisis)’이 완 히

일치가 된다고 느껴졌을 때 명제는 무표로 표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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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은/을/는/던 모양이(다)’가 실 되지 않는다.

(50)( 통령이 비행기를 내려오면서 흐뭇한 표정을 보인다)

오늘 의는 잘 이루어(졌나 /*진 모양이야).

(51)(수업 에 졸고 있는 자리 친구에게)

많이 피곤한(가 /*모양이야).

참고로 <3>‘-나/가 보(다)’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찾을 수 없으

므로 어도 ‘-나/가 보(다)’가 ‘-은/을/는/던 모양이(다)’보다 넓은 문

맥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다시 정리하면 ‘-은/을/는/던 모양이

(다)’구문은 이미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당연히

일어날 만한 수반 사건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기능을 가지는 반면 ‘-

나/가 보(다)’구문은 ‘-은/을/는/던 모양이(다)’에 감정 개입 장치를

통해서 명제에 한 인정을 높인 추측을 나타낸다.이러한 ‘-은/을/는

/던 모양이(다)’와 ‘-나/가 보(다)’의 차이 에서 ‘-은/을/는/던 모양이

(다)’가 주로 구어체에서 격식이 ‘-나/가 보(다)’보다 다소 떨어진 느

낌을 주는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2.6.‘-은/을/는/던 듯하(다)/듯싶(다)’와 ‘-은/을/는/던

것 같(다)’구문

지 까지 ‘주어진 정보를 실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가

상 세계 묘사/수반 사건 선택’,그리고 ‘명제 사건에 한 감정 개입도

(거리)’의 세 가지 기 으로 각 문말 표 들이 가지는 의미 차이를 분

석하 다.본고에서 세운 기 으로 분석했을 때 ‘-은/을/는/던 것 같

(다)’는 에서 언 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구문이며,‘-은/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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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듯하(다)/듯싶(다)’도 ‘-은/을/는/던 것 같(다)’와 마찬가지로 같은

문맥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로 문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한 ‘-을 수 있(다)’구문도 한 사건 실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추측 표 이다.이 때 ‘-을 수 있(다)’는 어떤 추측을 하는 데 주

어진 정보에 수반될 만한 사건 후보 에서 하나를 추측 명제로 택해

서 단순히 묘사한다. ‘-을 지도 모르(다)’구문은 ‘모른다’라는 자기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문장이기 때문에 이 때 추측은 주어진 정보에

서 상상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묘사하는 것과 동시에 감정 개입을

통해서 의심의 태도를 부여한다.

3.2.7.한국어 추측 문말 표 의 의미 특징 마무리

지 까지 언 한 추측 표 의 의미 기능에 해서 정리하도록 하

자.우선 ‘-겠-’과 ‘-을 것이(다)’에 한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은/

을/는/던 것 같(다)’구문은 주어진 정보를 발화자에 해 미확인 상

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데 비해 나머지 문말 표 들은 오로지 ‘이미

완료된(실재)사건에 의거한’추측 구문으로 실 된다.하지만 ‘-겠-’

의 경우엔 미확인 사건이 주어진 경우와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건이 주어진 경우에 인과 계로 맺어진 가상 세계를 단순히 묘사

하는 기능을 갖는다.‘-것이다’의 경우 ‘-겠-’의 단순 묘사에 감정 개

입 장치를 거친 명제 인정의 태도를 부가한다는 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은/을/는/던 모양이(다)’나 ‘-나/가 보(다)’구문은 모두 실제

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사건 정보를 근거로 하여,주어진 정보에 수

반될 만한 사건 후보 에서 선택한 사건을 묘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때 ‘-은/을/는/던 모양이(다)’와 ‘-나/가 보(다)’에서 자가 단순한

묘사를 하는 데에 비해 후자는 감정 개입 장치로 인해 ‘명제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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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부가한다.

각 표 의 기본 특징과 함께,‘-네-’와 같은 종결어미가 확신도나

명제에 한 의심의 태도 등을 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를

들어 ‘-네’는 발화 시 에 그 명제를 인정하는 역할을 하고,‘-는데’는

감정 개입을 통해서 ‘명제에 한 의심 태도’를 나타낸다.이러한 종

결어미는 표 상 일정한 의미 제약을 주는 것이다.

한국어 추측 문말 표 을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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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한국어 추측 문말 표 체계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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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어의 추측 문말 표

4.1.일본어 추측 문말 표 의 형태 특징

이번 장에서는 일본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문말 표 에 해 상세

히 살펴보도록 한다.추측을 나타내는 표 유형 에서 일본어학 연

구 분야에서 ‘推量のモダリティ(추량 양태)’로 인정되는 ‘ダロウ

(darou)’,‘(シ)ソウダ(souda)’,‘ヨウダ(youda)’,‘ラシイ(rasii)’와 함께

‘ミタイダ(mitaida)’,　‘トオモウ(to-omou)1)’까지 포함한 총 여섯 가지

의 문말 표 에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한다.

4.1.1.일본어 문말 표 의 실 방법

기존 연구에서는 추측 문말 표 유형을 앞서는 명제 구문과 굴

에 의해서 연결되었는지 즉,명제 구문에 내포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자를 서법 문법소,후자를 양태 문법소로 분류해 왔다.이러한 기

으로 각 표 을 분류하면 (シ)ソウダ((si)souda)를 제외한 나머지 표

들은 명제 구문에 시제법까지 포함한 독립 문장 구조를 갖는 데에

비해,(シ)ソウダ((si)souda)의 경우 동사 굴 에 의해서 성립하는 단

문 구조를 보인다.이 구조는 ‘내포 을 둘러싼 양태 구문 구조’와 ‘굴

에 의해 실 되는 양태 구문 구조’라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 다.

일본어 추측 문말 표 에는 그 문법소 자체가 활용을 하지 않는

‘ダロウ(darou)’와 활용하는 그외 표 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되는데,후자의 경우 이론상 각 문법소 뒤에 존 표 (한국어의 높

1)한국어로 직역하면 ‘～라고 생각하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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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형태 정 한 표 과거 시제법 부정법

darou deshou
youda　 youdesu youdatta youdewanai

rasii　 rasiidesu rasikatta rasikuwanai

mitaida mitaidesu mitaidatta mitaidewanai

souda soudesu soudatta
(si)soude(wa)

nai

임법에 해당함)형식과 과거형 형태,그리고 부정법 형태소를 덧붙여

서 실 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추측 문말 표 들의 시제 변화는

추측 시 을 나타낼 수 있는데,추측 시 이 과거인 경우에 명제 사

건 시 도 추측 시의 시 과 같은 시제로 나타내면 어색한 표 이 된

다.이것은 일본어의 구문 구조가 주 의 용언 혹은 체언이 문장

체의 핵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문말 표 이 부

정법으로 나타나는 경우 추측 양태의 기능을 잃고 일어나는 사건을

단순히 묘사한다.

<추측 문말 표 의 형태 일람>

(1)a.昨日田中さんは風邪で調子が悪かった(*ラシカッタ/?ヨウダッタ)。

묘사/정보 달

KinoTanaka-sanwakazedechosigawarukattarasikatta

/?youdatta.

YesterdayTanaka-NMcold-becausecondition-NMbad-PAST-MOD(con)-PAST.

‘ItseemedthatMr.(Ms.)Tanakawassickandinbad

conditionyesterdaybecauseofacold.’

b.昨日田中さんは風邪で調子が悪かった(ラシイ/ヨウダ)。

추측/2)정보 달

2)이러한 경우 어떤 명제 구문을 추측할 만한 실재 정보가 문맥에 추가해서

주어지면 정보 달이 아니라 사건 추측의 문법 기능만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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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Tanaka-sanwakazedechosigawarukattarasii/yoda.

YesterdayTanaka-NM cold-becausecondition-NM bad-PAST-MOD(con).

‘ItseemsthatMr.(Ms.)Tanakawassickandinbad

conditionyesterdaybecauseofacold.’

(2)a.田中さんは風邪で調子が悪い(ラシカッタ/ヨウダッタ)。

묘사,정보 달

Tanaka-sanwakazedechosi-gawarukattarasikatta/?youdatta.

Tanaka-TCcold-becausecondition-NM bad-PAST-MOD(con)-PAST.

‘Mr.(Ms.)Tanakamighthavebeeninbadcondition because

ofacold.’

b.田中さんは風邪で調子が悪い(ラシイ/ヨウダ)。

추측/3)정보 달

Tanaka-sanwakazedechosi-gawarui(rasii/yoda).

Tanaka-TCcold-becausecondition-NM bad-MOD(con).

‘Mr.(Ms.)Tanakamightbeinbadconditionbecauseofacold.’

(3)a.太郎は志望校に合格した(??ヨウではなかった/?ラシくはなかった)。

Tarowasiboukou-nigoukakusita(??youde-wanakatta

/?rasiku-wanakatta).

Taro-NM histopschool-DAT succeed-PAST-MOD(con)-neg.

‘ItseemedthatTarofailedtheexam.’

b.太郎は志望校に合格しなかった(ヨウダ/*ラシイ)。　　　

Tarowasiboukou-nigoukakusinaka-tta(youda/*rasii).

Taro-NOM histopschool-DAT succeed-neg.-PAST-MOD(con).

‘ItseemedthatTarofailedtheexam.’

3)이러한 경우 명제를 추측할 만한 정보가 발화자에게 ‘이미 일어났다’고 인식

되었을 때 ‘정보 달’이 아니라 ‘사건 추측’의 문법 기능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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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과 (2)에서는 각 추측 문말 표 이 과거 시제법 형태소 ‘-

タ(ta)’를 수반해서 나타난다.이 때 각 표 들 모두가 ‘그럴 듯한 모

양이다 ( 는 모양이었다)’라는 단순한 ‘묘사’나 ‘완곡(婉曲,즉 직

인 표 을 에둘러서 말하는 것이며 한국어 문법에서는 공손에 해당하

는 문법 기능이며 공손에 해당됨)’의 의미 기능이 강해진다.이와 동

시에 추측의 의미와는 조 동떨어진 양상을 보인다. 한 (3)과 같이

이론 으로는 한국어 ‘-(으)ㄴ 아니다’에 해당되는 ‘-ナイ(nai)’형태소

가 후행하면서 추측 명제에 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그러나 실

제로 만들어진 구문은 추측에 한 부정보다는 역시 묘사나 정보

달의 의미 기능이 강해진다.결국 추측 문말 표 은 명제 사건과

련된 시제법이나 높임법,부정법 등이 명제 안에서 완결시킨 후에 문

말 표 이 부가되는 형태 특징을 갖는다.

추측 문말 표 ‘ダロウ(darou)’를 제외한 나머지 표 은 어미가

본래 갖는 형태 구조에 따라 다른 활용법을 한다.다시 말해서 문말

이 ‘ダ(da)’로 끝나는 ‘ヨウダ(youda)’,‘(シ)ソウダ((si)souda’　 는 ‘ミタ

イダ(mitaida)’는 일본어 조동사 ‘ダ(da)’의 활용법을 따르고,‘ラシイ

(rasii)’의 경우엔 i형용사 활용법을 따르다.

‘(シ)ソウダ((si)souda)’에 해서는 그것이 굴 에 의해 문말 표 과

결합한다는 특징 때문에 양태로 보는지 서법의 일종으로 보는 지에

해서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일본어학에서는 완 한 단문

구조에 붙는 문법소만을 양태로 인정하여 굴 에 의한 결합 방법은

서법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シ)ソウダ((si)souda)’의 경

우도 추측이 아닌 문법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완곡(공손)이나 정보

달의 의미를 갖고 실 되기 때문에 이 문법소를 양태로 본다.그럼

각 문말 표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품사와 시제를 심으로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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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제 서술어에 보이는 품사와 시제

일본어는 모든 추측 구문이 동사 서술문,형용사 서술문 명사 서

술문 구조로 나타난다.동사 서술문 명제는 동사가 어휘 으로 갖는

의미 기능에 따라 시제와 상 결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어 시제는 ‘과거/비과거’의 2분법으로,상은 ‘완료상/진행상’의 2

분법으로 실 되며,그들의 결합 유형에 따라 명제 시 이 과거/ 재/

미래임을 나타낸다.)형용사 서술문은 각 어휘가 갖는 의미의 특징상

진행상 ‘-テイ(tei)-’를 수반하지 않는다.명사 구문은 명사 바로 뒤에

직 추측 문말 표 이 결합해서 실 된다.

다음 (4)는 추측 명제 구문 에서 품사 유형에 따른 시제와 상의

상호 응 계를 정리한 것이고 (4)의 추측 문말 표 이 후행하는 경

우가 (5)이다.동사 분류는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추측 표 구문에 필요한 의미에 따른다.

(4)서술법 구문과 시제/상의 상호 계

동사 기본형4)　　　 <일반/미래>

동사 te형+タ/ダ(ta/da) <과거>

동사 te형+テ(イ)ル(te(i)ru)(와 이에 따른 높임법 요소5))

< 재 진행>

동사 te형+テ(イ)タ(te(i)ta)(와 이에 따른 높임법 요소6))

<과거진행>

형용사류 기본형 <일반/ 재/미래>

4)일본어는 높임법 형태소가 동사 굴 형태 뒤에 덧붙어서 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본형만을 다루었다.

5)いる(iru)・います(imasu)・ございます(gozaimasu)( 재)/いた(ita)・いました

(imasita)・ございました(gozaimasita)(과거)

6)いる(iru)・います(imasu)・ございます(gozaimasu)( 재)/いた(ita)・いました

(imasita)・ございました(gozaimasita)(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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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형용사 어간+カッ/ナ(kat/na)형용사+ダッ(dat))+タ(ta)

<과거>　　

(i형용사 어간+ク(ku)/na형용사+ニ(ni))ナル(naru)

<형용 상태의 변화>

명사+조동사 ダ(da)

<형태소의 시제에 따름>

한편,추측 문말 표 이 유표로 표시되면 다음과 같은 구문 구조로

실 된다.

[2]추측 양태가 유표로 표시되는 구문과 시제/상의 상호 계

동사 기본형　　　 <일반/미래>

동사 te형+タ/ダ(ta/da) <과거>

동사 te형+テ(イ)ル(te(i)ru)(와 이에 따른 높임법 요소)

< 재 진행>

동사 te형+テ(イ)タ(te(i)ta)(와 이에 따른 높임법 요소)

<과거 진행>

형용사류 기본형 <일반/ 재/미래>

(i형용사 어간+カッ/ナ(kat/na)형용사+dat)+タ(ta)

<과거>　　

(i형용사+ク(ku)/na형용사+ニ(ni))ナル(naru)

<형용 상태의 변화/미래>

명사+지정사 (형태소의 시제에 따름)

각 추측 문말 표 들이 문맥에 따라 허용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형태 제약을 알아내기 한 기본 인 규칙만 정리하겠다.

평서 서술문 구조 (4)와 추측 문말 표 이 나타나는 구문 구조 (5)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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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형용사 구문에서 차이가 난다.즉

미래 사건을 표 할 때 형용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ク/二　ナル

(ku/ninaru)’가 나타나는 것이다.이것은 형용사 자체가 동작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재와 미래 사이에는 사건의 변화를 표 할 필요

가 있다.이러한 실 방법은 명사 서술문 구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로 ‘-ク/二　ナル(ku/ninaru)’를 수반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ク/二　ナル(ku/ninaru)’를 수반하는 구문이 허용도가 높아지는 것

도 바로 같은 이유 때문이다.

에서 정리한 기본 정의에 따라 동사 ‘教える(osieru:가르치다’와 i

형용사 ‘寒い(samui:춥다)’ na형용사7)‘静かだ(sizukada:조용하

다)’에 해서 시제와 상이 어떤 상호 계를 맺고 있는지 구체 으로

제시한 것이 教える(osieru:가르치다)라는 동사를 이용한 (6)～(11)이

다.

(6)太郎がゆみに数学を教える∅。

(일반 인 시 사건 =동사 기본형)

Taro-NM Yumi-DAT Math-ACteach∅.

‘TaroteachesMathtoYumi.’

(7)　明日太郎がゆみに数学を教える∅。 

(미래 사건 =동사 기본형)

Tomorrow Taro-NM Yumi-DAT Math-ACteach∅.

‘TarowillteachMathtoYumitomorrow.’

(8)　太郎がゆみに数学を教えている8)。

7)명사를 선행하는 형태를 기 으로 하여 ‘i形容詞’와 ‘na形容詞’로 나뉜다.본

고에서는 i형용사와 な형용사를 합쳐서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형용사류’

로 부르기로 한다.

8)동사 구문 에서도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ある(aru:무생물이 있다),

いる(iru:생물이 있다))구문의 경우에는 평서문 구조(기본형)로 실 되며,‘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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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사건 =동사-テイル(-tei-ru)(진행상))

Taro-NM Yumi-DAT Math-ACteach-ing.

‘TaroisteachingMathtoYumi(now).’

(9)外は寒い。      (일반(시제 없음), 재 사건 =형용사 기본형)

Outside-TCcold.

‘It’scoldoutside.’

(10)外が寒くなる。

Soto-gasamu-kunaru. (상태 변화 =i형용사+kunaru)

Outside-NM cold-INC.

‘Itgetscoldoutside.’

(11)外が静かになる。 　　　　　　(상태 변화 =i형용사+ninaru)

Outside-NM silent-INC.

‘Itbecomessilentoutside.’

(6)～(8)문장은 모두,‘教える(osieru:가르지타)’라는 동작동사로 이

える(mieru:seem)’와 같은 동사의 경우,기본형과 진행상의 양 쪽의 명제 사

건이 재 시 을 나타낸다.三上(1959)에서 말하는 ‘所動態’의 동사에 해당된

다.이것은 동사 voice(태)가 능동(active)과 수동(passive)과 같은 구문 형태

상의 특성과는 다른,동사 자체가 가지는 태도로 인하여 태를 구분한 것이며,

‘能動性’과 ‘所動性’이 있다.여기서 말하는 ‘見える(보이다)’는 ‘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동작주의 존재보다 자연 으로,그리고 자발 으로 일어

나는 동작을 가리킨다.이러한 ‘所動性’동사가 추측 양태와 재 사건에

해서 결합하는 경우에 ‘–tei-ru’와 시 (가),(나)의 두 가지 실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다.

(가)今、彼には彼女だけが見えるようだ。

(지 그에게는 그녀만이 보이는 모양이다.)

(나)今、彼には彼女だけが見えているようだ。

(지 그에게는 그녀만이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所動詞는 미국 언어 유형론에서 ‘간태(middlevoice)’라고 불리는 동사와 일

치하는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자세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現在この手の自動車がよく売れている。(그 자동차는 잘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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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구문이 모두 다른 시 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다.(6),(7)

처럼 습 등 일반 사건이나 미래 사건에서는 명제의 시제가 무표

시 즉 동사 ‘기본형’으로 실 된다.이러한 경우 사건 시 을 자세히

표시하기 해서 (7)과 같이 시제 부사 ‘明日(asita:내일)’등 어휘

실 방법으로 나타난다.한편 (8)의 진행상 ‘-テイ-ル(-진행상 tei-ru:

-고 있-)’로 실 된 문장은 지 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본

으로 나타내며,‘-テイ-タ(-tei-ta(-진행상-ta))’로 실 되면 과거 진행

사건을 나타낸다.진행상으로 실 되는 구문에서는 어미에 시제나 상

을 나타내는 문법소(タ(ta)·マス(masu)등)를 따로 붙이기 때문에,어

휘 요소를 추가하지 않고도 재와 과거 시 을 구별할 수 있다.

다만 명사나 형용사류9)에서는 형용사의 의미 특성상,진행형이나 미

래 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어떤 모습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상

태 변화를 나타내는 ‘i형용사+クナル(kunaru)’와 ‘na형용사+ニナル(ni

naru)’로 실 된다.한 걸음 더 나아가 동사의 의미 유형에 따라 시제

나 상과의 결합에서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다.10)

9)명사를 선행하는 형태를 기 으로 하여 ‘い形容詞(i형용사)’와 ‘な形容詞(na형

용사)’로 나뉜다.

10)일본어 국어구문론에 해서는 몇 개 가설(諸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에

서 언 한 두 가지 구문 유형을 제시한다.

1.‘Aは(Bが)Cだ(A-wa(B-ga)C-da)’

이것은 일반 으로 제술(題述)구문과 ハ/ガ(wa/ga)문이라고 불려 왔던 구문 유

형인데,ハ(wa)로 표시되는 어휘가 구문 체 주제를 나타내며 Cだ(da)가

A(혹은 그 하 분류인 B)의 속성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ガ로 표시되는 어

휘가 들어가는 경우 A의 하 에 속하는 동작주가 됨).여기서 ‘속성’이란 체

언 용언류 모두 포함해서 ‘A는 C이다(하다)’로 A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A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문이다.

2.‘AがBする(A-gaB-suru)’

이 구문은 일반 으로 진술구문이라고도 불리는 구문인데 a가 구문의 동작주가

되어 b하는 상태를 나타낸다.일본어는 크게 나 어서 이러한 큰 기에 여

러 가지 형태소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착제와 같은 조사 혹은 조동사가 결

합해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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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에 의한 동사 분류

①동작동사 (‘降る[furu]:내리다’/‘住む[sumu]:거주하다’）

과거 사건을 과거 시제법으로 나타내며,미래 사건을 기본형으

로 나타냄

②상태동사 (‘ある[aru]:있다 (무생물)’/‘いる[iru]:있다 (생물))’

과거 사건을 과거 시제법으로 나타내며 재 사건과 미래 사건을

기본형으로 나타냄.

　　

→상에 의한 동사 분류

①상태동사(‘ある[aru]:있다(무생물)’/‘いる[iru]:있다(생물)’)

진행상 ‘-tei-’를 가지지 않음

②계속동사 (‘走る[hasiru:뛰다]’/‘見る[miru]:보다’)

진행상 ‘-tei-’와 완료상 ‘-ta(과거)-’혹은 ‘-ru( 재)-’로 어떤 동

작이 계속함을 나타냄

③순간동사(‘壊れる[kowareru]:붕괴하다’

/‘結婚する[kekkon-suru]:결혼하다’)는 재진행상

テイル(-tei-ru-)으로 어떤 결과 상태를 나타냄11)

④12)형용(形容)동사(似る[niru]:‘닮다’,優れる[sugureru]:‘뛰어나다’)

는 늘 진행상과 함께 나타나면서 어떤 상태임을 나타냄

일본어 형용사류에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자.일본어

형용사는 그 활용법 유형에 따라 형용사류가 두 가지로 분류된다.

(11)의 형용동사 명제에 한 추측 구문과 (12)의 명사 명제에 한

11)お腹が([onaka-ga]:배가)すいた([suita]:비웠다):배가 고 다,風邪を

([kaze-o]:감기를)引いた([hiita]:끌려왔다)::감기에 걸렸다,등이 표 인

이다.어떤 상태가 지 재 바로 일어나고 있다고 특히 강조하는 경우에는

진행상 ‘-tei-’형태소와 함께 나타난다.

12)기존연구에서의 ‘형상 동사’에 해당된다.본고에서는 의미 기능을 악하

기 쉬운 ‘형용’동사로 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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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구문이다.이것은 형용동사 어간은 부분 명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추측 문말 표 이 명제에 붙는 경우에도 na형용사와 명사가

매우 유사하게 실 된다.다만 특징 인 것은 ‘ヨウダ(youda)’로 추측

을 나타내는 경우만 아래와 같이 명사와 형용동사가 각자 다른 형태

의 실 방법으로 나타난다.

(12)(명사)彼は数学が苦手ラシイ。

kare-wasugaku-ganigaterasii.

He-TCmath-NM can’tdo(noun)-MOD(con)

‘ItseemsthatheisnotgoodatMath.’

(13)(na형용사)彼は数学が苦手ラシイ。

karewasugakuganigaterasii.

He-TCmath-NM can’tdo(i-adj.)-MOD(con).

‘ItseemsthatheisnotgoodatMath.’

(14)(명사)彼は数学が苦手のヨウダ。

karewasugakuganigatenoyouda

He-TCmath-NOM can’tdo(noun)-MOD(con).

‘ItseemsthatheisnotgoodatMath.’

(15)(na형용사)彼は数学が苦手なヨウダ。

karewasugakuganigatenayouda.

He-TCmath-NOM can’tdo(na-adj.)-MOD(con).

‘ItseemsthatheisnotgoodatMath.’

(12)에서 (15)와 같이 일본어에서도 동작주나 사건 시제 등의 변수

에 따라 추측 구문에 보이는 형태 특징이 달라진다.본 연구에서는

‘A는 B이다.’와 ‘A가 B하다’의 기본 구문에 시제나 동작주를 다르게

설정하여 각 표 의 형태 특징을 분석하 다.그 결과를 토 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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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추측 문말 표 의 형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명제

가 명사 서술문일 경우 ‘(シ)ソウダ((si)souda)’구문의 실 이 매우

어색하다.둘째,‘ヨウダ(youda)’구문에서는 명사와 ‘ノヨウダ(no

youda)’,na형용사에는 ‘ナヨウダ(nayouda)’가 속하여 동사 i형

용사에서는 기본형+‘ヨウダ(youda)’로 실 된다.이것은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형태소 ‘ヨウダ(youda)’의 통시 특징이 그 로 반

된 것이다.세 번째로 추측 사건 시 이 미래일 때는 계속 동사류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서 ‘ラシイ(rasii)’,‘ヨウダ(youda)’,‘ミタイダ(mitaida)’

구문이 나타나지 않는다.이것은 이들 문말 표 의 어원이 모두 ‘～같

이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미래에 일어날 추측 사건에서

는 추측 시 과 미래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표 하는 ‘ニナ

ル(ninaru):이/가 되다’등의 추가 요소가 필요하다.한편 ‘ダロウ

(darou)’구문은 추측한 시 을 ‘ノ(no)’로 표시한다.

네 번째로 단 근거의 성격과 양태 표 의 상 계를 심으로

형태 특징을 살펴보자.습 이나 속성 등 (시제를 고려하지 않는)일

반사건 추측에서는 순간 동사류는 ‘ラシイ(rasii)’,‘ヨウダ(youda)’,‘ミ

タイダ(mitaida)’를 수반해서 나타나지 않다. 추측의 ‘(シ)ソウダ

(souda)’구문은 과거 사건을 추측하는 명제 구문이나 명사 서술문 명

제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형용사류 구문에서 미래 사건을 추측하

는 경우에는 ‘ダロウ(darou)’만이 가능하며,그 때 형용사 기본형이 아

니라 ‘(i형용사 어간+ク(ku)/na형용사+ニ(ni))+ナル(naru)+ダロウ(darou)’

형태로 실 된다.

문맥에 따른 문장 허용도의 차이나 문맥 제한에 해서는 다음 2.3.

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그럼 여기에서 제시한 기본 특징 외에 각

표 별로 나타나는 형태 특징에 해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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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ダロウ(darou)’구문

‘ダロウ(darou)’의 형태 구성을 보면,지정사 ‘ダ(da)’의 未然形활용

에 推測의 조사 ‘ウ(u)’가 결합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 이다.‘ダロ

ウ(darou)’는 추측을 나타내는 문말 표 양태 에서도 그 형태소 자

신이 활용하지 않는 유일한 요소이며,앞서는 명제가 완결된 형태(시

제까지 포함된 완벽한 단문 구조)에 덧붙는 통사 구조를 한다.　 한

추측 외의 의미 기능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추측 문말 표 이라고 할

수 있다13).형태 기본 특징은 에서 언 하 지만 그 외에도 ‘ダロ

ウ(darou)’구문을 다른 표 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구어보다 문어에서 실 빈도가 높고,구어일 경우에는

주로 남자가 쓰는 말로 인식된다.이러한 특징 때문에 여자가 쓰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トオモウ(toomou:라고 생각하다)’를 ‘ダロウ

(darou)’뒤에 붙어서 같은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이 ‘トオモウ(to

omou)’는 다른 추측 문말 표 요소와는 거의 결합하지 않는 요소이

기 때문에 ‘ダロウ(darou)’만 가지는 특징이다.두 번째는 명제와 ‘ダ

ロウ(darou)’사이에 형식명사(準体助詞)‘ノ(no)’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주어진 사건 정보에서 추측을 하는 과정의 유형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 데 이 부분에 해서는 뒷장에서 언 하고자 한다.세

번째로 조건 을 수반하는 경우에 ‘ダロウ(darou)’구문은 가정법을

나타낸다.이것 한 다른 문말 표 에는 보이지 않은 형태 특징이라

할 수 있다.14)

13)양태 연구가 활발하게 펼쳐진 어를 심으로 한 서양 언어학의 향을

받아,형태 으로 보았을 때 irrealis를 나타내는 유표의 양태 표시인 조동사

(will,may등)와 같이 형태소 하나로 짐작을 나타낼 수 있는 완벽한 양태

형태이기 때문에,仁田(1993)에서는 이것을 ‘진성(真性)양태‘로 부른 바가 있다.

14)추가로 음운 실 방법에 의한 특징에 해서도 언 하도록 한다.명제 동

작주가 2인칭일 경우에 음운 방법에 의해서 하강 음률일 경우에는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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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녀 사용 차이,구어와 문어

일본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문어와 구어 각각 특유한 유형을 가

진 언어인데, 한국어와 비교하면 남녀 차이가 구문 형태에 표출

되는 언어이기도 하다.우선 ‘ダロウ(darou)’구문은 문어에서도 구어

에서도 자주 사용하지만 문어 느낌이 다소 강하다.한편 구어에서

는 ‘ンダロウ(ndarou)’로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남녀의 사용 빈도를

보면 다른 여섯 가지 표 에 비해서 남녀 차이가 가장 크게 난다.남

자의 표 이라는 느낌을 주는 구문이 ‘ダロウ(darou)’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15)

[2]‘ダロウ(darou)’와 ‘ノダロウ(nodarou)’

명제 사건이 과거 시제법으로 실 되는 경우 명제 사건 시 은 과

거임을 의미한다.

<동사>

(16)*私はあの日、風邪を引いたダロウ。

Watasi-waanohikaze-ohii-ta-darou.

I-TCthatdaycold-bacausecatch-PAST-MOD(con).

‘IthinkIcaughtacoldonthatday.’

(17)出来ておったならば、彼に似たような詩人にもなれていたダロウ

추측’을 의미하며 상승 음률일 경우에는 ‘명제 확인’의 의미를 갖는다.

15)남녀 언어 사용 차이는 에 들어서 계속 어들고 있는 상황이다.하지

만 실제 언어 사용을 보면 남자가 ‘ダロウ(darou)’로 끝나는 추측 표 을 많

이 하는 데에 비해서 여자는 ‘ダロウトオモウ(daroutoomou)’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경향이 있다.이것은 ‘ダロウトオモウ(daroutoomou)’구문이 보다 부

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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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思う。16)　

Deki-teo-tta-naraba,kare-ninitayounasijin-ni-monare-tei-ta

darou-toomou.

Possible-CONT-PAST-if,he-DATlooklike-PASTpoet-COP-toobecome-past-MOD(con)

think.

‘IfIcouldhavedoneit,Iwouldhavebeenapoetlikehim.’

(18)経済的なゆとりがあるなら、犬や猫といっしょに暮したダロウ。

Keizaiteki-nayutorigaarunara,inuyaneko-toisshonikurasita

darou.　　　

Economicfree-NM exist-if,dogandcat-withlive-PAST-MOD(con).

‘IfIhadmoremoney,Iwouldlivewithcatsanddogs.’

(19)[(私は)[あの日、彼女を見た(ノ)ダロウ]と思う]。

[(Watasi-wa)[anohikanojowomita(no)darou]toomou].

[(I-TC)[thatdayshe-ACsee-PAST-MOD(con)]CON think].

(20)[(私は)[あの日、彼女を見た(ノ)ダロウ]と思う]。

[(Watasi-wa)[anohikanojowomita(no)darou]toomou]

[(I-TC)[thatdayshe-ACsee-past-MOD(con)]CON think].

※ 내가 동작주인 과거 사건의 실 여부를 자신에게 다시 확인/공손　　

　

(16)은 추측 시에 발화자(발화자는 추측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

로 함17))본인이 직 느끼는 감기 등의 증상을 단 근거로 ‘내가

감기에 걸린 것 같다’는 사건을 추측하는 문장이다.이것은 발화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에 해서 추측하는 의미 구조이기 때문에 매우

16)출처:新潮社編 1992,『 辰雄集　新潮日本文学』16,新潮社

17)‘그가 내일 비가 오겠다고 말을 했다’와 같은 내포문 구조에서는 발화자와

추측하는 자가 다르다.이것은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같으며 본고에서는 표

기의 편의상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화자를 추측하는 자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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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1인칭이 동작주인 명제에 한

‘ダロウ’구문도 다음 두 가지 문맥에서는 자연스럽게 실 되기도 한

다.첫 번째는 ‘가정법’이나 본인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하지 못한

사건 등 발화 시 실 세계와 다른 세계를 추측하는 경우이며,두 번

째는 의존명사(일본어로는 準体助詞에 해당됨)‘ノ(no)’와 함께 나타나

는 경우이다.자세히 알아보기 해 다음 문을 살펴보자.

(21)콧물이 나고 몸살이 나는 본인 몸 상태를 보고서

*私は、風邪を引いたダロウ/ノダロウ(ンダロウ18))。

Watasi-wakaze-ohii-tadarou/nodarou(ndarou).

I-TCcold-ACcacth-PAST-MON(con).

‘IthinkIcaughtacold.’

(22)彼がプレゼントをくれたら、私は泣いてしまうだろう。

Kare-gapurezento-okure-tarawatasi-wanai-tesimaudarou.

He-NM present-ACgive-ifI-TCcry-CON-EXAU-MOD(con).

‘Ifhegivesmeapresent,maybeIwillcry.’

(23)私が金持ちだったら、立派な家を建てていただろう。

Watasi-gakanemoti-dat-tararippanaie-otate-teita-darou.

I-NM rich-COP-ifgreathouse-ACbuild-past-CONT-MOD(con).

‘IfIwererich,Iwouldbuildalargehouse.’

　 　　

첫 번째 경우가 (21)이다.여기서 ‘ダロウ(darou)’구문은 주어진 정

보와 무 하게 쟁이처럼 자기 자신의 상태를 추측하는 등 매우 특

수한 문맥에서만 나타난다.한편 ‘ノダロウ(nodarou)’구문에서는 ‘자

신의 몸 상태를 근거’로 하여 ‘감기에 걸렸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실

18)‘ノダロウ(nodarou)’구문은 특히 구어체에서 ‘ンダロウ(ndarou)’로

부분 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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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문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한 (22)와 같이 주어진 정보가

미확인 사건이거나 (23)의 가정법 문맥에서는 1인칭 사건 명제 ‘ノダ

ロウ(nodarou)’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서 실

된다.‘ダロウ(darou)’구문과 ‘ノダロウ(nodarou)’구문을 구분하는

기 은 다음 문에서 찾을 수 있다.

(24)電車の時間まで余裕がないから彼は(きっと)走るだろう。

Densha-nojikan-madeyoyuu-ganai-karakare-wa(kitto)hasiru

darou.

Train-GN time-byfree-NM notexist-bacausehe-TCrun-MOD(con).

‘Hewillrunbecausethereisnotimenow.’

　 사건(추측시 표시)---‘ダロウ(darou)’(결과 추측)

(25)彼は時間がないから走(ってい)るのだろう。

Kare-wajikan-ganai-karahasi(ttei)runodarou.

He-TCtime-NOM notexist-becauserun-PROG-MOD(con).

‘Hemustberunningnow becausethereisnotime.’

사건---‘ノダロウ(nodarou)’(추측 시 　표시)

(24)는 추측하는 시 (여기서는 발화 시 )에 ‘시간에 여유가 없다’

는 실재(한다고 발화자가 인정하는)사건이 주어진 경우에 ‘그 기 때

문에 앞으로 뛸 것이다’라는 ‘기인 정보에 한 결과 사건’을 추측하

는 의미 구조이다.반면 (25)는 추측하는 시 (여기서는 발화 시 )에

뛰고 있는 상황(실재 사건으로 인정한 사건)을 묘사하면서 그 이유가

‘시간에 여유가 없기’때문이라고 ‘추측 당시(여기서는 발화시)에 실제

로 일어났다고 발화자가 인정하는 결과 사건을 근거로 기인 사건을

추측’하는 의미 구조를 보여 다.

다시 말해서 ‘ダロウ(darou)’구문은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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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주어진 경우와 미확인 사건이 주어진 경우에 형태 으로 다른

구조를 취한다.즉 이미 완료한( 는 실재)사건이 주어진 경우에 ①

‘ダロウ(darou)’구문이 ‘기인 사건이 주어졌을 때 결과 사건을 추측하

는 의미 구조’와 ②‘ノダロウ(nodarou)’구문이 ‘결과 사건에 한 기

인 사건을 추측하는 구조’의 두 가지 형태 특징을 갖는다.이 때 ‘ノ

(no)’는 추측하는 시 이 어디인지를 표시하는 마커 역할을 하고 있

다.19)한편 (25)와 같이 주어진 사건이 발화자에게 미확인(불확실한)

사건일 때는 오로지 ‘ノダロウ(nodarou)’로만 나타나면서 ‘기인 사건

에 따른 결과 사건을 추측하는 의미 구조’를 나타낸다.

[3]가정법

(23)과 같이,문맥에 조건문이 부여된 경우에 재 사건을 가정법으

로 나타내는 것도 ‘ダロウ(darou)’만이 갖는 특징이다.이것은 ‘지

실 세계에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조건이 부여되었다

면)그 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 (24)와 (25)　문장이 모두 문어체에서 많이 실 되는 데에 비

하여,구어체에서는 (19)나 (20)처럼 내포문 문장 속에 ‘ダロウ(darou)’

가 오는 구문을 흔히 볼 수 있다.이것은　[[명제(과거 사건)자체에

한 불확실한(realisis에서 떨어진)사건]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 ‘トオ

モウ(toomou:생각하다)]에 따르는 [명제+Mod(con)]Mod(con)]의 의

미 구조를 한다.

[4]‘ダロウ(darou)’+‘トオモウ(toomou)’구조

19)이러한 견해는 ‘ノダ(noda)’구문 구조에 한 井島(2013)의 의미론 분석

을 바탕으로 고찰한 결과이다.자세한 것은 井島(201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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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구어에 있어서 ‘トオモウ(toomou)’로 내포 이 실 되는 경

우가 있다.이때 실 되는 문장은 추측과 완곡(공손법)이 의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된다.20)

[5]음운 방범에 의한 의기 기능 차이

명제의 동작주가 2인칭인 경우,‘ダロウ(darou)’구문은 음운 방법

으로 보았을 때 서법이 다르게 나타난다.즉 하강형으로 음율이 실

되는 경우에는 ‘명제 추측’을 의미하며 상승형일 경우에는 ‘명제 확인’

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26)(あなたは)悲しかったノ(ン)ダロウ。(하강)

(Anata-wa)kanasik-atta-n(o)darou.

(You-TC)sad-PAST-CON-MOD(con).

‘Youmusthavebeensad.’

(27)(あなたは)悲しかったノ(ン)ダロウ。(상승)

(Anata-wa)kanasik-atta-n(o)darou.

(You-TC)sad-PAST-CON-MOD(con).

‘Youmusthavebeensad.’

※ 문어/주로 남자의 구어체 :추측 명제를 청자에게 확인

20)이것은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교착어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의미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즉 양태 표 이 복수 덧붙을 경우에 뒤로 가면 갈수록

체 구문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실제 담화 속에서는 명제

자체의 비 실성을 나타내는 구조로 실 되기도 한다.ダロウ(darou)가 ‘オモ

ウ(omou:생각하다)’와 결합하기 쉬운 이러한 구조도 ダロウ가 갖는 의미 특

징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4.2장에서 자세히 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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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ヨウダ(youda)’,‘ラシイ(rasii)’,‘ミタイダ

(mitaida)’구문

‘ヨウダ(youda)’의 형태 구성을 보면,의존 명사 (형식 명사)인 ‘様’

에 지정사 ‘ダ(da)’(활용형을 가지는 조동사)가 결합되었다고 보는 견

해가 일반 이다.일본어학 분야에서 ‘(シ)ソウダ((si)souda)’는 추측

문말 표 인 ‘(シ)ソウダ((si)souda)’나　 ‘ラシイ(rasii)’처럼 활용법을

가지는 조동사의 한 종류로 인정되어 왔으며,형태 으로는 ‘(シ)ソウ

ダ((si)souda)’와 가깝고 의미는 ‘ラシイ(rasii)’와 유사한 요소이다.

한편 ‘ラシイ(rasii)’의 형태 구성을 살펴보면,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조동사와 ‘마치 그런 듯한’의 뜻을 가진 형용사 사가 형태 유추

로 인해 지 재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그러

한 유래와 무 하게,공시태로 보았을 때에는 i형용사 활용법을 하는

문말 표 이다.

마지막으로 ‘ミタイダ(mitaida)’는 형용동사 사인 ‘ミタイダ(mitaida):

처럼 보인다’에서 생되어 문법화 된 추측 문말 표 인데 이에 해

서는 세 빈도 차이나 허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는 상에서 제외한 것이다.형태 특징을 보면 이 세 가지 표 들 모

두가 완결된 문장 형태(시제까지 포함된 완벽한 단문 구조)에 붙는

통사 구조를 갖는다.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ヨウダ(youda),ラシイ

(rasii),ミタイダ(mitaida)’의 형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ヨウダ(youda)’,‘ラシイ(rasii)’,‘ミタイダ(mitaida)’모두 시제나 높

임법에 맞춰서 활용을 한다.과거 시제법으로 몸이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그 용언의 성격상 서술 명제의 실제 명제 시 은 ‘재’

이며,과거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에는 명제 시 제시 여부와 상

없이 [[과거 시제법 명제]‘ヨウダッタ(you-dat-ta)/ラシカッ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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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i-kat-ta)/ミタイダッタ(mitai-dat-ta)’]로 실 된다.

2.‘ダロウ(darou)’와 달리 주어진 사건 정보가 미확인인 문맥에서는

실 되지 않은 구문이다. 발화자 본인에게 이미 일어난/일어나

고 있는 사건을 추측하는 문맥에서는 본인이 주어진 사건을 실재

하는 사건( 실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맥에서만 나타날 수가 있

으며 1인칭 미래 사건의 경우 ‘ヨウダ(youda)’는 실 되지 않다.

(의미 차이는 4.2.참조)

(28)a.?雨の中長い間外に立っていたヨウダッタ。

Ame-no-nakanagaiaidasotonitat-tei-tayouda-tta.

Rain-GN-inlongtimeoutside-LOCstand-PROG-PAST-MOD(con)-PAST.

‘Itlookedlikehehadbeenstandingintherainforalong

time.’

※ 단순한 과거 사건 묘사

b.雨の中長い間外に立っていたヨウダ。

Ame-no-nakanagaiaidasoto-nitat-tei-tayouda.

Rain-GN-inlongtimeoutside-LOCstand-PROG-PAST-MOD(con).

‘Itseemsthathewasstandingintherainforalongtime.’

※ 과거 사건 추측

c.*雨の中長い間外に立ったヨウダッタ。

Ame-no-nakanagaiaidasoto-nitat-tayouda-tta..

Rain-GN-inlongtimeoutside-LOCstand-PAST-MOD(con)-PAST.

‘Itseemedthathestoodintherainforalongtime.’

d.?雨の中長い間外に立つヨウダ。

Ame-no-nakanagaiaidasoto-nitat-uyouda.

Rain-GN-inlongtimeoutside-LOCstand-MOD(con).

‘Itseemsthathewillstandingintherainforalong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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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는 재 시제법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함

e.雨の中長い間外に立つヨウダッタ。

Ame-no-nakanagaiaidasoto-nita-tuyouda-tta.

Rain-GN-inlongtimeoutside-LOCstand-MOD(con)-PAST.

‘Itseemedthathewouldstandintherainforalongtime.’

‘ヨウダ(youda)’/‘ラシイ(rasii)’/‘ミタイダ(mitaida)’문말 표 이 기

본형으로 나타난 경우에 추측의 의미 기능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다.한편 (28e)처럼 ‘기본형(품사 유형과 무 하게)+추측 문말 표 과

거 시제법’으로 실 되는 ‘ヨウダ(youda)’/‘ラシイ(rasii)’/‘ミタイダ

(mitaida)’의 동사 구문은 추측 당시에 추측 명제 사건에 선행하는 실

재 정보를 근거로 하여 근거 정보보다 미래를 추측하는 의미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 때 발화시 까지 명제 사건이 실 되었는지 여부는

계가 없다.

4.1.4.‘(シ)ソウダ((si)souda)’구문

‘(シ)ソウダ((si)souda)’는 명사 相(양상,모습)과 조동사(한국어 국

문법 지정사에 해당됨)‘ダ(da)’가 결합하여 문법화 된 하나의 형태소

로 인정되고 있으며 재 일본어학 분야에서는 그 활용법의 성격상

조동사로 분류된다.앞에서도 설명하 지만 추측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경우에 나머지 다섯 가지 표 과는 다른 결합 방법을 한다.즉 명제

와 문말 표 이 굴 로 인해 결합하는 것이다.구체 으로는 동사 ‘マ

ス(masu):-합니다’형과 형용사류 어간에 바로 결합하는 구조를 보

이는데 ‘(シ)ソウダ((si)souda)’는 형태 으로는 과거 사건이나 명사

서술문(사건 시 과 상 없이)과 결합하지 않는다.만약 과거 사건과

결합한 ‘(シ)ソウダ((si)souda)’구문이 있는 경우 그것은 추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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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정보 달’의 의미를 나타내며,만약 과거 시 사건을 추측하

는 경우에는 추측 시에 이미 그러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어미인 ‘-テ

イ(tei)-’와 함께 나타난다.‘(シ)ソウダ((si)souda)’구문의 특징을 보

여주는 것이 (29) 문이다.

(29)彼は本を讀んで(い)ソウダ(+ね)。 

Kare-wahon-oyon-deisouda(+ne).

He-TCbook-ACread-PROG-MOD(con)(+MOD(lis)).

‘Hemustbereadingabooknow(,right?).’

※ 재 사건을 추측(+청자에 공감을 요청,확인)　　

‘(シ)ソウダ((si)souda)’는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과거 시제법

을 수반하지 않는 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에 진행

상 문법소인 ‘-tei-’를 명제 구문에 수반하여 나타난다.이것은

일본어 구어체에서는 ‘-テ(イ)-(-te(i)-)’+ ‘ソウダ(souda)’라는 ‘i’가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문어에서는 ‘(シ)ソウダ((si)souda)’로 종결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

는 반면 구어에서는 ‘ダ(da)’가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양태 문말 표

을 덧붙여져 청자에 한 확인이나 의문,강조 등 다양한 의미로 나

타난다.이것은 ‘ダ(da)’가 명제를 단언하는 데 쓰이는 강한 느낌을 주

기 때문에 단언을 피하려고 하는 발화자의 심리태도에 기인하는 언어

상이다.

(30)(이 게 추운 곳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私は風邪をひ(くダロウ/??くヨウダ/??くラシイ/??くミタイダ

/きソウダ/くトオモウ)。

Watasi-wakaze-ohik(udarou/??uyouda/??urasii/??umitaida/isouda/u



- 69 -

toomou).

I-TCcold-ACcatch-MOD(con).

‘I’m afraidIwillcatchacold.’

(30)에서는 1인칭,2인칭에 ‘감기에 걸린다’는 미래 사건이 ‘ヨウダ

(youda)/ラシイ(rasii)/ミタイダ(mitaida)’와 잘 어울리지 않는 데에 비

해 ‘ダロウ(darou)/(シ)ソウダ((si)souda)/トオモウ(toomou)’가 허용도

가 더 높아진다.이 에서도 ‘ダロウ(darou)’나 ‘トオモウ(toomou)’와

함께 ‘(シ)ソウダ((si)souda)’가 가장 잘 어울리는 양상을 보인다.이것

은 ‘(シ)ソウダ((si)souda)’구문이 주어진 정보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지와 무 하게 그 정보에 수반될 만한 가상 세계를 묘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해서는 ‘(シ)ソウダ((si)souda)’가 갖는

의미 특징(4.2.)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4.1.5.‘トオモウ (toomou)’구문

‘トオモウ (toomou)’를 양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법 표 으로 인

정한 연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이 표 이 문법화된 요소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다’라는 어휘 통사 으로 추측의 의미를 갖

기 때문이다.하지만 정상철(1994)처럼 ‘ダロウ(darou)’와의 결합이나

실제 담화에서의 출 빈도 등을 봤을 때 고려할 만한 문말 표 이라

고 생각한다.

4.1.6.일본어 추측 문말 표 의 형태 특징 마무리

지 까지 추측의 문말 표 이 유표로 실 되는 일본어 추측 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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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특징을 연구해 봤다.형태와 문맥과의 상 계로 인해 문장 허

용도에 차이가 나거나 문맥에 제한이 따르기도 하지만 추측의 문말

표 이 나타나는 구문에서 보이는 형태 특징은 아래와 같다.

1.명제가 명사 서술문일 경우　‘(シ)ソウダ((si)souda)’구문이 실

하지 않는다.

2.‘ヨウダ(youda)’구문에서는 명사+ノヨウダ(noyouda)/na형용사+

ナヨウダ(nayouda)/동사 i형용사 +ヨウダ(youda)로 실 된

다.

3.추측 사건 시 이 미래일 경우엔 계속 으로 동사류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서 ヨウダ(youda),ラシイ(rasii),ミタイダ(mitaida)

구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4.‘ダロウ(darou)’구문은 추측한 시 을 ノ(no)로 표시한다.

이어서 단 근거의 성격과 양태 문말 표 과의 상 계에 을

두고 각 문말 표 의 형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5에서 7의 특징이

보인다.

5.습 이나 속성 등 (시제를 고려하지 않는)일반 인 사건을 추측

하는 경우에 순간 동사류는 ‘ラシイ(rasii),ヨウダ(youda),ミタ

イダ (mitaida)’를 수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6.추측의 ‘(シ)ソウダ((si)souda)’구문은 과거 사건을 추측하는 명

제 구문이나 명사 서술문 명제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7.형용사류 구문에서 미래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에는 ‘ダロウ

(darou)’만 가능하며,그 때 형용사 기본형이 아니라 (i형용사 어

간+ク (ku)/na형용사+ニ(ni)+ナル(naru)+ダロウ(darou) 형태로

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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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본어 추측 문말 표 의 의미 특징

일본어 추측 표 을 고찰한 결과,본 연구에서는 ‘단 근거 정보에

한 발화자의 인식 유형’과 ‘얻어진 단 근거에서 추측하는 과정의

유형’의 두 단계로 나 어서 각 추측 표 의 기 을 세웠다.구체 으

로는 단 근거 정보와 련해서 ‘주어진 정보 실 확인 여부’와 ‘명

제와의 인과 계(기인 사건인지 결과 사건인지)’의 두 가지 기 을,

추측과정과 련해서 ‘가상 세계 묘사/수반 사건 선택’여부와 함께

‘만들어진 명제를 인정하거나 의심의 감정이 추가 으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각 문말 표 에 의미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4.2.1.기존 연구 검토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문법 연구 분야에서 ‘ダロウ(darou)’.‘ヨウ

ダ(youda)’.‘ラシイ(rasii)’,‘(シ)ソウダ((si)souda)’네 가지 요소에

해서 실 유형 조 등을 통해서 개별 요소(문말 표 )특징이나 상

계를 밝히려고 하는 귀납 인 방법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4

다.그 에서도 특히 의미 특징에 을 두고 분석한 日本語記述文

法研究会(2003),寺村(1984),仁田(1991),　森山(1989)등에서는 일본어

양태 연구사를 크게 3단계로 나 수 있다.첫 번째 단계가　金田一

(1985)의 ‘객 표 의 말(客観表現の語)’에 한 ‘주 표 의 말(主観

表現の語)’를 기 으로 각 문말 표 유형을 분류한 단계이다.이어서

1980년 이후 寺村(1984),森山(1989).仁田(1991)등에 의한 언어학

시도가 펼쳐졌다.여기에서 寺村(1985)는 ‘ダロウ(darou)’.‘ヨウダ

(youda)’.‘ラシイ(rasii)’,‘(シ)ソウダ((si)souda)’의 네 가지 문말 표

들이 각각 어떤 자리 매김을 하는지를 설명한 후 각 요소들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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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0에서 3까지의 숫자를 매겨서 설명한 바가 있다.그의 이러한

연구는 ‘주 ’과 ‘객 ’을 배제하여 보다 과학 인 분석을 시도한 이러

한 연구는 언어 유형을 밝히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 다고 볼 수 있

다.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寺村 본인도 ‘정도의 차이에 불

과할 뿐이다’라고 언 했듯이 일본어라는 언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양태 연구사 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인 1990년 이후에는 인지언어학이나 의미론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神

尾(1990)나 金水(1992)에 의해서 청자에 한 배려/비배려 등 담화를

포함한 근이나 金(2000)처럼 각 요소의 심 의미기능을 핵으로 하

는 의미론 근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특히 菊地

(2000)의 ‘찰 상과 단 내용 간의 거리’만을 기 으로 한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잘 정리한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한편으로

국외에서는 김동욱(2000,2012)이나 윤상실(2003),정상철 등이 국내

연구를 발 시켜 보다 귀납 이고 과학 인 연구를 이루는데 앞장서

왔다.

기존 연구에 보이는 각 문말 표 의 분류 기 은 크게 나 어서 다

음과 같다.첫 번째, 단 근거/정보가 발화자의 직 경험이나 발화

자에 내재된 경험에 따른 것인지 하는 단 근거의 성격이다.菊地

(2000)를 제외한 기존 연구의 부분이 이 기 에 따라 상 요소들

을 분류하고 있다. 이와 련해서 두 번째 기 이 간 으로(어

떤 매체를 통해서 얻어진 립 정보 등)얻어지는 정보에 따른 것

인지 하는 기 이다.단 이러한 기 에 따라 실제 구문을 분석하면

다음 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객 /주 혹은 직 인 증거/간

인 증거 모든 경우에 연구 상 문말 표 이 사용되는 문제가 생

긴다.

(31)직 인 근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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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 문 앞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誰かが来た(ノダロウ/ラシイ/ヨウダ/ミタイダ)　

Dareka-gaki-t(anodarou/ayouda/arasii/amitaida).

Somebody-NOM come-PAST-MOD(con).

‘Itseemsthatsomebodyhascome.’

(32)간 인 근거에 의하여

(뉴스에 의하면)

明日雨が降る(ダロウ/ラシイ/ヨウダ/ミタイダ)

Asitaame-gahuru(darou/rasii/youda/mitaida).

Tomorrow rain-NM drop-MOD(con).

‘Itwillraintomorrow.’

(32)와 (33)에서 문제 제기한 듯이 본고에서는 단 근거의 성격이

아니라 단 근거에 한 발화자(추측자)의 태도를 ‘주어진 정보 실

확인 여부’와 ‘명제와의 인과 계(기인 사건인지 결과 사건인지)’의

두 가지 기 으로,이어서 추측과정과 련해서는 ‘가상 세계 묘사/수

반 사건 선택’여부와 함께 ‘만들어진 명제를 인정하거나 의심의 감정

이 추가 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기 으로 각 문말 표 을 분류하

고자 한다.

각 표 을 고찰한 결과 본고에서 다시 정의한 각 문말 표 의 의미

특징은 다음과 같다.

‘(シ)ソウダ((si)souda)’

추측하는 자가 ‘주어진 실재(実在)/미확인 정보를 근거로’하여 ‘실

가능한 가상 세계를 묘사해서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지만 ‘(シ)ソウダ((si)souda)21)’가 꼭 주어진 사건 정보를 발화자

에게 완료된 사건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미확인이지만 주어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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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결과 사건을 나타내는 문맥에도 쓰이는

것이다.

‘ダロウ(darou)’

‘(シ)ソウダ((si)souda)’와 같이 ‘주어진 실재/미확인 정보를 근거’로

거기서 ‘실 가능한 사건을 묘사하는 기능’을 갖는다.이 때 ‘(シ)ソ

ウダ((si)souda)’구문과 달리 가상 세계를 묘사하는 것과 동시에 머

릿속에서 감정 개입 장치를 이용하여 명제가 ‘참’임을 추가한다22).

‘ヨウダ(youda)’

‘명제 사건이 참이라고 말할 만한 주어진 정보를 단순히 묘사’한다.

특히 명제 서술어가 심리 태도나 몸 상태 등의 내 사건을 추측하

는 경우에 감정 개입으로 인해 ‘명제 인정’의 태도를 부가해서 나타내

는 것이 특징이다.

‘(シ)ソウダ((si)souda)’

‘ヨウダ(youda)’와 마찬가지로 ‘명제 사건이 참이라고 말할 만한 주

어진 정보’를 묘사하는 기능을 갖지만 단순한 사건 묘사가 아닌 감정

개입 장치를 통한 결과를 드러내는 데는 차이가 있다.이러한 차이는

특히 명제가 심리 태도나 몸 상태 등의 내 사건을 추측할 때 감

정 개입의 유형이 ‘명제 인정’의 태도가 아니라 ‘명제가 참이라는 묘

21)菊地(2000)는 souda와 darou차이를 후자에게는 ‘지 주어진 근거’일 필요

가 없는 것으로 봤다. 를 들어 ‘もし彼が大学に合格したら、本当に大喜びし

そうだ。(혹시 그가 학교에 합격하게 되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처럼 주어

진 정보가 가상 인 사건일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이다.그 기 때문

에 본고에서는 菊地(2000)의 이러한 기 을 일단 배제하고서 고찰해 보았다.

22)본고에서 상으로 하는 ‘머릿속 여과 기능(filtering)’이 모두 ‘명제에 한

인정 태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측 표 에 해서는 ‘명제에 한

인정 태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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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한 경계’의 의미를 부가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4.2.에서 고찰하려는 문장은 설명의 편의성을 하여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추측하는 자 =발화자’로 정하겠다. 早津(1988)도 지

하 지만 ‘주 /객 ’이 개인 인식 차이가 큰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寺村(1984)의 ‘발화자가 찰한 정보/주변에서 얻어진 정

보’나 김동욱(2012)의 ‘주체 심/객체 심’혹은 ‘주 /객 ’을

‘추측을 하는 자의 시청각을 통해서 직 얻어진 사건 정보’즉 ‘추측

주체 매체 정보’와 ‘추측을 하는 자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건 온

달 정보’즉 ‘제3자 매체 정보’라고 하기로 한다.23)24)

‘ダロウ(darou)’,‘(シ)ソウダ((si)souda)’와 ‘ヨウダ(youda)’,‘ラシイ

(rasii)’를 나 는 기 은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볼 수 있다.

(33)(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으니)

明日は雨が降(るダロウ/るヨウダ/るラシイ/りソウダ/るミタイダ)。　

Asitawaamegahu(rudarou/ruyouda/rurasii/risouda/ru

mitaida).

23)의미를 고찰하는 데 실로 인정받게 어려운 명제 사건에 한 추측은 일

단 제외하고,일반 인 문맥 속에서 각 요소에 보이는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

겠다.즉 본장에서의 고려 상은 명제가 ‘3인칭 동작주 동사/명사 서술문’의

경우와 ‘2/3인칭 동작주 형용사 서술문’의 두 가지 경우이다.

24)이러한 차이는 각 요소가 가지는 다른 문법 기능 차이에도 향을 미치는

것을 언 하겠다.우선 추측의 ‘(シ)ソウダ((si)souda)’와 ‘ラシイ(rasii)’사이에

보이는 realisis가 높고 그 지 않는 특징은 ‘(シ)ソウダ((si)souda)’와 ‘ラシイ

(rasii)’에 존재하는 다른 ‘정보 달’의 문법 기능에도 같은 차이를 볼 수

있다.즉 자는 명제에 한 realisis가 높음을 포함한 정보 달의 기능이

며,후자는 단순한 묘사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다음으로 ‘정보 달’기능을

가지는 ‘(シ)ソウダ((si)souda)’와 ‘ラシイ(rasii)’사이에는 ‘(シ)ソウダ

((si)souda)’에 묘사하려고 하는 사건이 실성(realisis)이 높다고 인식해서

실 되는 데에 비해서 ラシイ는 실성(realisis)에 한 표출이 없는 사건 묘

사(정보 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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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TCrain-NM drop-MOD(con).

‘Itwillraintomorrow.’

(33)은 발화자가 주체 매체 정보를 단 근거로 하여 미확인 명제

사건을 추측하는 문장이다.이들 모두가 이러한 문맥 속에서 자연스

럽게 나타나지만 각각의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그러면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에서 언 한 식별 기 을 바탕으로 고

찰해 보고자 한다.

4.2.2.　‘ダロウ(darou)’,‘ヨウダ(youda)’,‘ラシイ(rasii)’구문

中畠(1990)에 따르면 ‘ラシイ(rasii)’,‘ヨウダ(youda)’는 실제로 존재

하는 사건을 단 근거로 해서 불확실한 단을 내릴 때 공통 으로

쓰인다고 한다.이 때 가상 세계에서 억측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ダロウ와 달리 실 세계에 단 근거가 필수 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한다.한편 김동욱(2013)은 ‘ダロウ(darou)’가 막연한 희망을 나타내는

기능과 中畠(1990)과 같은 기능 두 가지를 언 한 바가 있다.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 로 다시 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34)그 남자가 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제3자 매체를 통한 어떤 정

보를 통해서 얻었을 때

a.あの人は泣いているダロウ。

Anohitowanaiteirudarou.

Thatperson-TCcry-PROG-MOD(con).

‘Itseemslikethatman(woman)iscrying.’

b.?あの人は泣いているヨウダ/ラシ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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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hitowanaiteiruyouda/rasii.

Thatperson-TCcry-PROG-MOD(con).

‘Itseemslikethatman(woman)iscrying.’

c.だからあのひとは泣いているヨウダ/ラシイ。25)

Dakaraanohitowanaiteiruyouda/rasii.

Thereforethatperson-TCcry-PROG-MOD(con).

‘Itseemslikethat’swhytheman(woman)iscryingnow.’

(35)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고개를 깊이 숙 다가 오래 들지 않는 등

주체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얻어진 경우에

a.あの人は泣いているダロウ。

Anohitowanaiteirudarou.

Thatperson-TCcry-PROG-MOD(con).

‘Itseemslikethatman(woman)iscrying.’

b.あの人は泣いているヨウダ/ラシイ。

Anohitowanaiteiruyoud/rasii.

Thatperson-TCcry-PROG-MOD(con).

‘Itseemslikethatman(woman)iscrying.’

c.あの人は泣いているノダロウ。

Anohitowanaiteirunodarou.

Thatperson-TCcry-PROG-[no]-MOD(con).

‘Itseemslikethatman(woman)iscrying.’

(34)는 주어진 정보를 발화자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 (완료된)

사건 는 미확인이므로 정보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이고,(35)는 주어

25)여기서 추측하는 명제는 ‘ダカラ(dakara:그래서)’이다.다시 말해서 주어진

정보는 ’지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이며 ’그가 떠났다는 정보‘가 얻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가 지 실재하는 사건의 원인임을 추측하는 의미 구조를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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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보가 실제 있었음을 발화자가 직 확인하고 인정하는 경우이

다. (34)와 (35)는 모두 주어진 정보과 명제 사건 사이에 ‘기인 사

건과 결과 사건’이라는 인과 계를 맺고 있다.우선 정보가 미확인이

고 불확실한 상황에선 ‘ダロウ(darou)’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실재 사건 정보가 주어진 경우엔 ‘ダロウ(darou)’구문이 어색

한 모습을 볼 수 있다.한편 ‘ヨウダ(youda)’,‘ラシイ(rasii)’구문은 오

로지 실재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만 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4)와 같이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고개를 깊이 숙 다가 오랫

동안 들지 않았다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를 어떤 사건의 기인

으로 받아들여 결과를 추측하는 경우에 ‘ダロウ(darou)’를,(35)와 같

이 어떤 사건의 결과로 받아들여 기인하는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에는

(35c)‘ノダロウ(nodarou)’26)가 쓰이는 것이다.이에 해서 추측 당시

26)‘ダロウ(darou)’연구의 문제 에 해서

기존연구에서는 ‘ダロウ(darou)’와 ‘ノダロウ(nodarou)’가 혼동해서 사용되거

나 코퍼스 등 한 문장 구조 안에 보이는,혹은 그 주변 문맥과 련시켜서 추측

구문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추측을 하는 데 아무 근거 없이 문득

‘비가 왔다’고 추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1b).이러한 경우 그 담화가 나

타날만 한 기인 사건이 담화 문맥 에 미리 깔려 있는 것이다.문맥에 나타나

지 않아도 발화자 속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코퍼스 연구에는 신 한 찰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이

유로 문장을 직 작성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1a)(東京で雨が降っていたから/天気予報で雨だと っていたから/?地面が濡

れているからここにも雨が降っただろう。

(1b)？(문득)神奈川で雨が降っただろう。

(1c)(?東京で雨が降っていたから/?天気予報で雨だと っていたから/地面が濡

れているから)ここにも雨が降ったのだろう。

(1a)(1b)은 (2)～(6)과 마찬가지로 ダロウ구문에서 주어진 정보는 추측의 기인

정보가 되어야 하는데,여기서 그 요인이 문맥에 나타나든 말든 ‘기인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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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얻어진 정보에서 동시에 그 결과나 원인 사건 묘사가 가능한 경우

에는 ‘ヨウダ(youda)’와 ‘ダロウ(darou)’가 쓰인다. 를 들어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는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묘사할 수 있고,‘그녀 이마에 땀이 많이 나와 있다’

는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 ‘역까지 뛰어 왔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묘사

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구문은 정보

사건과 수반해서 동시에 묘사 가능한 사건을 명제로 해서 추측을 나

타내는 요소이다.한편 ‘ダロウ(darou)’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얻

어지는 결과 사건을 가상 세계로 만들어 묘사하는 데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좀 더 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한다.

(36) 연 표시가 붙어 있고 주변에 담배를 피는 사람도 없다.

로서 존재해야 함을 (2)는 보여 주고 있다.그 이유에 해서는 ノダ(noda)로

표시되는 일본어 진술문 구조와 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즉 井嶋正博

(2013)의 ‘ノダ(noda)’구문의 의미 기능에 한 연구를 토 로 해서 생각하면

ダロウ(darou)구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 구조를 부여할 수 있다.

ダロウ(darou):[命題](現実性)]断定]陳述]

[[[명제 사건= 실성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추측의 태도]

즉 여기서 ‘no’는 발화자가 실성(realisis)이 있다고 믿는 심리태도를 표출

하는 구문이다.즉 발화 에 기 했던 사건과 발화시에 인식하는 사건 사이

에 어 남이 생겨서 발화자에 의한 발화시 추측임을 강조하는 요소가 들어간

것이다.그럼으로 제3의 매체를 통해서 들어온 명제 사건 실 가능성이 높

은 상황에서 추측을 하는 때 ‘ダロウ(darou)’구문이 성립하는 데에 비해서

(의외성이 없음으로 の는 무표시),발화시에 발화자 앞에 펼쳐진 사건과

의외성에 한 표시로써 ‘ノ(no)’가 나타난다.

(9)彼は電車の時間まで余裕がないので走るだろう。

사건(추측시 표시)---だろう(결과 추측)

(10)彼は時間の余裕がないので走(ってい)るのだろう。

사건---のだろう(추측 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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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此処ならたばこを吸っていいダロウ。

Koko-naratabako-osut-teiidarou.

Here-ifcigarette-ACsmokegood-MOD(con).

‘IthinkIcansmokehere.’

b.*此処ならたばこを吸っていいヨウダ/ラシイ。

Koko-naratabako-osut-teiiyouda/rasii.

Here-ifcigarette-ACsmokegood-MOD(con).

‘IthinkIcansmokehere.’

(37) 연 표시가 붙어 있지만 거기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

a.此処ならたばこを吸っていいダロウ。

Koko-naratabako-osut-teiidarou.

Here-ifcigarette-ACsmokegood-MOD(con).

‘IthinkIcansmokehere.’

b.*此処ならたばこを吸っていいヨウダ/ラシイ。

Koko-naratabako-osut-teiiyouda/rasii.

Here-ifcigarette-ACsmokegood-MOD(con).

‘IthinkIcansmokehere.’

(38) 연 표시가 없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을 때

a.此処ならたばこを吸っていいダロウ。

Koko-naratabako-osut-teiidarou.

Here-ifcigarette-ACsmokegood-MOD(con).

‘IthinkIcansmokehere.’

b.此処ならたばこを吸っていいヨウダ/ラシイ。

Koko-naratabako-osut-teiiyouda/rasii.

Here-ifcigarette-ACsmokegood-MOD(con).

‘IthinkIcansmokehere.’ (菊地(2000)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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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과 (38)의 차이는 ‘연’표시의 존재 여부이며 (36)와 (37)

의 차이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에 있다.결국 법이나

규칙 등 명제A가 존재하는 경우에 명제B가 수반하는 인 경우

에 다른 정보와 무 하게 ‘ヨウダ(youda)’나 ‘ラシイ(rasii)’가 어색하

고,‘ダロウ(darou)’는 주어진 정보와 무 하게 모두 가능함을 보여 주

고 있다.

지 까지 문을 통해서 ‘ダロウ(darou)’의 특징을 정리하도록 한다.

‘ダロウ(darou)’는 주어진 사건이 완료된(실재)사건이든 미확인된 사

건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구문

은 오로지 실재하는 사건에만 의존하여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

다. ‘ダロウ(darou)’구문에서는 주어진 정보가 기인 사건이 되어

거기서 실 가능성이 있는 가상 세계(결과 사건)를 묘사하는 추측이

며,이와는 반 로 ‘주어진 정보과 추측 사건’=‘결과 사건과 기인 사

건’ 계를 맺을 때는 ‘ノダロウ(nodarou)’구문으로 나타난다.

기인 사건 추측----------주어진 정보--------결과 사건 추측

(nodarou) darou

youda dakarayouda

rasii dakararasii

(si)tesouda souda

명제A(주어진 정보)에 수반한다고 발화자가 단하거나 명제A와

수반할 수밖에 없는 (neutral)인 사건을 묘사한 결과를 하나 택

해서 명제B로 삼아 추측의 의미로 나타내는 구문이다.다음으로 ‘ダ

ロウ(darou)’,‘ヨウダ(youda)’,‘ラシイ(rasii)’의 의미 특징에 해서 분석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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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ダロウ(darou)’구문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 으로 나타난 사건을 추측 명제로

삼아 묘사한 구문이다.이 때 주어진 정보에 수반하는 과학 /자연

/ 정보를 명제로 삼을 수는 없다.이러한 견지로 기존 연구에

나온 문을 다시 생각해 보자.

(39)（ただ漠然とした希望をつぶやくかのように）

いずれは彼女も私の気持を分かってくれ(るダロウ/*るヨウダ

/*るラシイ/ソウダ)。

(막연한 희망을 말할 듯이)

Izure-wakanojo-mowatasinokimoti-owakat-ttekureru

(darou/*ruyouda/*rurasii/souda).

Someday-NOM she-toomymind-ACCunderstand-PASS-MOD(con).

‘Somedayshewillunderstandmymind.’

(40)（この時彼女からの愛情のこもった電話がくる）

(이 때 그녀에게서 사랑이 담긴 화가 온다)

うん、やはり、分かってくれた(*ダロウ/ノダロウ/ヨウダ/ラシイ/て

ソウダ)。                                        (김동욱,2012)

Un,yahariwakat-tekure-ta(*darou/nodarou/youda/rasii

/tesouda).

Iknow she-toomymind-ACunderstand-PAST-MOD(con).

‘Ithinkshemusthaveunderstoodmymind.’

※ノダロウ는 이와마가 추가함

(41)明日は雨が降(るダロウ/るヨウダ/るラシイ/りソウダ)。

Asita-waame-gahur(udarou/uyouda/urasii/isouda).

‘Tomorrow-TCrain-NM drop-MOD(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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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illraintomorrow.’

(39)는 실마리가 구체 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사

건을,(40)은 화가 왔다는 실재 사건을 단 근거로 해서 과거 사건

을 추측하는 문장이다.菊地(2000)나 김동욱(2012)은 이러한 문들을

근거로 ‘ダロウ(darou)’가 ‘막연하게’때로는 ‘무책임하게’추측을 하는

용법,즉 실 세계를 단 근거로 삼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비근

거성 추측’으로 보았다.(39)를 다시 살펴보면,이 문맥은 추측할 때

그녀가 발화자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상상할 수가 있다.이 때

명제 사건인 ‘ダロウ(darou)’ ‘(シ)ソウダ((si)souda)’로 이루어진 명

제 추측 구문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이것은 주어진 정보를 기인 사

건으로 하여 거기서 실 가능성이 있는 가상 세계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이 때 ‘ダロウ(darou)’와 ‘(シ)ソウダ((si)souda)’차이를 보면

각 어원의 통시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즉,‘(シ)ソウダ((si)souda)’

가 相(모양)ダ(da)가 문법화된 문말 표 이고 ‘ダロウ(darou)’가 ダ

(da)(단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ロウ(rou)(추측의 조동사)에서

문법화 된 향을 받은 것이다.그래서 ‘(シ)ソウダ((si)souda)’가 단순

히 가상 세계를 그 로 묘사하는 데에 비해서 ‘ダロウ(darou)’가 감정

개입 장치를 통해서 명제를 인정하는 태도가 추가된 의미 기능을 갖

게 된다.한편 (40)은 주어진 사건 명제A ‘그녀에게서 화가 왔다’가

‘그녀가 발화자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이는 증거’로 서 명제A

에 수반될 만한 사건 에서 하나를 택해서 명제로 삼은 것으로 보인

다.‘(シ)ソウダ((si)souda)’구문27)역시 ‘실 가능한 가상 세계를 묘

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한 (40)에서 ‘ダロウ

(darou)’가 비문인 데에 비해 ‘ノダロウ(nodarou)’구문은 가능한 구문

27)‘(シ)ソウダ((si)souda)’(구문은 형태 으로 과거 사건과 함께 쓰이지 않음으

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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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것은 선행 사건과 추측 사건 사이에 ‘기인과 결과’라는 인과

계가 형성되어야 함을 증명해 다.

(42)아직 먹지도 않고 어떤 실마리 없는 상황에서

これ、何かな。

이것,무엇일까?

(さてね。たぶんおおかた/どうせ）

鶏肉か何か(ダロウ/*ヨウダ/*ラシイ)。

쎄,아마 ( 략/어차피)

Torinikukananika(darou/*youda/*rasii).

Chickenorsomething-MOD(con).

‘Ithinkit'sakindofchicken.’ (菊地,2000(25))

(43)この味は鶏肉のヨウダな。うん、鶏肉ダロウ。　(菊地,2000(26))

Konoaji-watoriniku-noyouda-na.UnTorinikudarou.

Thistaste-ACchickenMOD(con)-GN-MOD.Right,Chicken-MOD(con).

‘Ittastesjustlikechicken.Right,Ithinkit’schicken.‘

(발화자=추측하는 자=청자가 청자의 사건을 추측)

菊地(2000)는 (9)에서 아무 실마리 없는 추측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42)와 같이 한 번 ‘ヨウダ(youda)’를 통해서 찰 결과를 묘사한 후

단이나 상을 하는 경우에 ‘ダロウ(darou)’가 자연스럽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이것 한 ‘ダロウ(darou)’가 감정 개입 가능을 통해서

묘사한 결과를 인정하려는 태도로 보인다.결국 ‘ダロウ(darou)’는 발

화자가 추측 시에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실 가능한 가상 세

계를 묘사’28)함과 동시에 묘사하는 명제를 인정하는 의미를 부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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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ヨウダ(youda)’,‘ラシイ(rasii)’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가 명제A와 수반할 만한 사건을 명

제B로 묘사함으로써 추측을 나타내는 구문이라는 것은 4.3.1.에서 이

미 언 하 다.그럼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사이의 뚜렷한

차이 은 무엇일까.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에 해서는 추측 요소 에서 비교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인 만큼 그 차이 을 기술하는

일은 쉽지 않은 듯하다. 표 인 비교 연구가로는 早津(1988)과 菊地

(2000)가 있다.

早津(1988)가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차이에 하여 언

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우선 이들 요소를 구분하는 기 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며 하나는 단 근거의 성격이고, 하나는 명제에

한 발화자의 태도이다. 자는 직 근거와 간 근거,후자에

는 引き寄せ와 引き離し(떼어놓기:멀리 하는)의 태도가 있으며,네

가지 기 이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를 구분하고 있다고 한

다.이 기 에 따르면 객 인 근거에 한 의존도가 높고 引き離し

(멀리 하는)의 태도가 높게 나오는 구문이 ‘ラシイ(rasii)’구문이며 직

근거를 주로 引き寄せ(가까이 하는)태도가 높은 구문이 ‘ヨウ

ダ(youda)’구문이 되는 것이다.

菊地(2000)는 ‘ヨウダ(youda)’가 ‘직 찰(경험)한 것과 일치하는

것을 명제 내용으로 하고,명제 내용은 찰 상의 모양에 한 것

이다’고 정의하 다.한편 ‘ラシイ(rasii)’는 찰한 결과(혹은 달된

정보에 한 진 (真偽)성을 단하여)가 확실하진 않지만 명제와 같

28)윤상실(2003)은 이러한 문맥 특징을 근거로 ‘ダロウ(darou)’가 ‘명제 작성권’

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도 있다.

29)이러한 특징을 菊地(2000)는 ‘상상을 진술하는 용법’으로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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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상될 때 쓰는 구문이라고 정의하 다.즉 ‘ラシイ(rasii)’는

찰 상 모양을 직 언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추론(推論)해서 명제

내용을 제시한다는 주장이다.

본고의 입장은 단 근거 성격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받

아들일 때 어떤 태도로 정보에 근하는지에 따라 의미상 차이가 나

타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주장은 菊地(2000)와 비슷하지만 菊地가

말하는 ‘찰’이란 어떤 것이며 경험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찰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다시 심사숙고하

도록 한다.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는 형태 으로도 같고,같은 문맥에

서 부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와 ‘한 쪽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그리고

‘어느 한 쪽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어 보았

다.

a.‘ラシイ(rasii)’와 ‘ヨウダ(youda)’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ラシイ(rasii)’와 ‘ヨウダ(youda)’가 같은 문맥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44)あ、誰かが来た(ヨウダ/ラシイ)。

A,dareka-gakita(youda/rasii).

Somebody-TCcome-PAST-MOD(con).

‘Itseemslikesomebodyhascome.’

(45)（患 が多いのを観察して）

(환자가 많은 것을 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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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はいい病院(のヨウダ/ラシイ)。

Koko-waiibyouin-no(youda/rasii).

Here-TCgoodhospital-GN-MOD(con).

‘Thishospitalseemstobeaniceone.’

(44)나 (45)는 발화자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실제 일어났

다고 인정하여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끌어질 만한 양상을 자신의 명제

로써 묘사하는 경우나 그 정보를 근거로 ‘그런 셈이다’라고 감정 개입

기능을 사용해서 자기 단을 가한 모양을 묘사하는 경우에(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걸러내기 기능을 통한 묘사)‘ラシイ(rasii)’나 ‘ヨウダ

(youda)’를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문장은 주로 명제가 동사 서술어로

인해 성립하는 경우에 나타나기 쉬운 문말 표 이기도 한다.이 때

주어진 정보와 추측할 명제 사건이 매우 한 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서는 ‘ラシイ(rasii)’나 ‘ヨウダ(youda)’모두를 ‘명제 사건

이 참’이라고 말할 만한 주어진 정보를 단순 묘사로 볼 수도 있다.

b.‘ヨウダ(youda)’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ラシイ(rasii)’가 어색한 경우

다음으로 ‘ヨウダ(youda)’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면에 ‘ラシイ

(rasii)’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47)에서 (48)

문장은 ‘ヨウダ(youda)’만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진 문맥을 시한 것이다.

(46)(店頭でコートを見て)

このコートわたしには し大きいヨウダ/?ラシイ。

(가게에서 코트를 보고)

Konokootowatasi-ni-waookii(youda/?rasii).

ThiscoatI-DAT-TCalittlebitlarge-MOD(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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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hinkthiscoatisalittlebittoolargeforme.’

(47)(自分で自分の胸をさして)

(자신이 자신 가슴을 가리키면서)

この辺が痛い(ヨウダ/?ラシイ)。                 (森田,1980)

Konohen-gaitai(youda/?rasii).

Aroundhere-NOM hurt-MOD(con).

‘Ithurtsaroundhere.’

(48)色々ペンを使ってみたが、細かい字を書くにはこのメーカーのが

여러 가시 펜을 써 봤는데 작은 을 쓰는 데 이 메이커 제품이

一番いい(ヨウダ/*ラシイ)(早津,1988)

Itibanii(youda/*rasii).

Bestgood-MOD(con).

‘thisoneseemstobethebest.’

(46)～(48)은 실제로 손으로 느낀 감각이나 입어 본 경험,혹은

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신의 내 상태를 근거로 ‘명제 사건이 참이

라고 말할 만한 주어진 정보를 묘사’하는 것이다.특히 (48)은 실제로

써 본 결과에서 바로 이끌어 낸 양상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추측을

신하고 있다.

c.‘ラシイ(rasii)’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ヨウダ(youda)’가 어색한

경우

마지막으로 ‘ラシイ(rasii)’만 쓰고 ‘ヨウダ(youda)’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기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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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我々のようなものには想像もつかないが、)

(우리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人間は60兆個もの細胞から出来ている(ラシイ/*ヨウダ)。

Ningen-wa60choukomonosaibou-karadeki-teiru(rasii/*youda).

Humanbeing-TC60trillioncells-frommadeof-CONT-MOD(con).

‘It’slikethathumanbeingismadeupof60trillioncells.’

(早津,1988)

발화자가 직 경험한 사건은 아니지만 ‘말할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 믿음직하다’(早津,1988,菊地,2000)고 인정하면서 명제를 제

시하는 데 쓰이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50)ポチが木の下で吠え出した。辺りには変わった様子はないが、勘のい

いポチのことだ、おそらく木の下に何か埋まっている(*ヨウダ/ラシ

イ)と私は見た。                                  (菊地,2000)

강아지가 나무 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주변에 이상한 것

은 없지만 감이 뛰어난 강아지니까 아마도 나무 에 무엇인가

Umat-teiru(*youda/rasii)라고 나는 생각했다.

Cover-CONS-MOD(con).

‘Itseemslikesomethingis(underthetree).’

菊地(2000)는 이 문장에 해서 ‘찰 상과 단 내용 사이에 격

차(gap)가 생겨서’,즉 ‘찰 내용에서 쉽게 추측할 만한 결과 양상을

묘사하는 명제가 아니라는 에서,‘ヨウダ(youda)’보다 자연스럽다고

간주하 다.여기서도 역시 ‘ヨウダ(youda)’가 단순한 단 근거에서

직 연결되는 양상을 추측 명제로 묘사하는 기능인 데에 비해 한 번

감정 개입 기능을 통해 명제에 한 의심의 태도를 부가한 감정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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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ラシイ(rasii)’가 좀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부터 [3]까지의 결과에서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의 의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ヨウダ(youda)’나 ‘ラシイ(rasii)’

나 모두 완료된(실재)정보를 단 근거로 하는데,정보에서 자연스럽

게 측할 수 있는 양상을 그 로 명제로 묘사한 경우에 ‘ヨウダ

(youda)’를 덧붙여서 실 되며,받아들인 정보에 한 감정 개입을 추

가한 결과가 ‘ラシイ(rasii)’와 함께 나타난다.이러한 ‘ラシイ(rasii)’는

‘ヨウダ(youda)’처럼 ‘주어진 정보에 쉽게 수반 혹은 연결되는 사건을

명제로 택하지만 거기에는 명제가 ‘참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라는

‘의심’에 가까운 태도를 표출하게 된다.

4.2.3.‘(シ)ソウダ((si)souda)’구문

추측의 의미를 가진 ‘(シ)ソウダ((si)souda)’에 한 선행 연구를 보

면 ‘(シ)ソウダ((si)souda)’는 발화시 상황을 묘사하거나,묘사를 통해

서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측하는 기능이라고 정의

할 수가 있다.이것은 ‘ヨウダ(youda)’나 ‘ラシイ(rasii)’표 과 같은

문맥 속에서 추측의 ‘(シ)ソウダ((si)souda)’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

하고 있다.이것은 ‘(シ)ソウダ((si)souda)’가 추측 외30)양태 기능이

‘ヨ5ウダ(youda)’나 ‘ラシイ(rasii)’와 일치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하는

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1)（この時彼女からの愛情のこもった電話がくる）

(이 때 그녀에게서 사랑의 감정이 담긴 화가 온다)

うん、やはり、分かってくれた(*ダロウ/ヨウダ/ラシイ/てソウダ)。

(김동욱,2012)

30)단순한 사건 묘사의 ‘ヨウダ(youda)’나 정보 달의 ‘ラシイ(rasii)’등이 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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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yahariwakattekureta(*darou/youda/rasii/tesouda).

See,rightunderstand-PAS-PAST-MOD(con).

‘See,Ithinkshe’sunderstoodmymind.’

(52)明日は雨が降(るダロウ/るヨウダ/るラシイ/りソウダ)。

Asita-waame-gahu(rudarou/ruyouda/rurasii/risouda).

Tomorrow-TCrain-NM drop-MOD(con).

‘Itwillraintomorrow.’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ダロウ(darou)’와 ‘(シ)ソウダ((si)souda)’

가 오히려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된다.

(53)（ただ漠然とした希望をつぶやくかのように）

いずれは彼女も私の気持を分かってくれ(るダロウ/*るヨウダ/*るラ

シイ/ソウダ)。

Izure-wakanojo-mowatasinokimoti-owakat-ttekure(ru

darou/*ruyouda/*rurasii/souda).

Someday-TCshe-toomymind-ACunderstand-PASS-MOD(con).

‘Somedayshemayunderstandmymind.’

이것은 ‘(シ)ソウダ((si)souda)’가 묘사 가능한 사건을 명제로 택해

서 추측의 뜻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단 근거를 통해서 스

스로 명제 사건을 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ダロウ(darou)’와 같은 ‘가상 사건 묘사’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좀

더 를 들면

(54)気象台の予報によ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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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보에 따르면)

今年の秋は長(いヨウである/*ソウダ)。   

Kotosinoaki-wanaga(iyoude-aru/*souda).

Thisyear-Autumn-NM long-MOD(con).

‘Wewillhavealongautumnthisyear.’

(윤상실,2000:143-142)

(53)가 발화자 스스로 명제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비해 (54)는 기상

청이 보한 사건에 해서 그것을 묘사 가능한 사건으로 택해 추측

의 뜻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ヨウダ(youda)’,‘ラシイ(rasii)’

와 같이 사건A를 통해서 명제 사건을 이끄는 기능은 같다.하지만 묘

사하는 과정이 ‘ヨウダ(youda)’ ‘ラシイ(rasii)’에서는 사건A에 수반

되어 상상할 수 있는 사건 에서 하나를 택해서 추측 명제로 택하는

데 반해 ‘(シ)ソウダ((si)souda)’에서는 사건A에서 발화자가 추측 가능

한 가상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다시 정리하면 ‘(シ)ソウダ((si)souda)’는 ‘추측 시 사

건을 근거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坂田,1980)’등 미래 사건을

측이나 추측하는 의미기능 혹은 ‘어떠한 문맥 상황에서 진 (真偽)

단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재의 모양새 묘사’(김동욱,2012)등　

‘(シ)ソウダ((si)souda)’가 묘사에 심을 둔 표 이라고 주장하고 있

지만 고찰한 문에서는 (54)와 같이 추측이 꼭 미래일 뿐만 아니라

재 사건의 추측도 가능하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해서는 완

료상 ‘-テイ(tei)-’를 사용해서 추측 사건시에 이미 그것이 끝났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확인 사건’에 한 추측 기능으로 야 할 것이

다. ‘(シ)ソウダ((si)souda)’는 ‘ダロウ(darou)’와 같은 단 근거에

서 스스로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シ)ソウダ

((si)souda)’가 이미 일어난( 는 그 게 인식하는)사건을 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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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는 데에 비해 ‘ダロウ(darou)’는 주어진 정보( 실성이 있든 없

든)를 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데에 차이 이 확실해 보인다.이

러한 이유로 ‘(シ)ソウダ((si)souda)’는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정

보에 수반해서 실 가능한 가상 세계를 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미확인이지만 주어진 정보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쉽게 연결되

는)사건을 나타내는 문맥에 쓰이는 것이다.

　

4.2.4.기타 요소 ‘ミタイダ(mitaida)’와 ‘トオモウ

　　　(toomou)’구문

‘ミタイダ(mitaida)’와 ‘トオモウ(toomou)’를 추측의 문말 표 상

으로 다룬 연구는 응용 일본어학 분야에서 몇 편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가 극히 다.寺村(1984)이나 三宅(1994)은 추측의 양태 표 의 일

종으로서 ‘ミタイダ(mitaida)’를 다루고 있는데 그 통시 변천으로 인

하여 ‘ヨウダ(youda)’와 형태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그러

나 거의 동의 의미 기능을 가진 요소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한편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3)에서는 추측의 의미 기능에

서는 용법의 차이를 단순히 ‘ヨウダ(youda)’가 딱딱한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에 비해 ‘ミタイダ(mitaida)’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회화

체에서 사용됨’을 언 하고 있다.이러한 견해는 부분 연구자들과

동일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ミタイダ(mitaida)’를 심으로 한 다른

연구가 없었던 것이다.그 지만 ‘トオモウ(toomou)’에 해서는 아

직까지 그것을 추측 양태의 한 요소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고 통

사 구조로 인한 추측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요소로 본 연구는 조

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그 지만 최근에 담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면서 이러한 ‘ミタイダ(mitaida)’나 ‘トオモウ(toomou)’에 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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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빈도 차이나 허용도 차이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고

에서는 특히 国澤(2011)을 심으로 ‘ミタイダ(mitaida)’와 ‘トオモウ

(toomou)’의 특성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国澤(2011)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ミタイダ(mitaida)’의 허용도와 출

빈도를 조사하 는데,그 결과 ‘ミタイダ(mitaida)’특징 하나로

발화자에게 불확실한 사건을 언 할 경우에 사용됨을 지 하 다.

한 이러한 활용은 40 이하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허용도가 높고

50 이상에서는 선호도가 극히 낮아짐을 확인하 다.

(55)(=53)

(ただ漠然とした希望をつぶやくかのように）

(막연하게 혼자서)

いずれは彼女も私の気持ちを分かってくれ(るダロウ/*るヨウダ/*るラシイ/ソ

ウダ/*るミタイダ/トオモウ)。

Izure-wakanojo-mowatasinokimoti-owakat-ttekure

(rudarou/*ruyouda/*rurasii/souda/*rumitaida/toomou).

Someday-TCshe-toomymind-ACunderstand-PASS-MOD(con).

‘Somedayshemayunderstandmymind.’

(56)A와 B가 집 안에서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A가

엔진 소리를 들은 경우에

(A가 B에게)

‘タクシーが来た(ミタイ/ヨウダ/ラシイ/?トオモウ)。’　

Takusii-gakita(mitai/youda/rasii/?toomou).

Taxi-NM come-PAST-MOD(con).

‘Itseemslikethatataxihas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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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 ○96.1%　△0.7% ×3.3%)

(55)는 역시 (53)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발화자 스스로가 주어진 정

보 사건을 머릿속에서 감정 개입을 하면서 명제 사건을 추측한 문맥

인데,여기서는 ‘ミタイダ(mitaida)’가 어울리지 않고 ‘トオモウ(to

omou)’가 허용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것은 ‘トオモウ(to

omou)’가 ‘ダロウ(darou)’와 마찬가지로 감정개입을 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사건을 묘사한 데에 비해 ‘ミタイダ(mitaida)’가 주어진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 후에 그 사건에 수반될 수 있는 사건 에

서 하나를 자신의 추측 사건으로 선택해서 묘사한 것이다.이에 해

서 (56)는 발화자가 엔진 소리가 들리는 실재(실제로 일어났다고 인

정하는)사건A를 단 근거로 해서 사건a와 수반할 수 있는 사건

에서 하나를 택하여 묘사한 사건B를 추측의 상으로 한 문맥으로

‘ミタイダ(mitaida)’가 어울리는 데에 비해서 ‘トオモウ(toomou)’라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추측 표 으로는 합하

지 않은 것이다.

4.2.5.일본어 추측 문말 표 의 의미 특징 마무리

지 까지 분석해 온 결과를 정리하면 일본어에 나타나는 추측 문말

표 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우선 ‘ダロウ(darou)’와 ‘(シ)ソウ

ダ((si)souda)’가 나머지 표 과 나뉘는 특징은 ‘주어진 정보가 완료된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사건이든 발화자 미확인 정보’이든 사

용할 수 있다는 이다.이 때 ‘주어진 정보를 추측하는 데 기인 사건

으로 받아들인 경우’에 그 결과를 가상 세계로 묘사함으로써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표 으로서 ‘ダロウ(darou)’와 ‘(シ)ソウダ((si)souda)’



- 96 -

가 나타나며,‘주어진 정보를 추측하는 데 결과 사건으로 받아들인 경

우’에 결과를 추측하는 데 ‘ノダロウ(nodarou)’와 ‘(シ)ソウダ((si)souda)’

가 실 된다.한편 ‘ダロウ(darou)’가 명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부가하

는 데 비해 ‘(シ)ソウダ((si)souda)’는 단순한 사건 묘사에 그친다.이

와는 달리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는 모두 주어진 완료된(실

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사건을 단 근거로 그 정보에 수반될 만한

( 측 가능한 원인 혹은 결과)사건 후보 에서 명제 사건을 택하는

방법을 취한다.이 때 명제가 동사 서술어의 경우 단순한 묘사를 하

는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구문이 실 된다.한편 심리태도

등 내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에는 ‘ヨウダ(youda)’와 ‘ラシイ(rasii)’

사이에 사용 제약이 생긴다.즉 단순한 사건 묘사에는 ‘ヨウダ

(youda)’가 나타나며 자신이 드러난 명제에 한감정을 부가하기

해 ‘ラシイ(rasii)’가 나타나는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단 근거의 성격이 아니라 단 근거에 한 발화자

(추측자)의 태도를 ‘주어진 정보 실 확인 여부’와 ‘명제와의 인과

계(기인 사건인지 결과 사건인지)’의 두 가지 기 으로 크게 나 어서

각 기 하에 ‘가상 세계 묘사/수반 사건 선택’여부나 ‘만들어진 명제

를 인정하거나 의심의 감정이 추가 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등의 상

세한 분류 기 이 교차 으로 작용되면서 3차원의 교착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의 문말 표 이 실 되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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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일본어 추측 문말 표 체계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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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어와 일본어 추측 문말 표 조 분석

5.1.형태 조 분석

지 까지 3장과 4장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추측 표 들이 개별

으로 어떠한 형태 특징과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고에서 상으로 한 추측 문말 표 의 형태 특징에서는

추측 문말 표 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하나는 ‘–겠-’이

나 ‘ダロウ(darou)’와 같은 직설법 인 실 법이고 다른 하나는 ‘–은/

을/는/던 모양이(다)’나 ‘ヨウダ(youda)’등의 내포 에 의한 실 법이

다.

윤상실(2005)에서는 이러한 문장 구조를 각 양태 표 의 의미 기능

에 따라 세 가지의 문말 형식31)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이것을 바탕

으로 본고의 연구 상인 추측 문말 표 의 체계를 제시한 것이 아래

<표2>이다.

31)윤상실(2005)은 일본어에 나타나는 문말 양태 표 을 상으로 양태요소 모

두를 ‘1차 문말 형식’,‘2차 문말 형식’,‘3차 문말 형식’으로 분류하 는

데,본고에서는 짐작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인 ‘-겠-’도 양태 요소

의 한 종류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말’이라는 표 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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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양태

형식

단계

양태

(활용

법이

없음)　

선어말

어미

(선어말어미)

-겠-
종결어미　　

u,you,darou

(활용

법이

있음)　　

명제

완성형

youda,rasii,

mitaida　

명제

미완성형

（連用形）

souda

것 같다,

모양이다,

듯하다/듯싶다

나/가 보다

(-이/려/나

보다)
2차

양태

형식

높임법

구성

desu,masu,　(de)gozaimasu,-입니다,

-합니다 등

3차

양태

형식

종결어미

조사
yo,ne,wa,ka등-군,-네 등

<표2> 단계 모달리티를 둘러싼 문말 형식의 양상

다만 표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양 언어 문장구조를 조하기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양 언어가 가지는 통사 구조의 차이 때문

이다.다시 말해서 한국어나 일본어나 <도표1>과 같은 ‘포장지형’양

태 구문 양상을 보이면서도 그 포장 방법이 다르게 실 되는 것 한

요한 사실이다.좀 더 상세히 설명한 것이 다음에 제시한 (1)

(2)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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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일본어 [[[[彼 は 学校へ　行く]よう]です]ね]。

([[[[karewagakkoueiku]you]desu]ne].)

([[[[He-NM gakkou-D go]-MOD(con)]-COP]-MOD(lis)].)

b.한국어 [[[[그 는 학교로가]는모양]이에요]군].

(2)a.*일본어 [[[[彼は学校へ行く]だろう]＊です]ね]。

([[[[karewagakkoueiku]darou]*desu]ne].)

([[[[He-NM gakkou-DIR/ALLgo]-MOD(con)]*COP]-MOD(lis)].)

b.한국어 [[[[그는 학교로 가]ㄹ 것(이)/겠]]군]요.]

이러한 양 언어의 문말 표 배열 순서까지 고려해서 다시 정리한

도표가 아래 <도표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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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문말 형식
2차 문말

형식

3차 문말

형식

단계 양태
종결어미

조사

높임법

구성

(활용법

있음)

명제

완성형

(-군,-네) -요

명제

미완성형

‘-것같다

-모양이다,

-듯하다

-나/가 보다’

(‘-이/려/-나 보다’)

-습니다(활용법

없음)

명제

완성형

명제

미완성형

(선어말어미)

-겠-

<도표3><한국어 양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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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문말 형식
2차 문말

형식

3차

문말

형식

단계 양태 높임법 구성
종결어미

조사

활
용
법

있
음

명제

완성형

youda　rasii　

mitaida
desu,　masu,　

(de)gozaimasu

32)yo,

ne

wa　

등

명제

미완

성형

(si)souda

활
용
법

없
음

명제

완성형
(종결어미)darou

명제

미완

성형

(종결어미)u,you　

<일본어 양태 구조>

우선 한국어나 일본어나 모두 명제 바로 뒤에 1차 양태 표 이 붙

는 모습을 볼 수 있다.1차 양태 표 은 그것만으로도 문장을 종결할

수 있는 문법소33)이며,문장 체에서 핵심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되는

요소가 이에 해당된다.추측 문말 표 에 해서 말하면,한국어의 ‘-

32)일본어 문장 구문에서 문말에 나타나는 modality기능을 가진 조사 에서

상기한 외에도 ‘か(ka)’를 비롯한 몇 가지 조사가 존재하지만 그 견해도 학자

마다 다양하므로 가장 일반 인 조사들만 소개하 다.특히 의문의 뜻을 나

타내는 ‘か(ka)’와 같은 경우,한국어 ‘까’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른 modal

요소 뒤에 덧붙었을 경우에,문장 체를 의문문으로 바꿔 버리는,즉 강한

modality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도표에서는 제외한 것

이다.한국어에서 확인법의 종결어미 ‘-지’에 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 다.

33)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양태 표 과 통사 구조로 인한 형태 방법으로

실 되는 형태소의 집합도 하나의 양태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 들을 모두 ‘문법소’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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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을/는/던 것 같다’,‘-은/을/는/던 모양이(다)’,‘-나(가)보-’,‘-듯하

(다)’,‘-겠-’등이나 일본어의 ‘-ウ(u)’,‘-ヨウ(you)’,‘-ダロウ(darou)’,　

‘-ヨウダ(youda)’,‘-ラシイ(rasii)’,　‘-ミタイダ(mitaida)’　‘-(シ)ソウダ

((si)souda)’등이 이에 해당된다34).양태 표 이 활용법 유무에 따라

한국어의 ‘-겠-’,일본어의 ‘-ヨ(ウ)(yo)u’,‘-ダロウ(darou)’와 기타 문

법소를,명제 구문의 활용어미에 덧붙는지의 여부에 따라 한국어의 ‘–

을 것이(다)’,‘-은/을/는/던 것 같(다)’,‘-은/을/는/던 모양이(다)’,‘-나

/가 보(다)’,‘-은/을/는/던 듯하(다)/듯싶(다)’ 일본어의 ‘-(シ)ソウ

ダ(si)souda’와 기타 문법소로 분류할 수 있다.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태 표 이 문법 형태 방법으로 실 되는 경우엔 한·일 양국 언어

의 문장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데,이것이 바로 에서 소개한 2차와

3차 양태 문법소들의 순서가 뒤집히는 상이다35).특히 일본어에서

는 청자높임법이나 의문법 형태소인 3차 문법소가 명제의 가장 뒤에

치한다.뒤에 오면 올수록 구문 체 양태 의미가 강해지고 한국어

는 꼭 그러하지 않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추측 문말 표 을 비교할 때,구문 구조 자체에

큰 차이 이 있는 것은 2장에서 언 한 바 있다.다시 말해서 일본어

는 ‘(シ)ソウダ((si)souda)’를 제외한 모든 추측 문말 표 에서 완벽한

(시제까지 다 포함한 단문)구문 구조에 추측 문말 표 들이 붙어 추

측 명제 구문을 만들고 있는 데에 비해서 한국어는 명제 구문만으로

34)종래의 일본어학에서는 일반 으로 ‘미완성’형태에 덧붙는 ‘(ヨ)ウ((yo)u)’

은 같은 ‘추측’의미 기능을 가지면서도 그 형태 특징에 의해서 modality라

는 문법범주의 일종인 서법(mood)으로 분류한다,일본어의 modality는 통사

구문 형태에 따라 서법과 modality요소가 분류된다.

35)2차 문말 형식인 ‘청자 높임법’을 가지지 않는 양태 요소 ‘ダロウ(darou)’의

경우,어휘 실 법에 해서 같은 의미기능을 지닌 ‘デショウ(deshou)’

체로 ‘ダロウ(darou)’의 청자높임법을 실 하는 특징이 있다. 한 한국어나

일본어나 음운 실 법에 따라 양태 기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도

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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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으로서 성립하지 않는 명사 형식 혹은 ‘-겠-’에 의한 굴

인 결합을 보인다.한편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형태 인 제약에는 공

통 이 있다.즉 명제 동작주가 1인칭인 속성진술 구문에서 한국어의

‘-겠-’과 ‘-을 것이(다)’ 일본어의 ‘ダロウ(darou)’와 ‘(シ)ソウダ

((si)souda)’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건진술 구문에서는 가정법이나

가상 사건을 추측하는 등 굉장히 제한된 문맥에서만 사용된다.특히

일본어의 ‘ダロウ(darou)’구문의 경우, 항 에 조건 이 올 때 추측

구문 체가 가정법의 의미로 실 된다.한국어의 기타 추측 문말 표

들 즉,‘-은/을/는/던 모양이(다)’,‘-을 것이(다)’,‘-은/을/는/던 듯하

(다)’의 경우 과거 시제법을 동반해서 명제 뒤에 나오는 경우에 그것

은 추측이 아닌 ‘모양이나 양태 묘사’의 기능을 갖는다.즉 추측 구문

에서는 먼 명제에 해당하는 명사 속에서 명세 사건 시 이 표시

되는 것이다. 는 명제 사건에 해당하는 명사 이 ‘–ㄹ/ㄴ(은)’과 ‘-은

/을/는/던 듯하(다)/듯싶(다)’,‘-은/을/는/던 것 같(다)’가 과거 시제법

으로 ‘–ㄹ/ㄴ(은)’과 결합하 을 경우에는 ‘발화 시 에는 이미 그 명

제에 한 인정도가 떨어지거나 가정법’의 의미로 실 된다.한편 일

본어 ‘ヨウダ(youda)’,‘ミタイダ(mitaida)’,‘(シ)ソウダ((si)souda)’표

들이 과거 시제법으로 나타나는 때 명제 사건 서술어가 과거 시

이면 발화 시 보다 과거에 추측 시 이 있음을 의미하여,기본형으

로 나타나면 ‘발화시에는 그 명제 확인이 안 되었음’이란 ‘추측’의 의

미기능을 갖는다.‘ラシイ(rasii)’도 과거 시제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명제 서술어가 기본형이든 과거 시 이든 ‘정보 달’의 의미로 실

된다.

지 까지 한국어와 일본어에 보이는 추측 문말 표 이 문법 형태

실 방법에 의해 실 되는지에 해서 알아봤다.다시 말해서 한국

어 일본어 양태는 어휘 , 생 ,문법 형태 ,그리고 문장의 하

강이냐 상승이냐에 따른 음운 방법 등과 같이 다양한 실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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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된다 (각 언어의 형태 차이에 해서는 3장 4장을 참조).그러

나 한국어의 추측 문말 표 유표 구문은 일본어 추측 구문과는 달리

명제 구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일본어

에서는 추측 문말 표 을 빼면 평서문 문장 구조가 성립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서양 언어학 분야에서는 평서문에 한 독립된 추가 요

소를 ‘양태’로 인정하지만 한국어나 일부의 일본어 양태 표 (서법

요소)는 교착어의 특징에 의해 추가 문법소가 독립하지 않고 첨가

되는 요소가 매립되기도 한다.이러한 문말 표 의 다양한 형태 유형

과 서양 언어학에서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조회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5.2.의미 조 분석

그럼 다음으로 한일 양 언어에 보이는 추측 문말 표 의 의미에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앞선 3장 4장에서 고찰한 결과 한

국어와 일본어에서 각 추측 문말 표 들이 갖는 의미 기능을 구별하

기 한 공통 인 기 이 있지만 서로가 그 기 안에서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밝 졌다.한일 양 언어에서 각 추측 문말

표 들을 분류하는 두 가지 공통 기 이 밝 졌다.첫째로 단 근거

로 주어진 정보와 한 계를 맺어 수반될 만한 사건 후보 에서

하나를 택해서 묘사를 하는지 내지는 주어진 정보에서 발화자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상 사건을 묘사하는지의 차이고,둘째로

만들어진 혹은 택한 사건을 그 로 묘사하는지, 는 그 사건에 한

인정 혹은 의심의 감정을 부가하는지의 두 가지 심 기 이다.

그러한 기 으로 보았을 때 한 언어 안에 보이는 각 문말 표 뿐만

아니라 양 언어 간의 의미 차이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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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겠-’과 ‘ダロウ(darou)’‘ノダロウ(nodarou)’

‘(シ)ソウダ((si)souda)’구문

한국어 ‘-겠-’구문은 주어진 사건 정보가 발화자에게 미확인 사건

이든 실제 일어났다고 사건이든 사용할 수가 있다.그러한 사건 정보

의 차이는 추측 구문에 다음과 같은 제약을 만든다.먼 주어진 사

건이 미확인 사건일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가 기인 사건'이 되어야

하며 발화자가 ‘주어진 정보와 필연 인 계성을 가지고 쉽게 상상

되는’가상 사건을 묘사한다.이와 달리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

건이 주어지면 그 사건 정보를 ‘추측 명제에 한 기인 사건’으로 받

아들이는지 혹은 ‘추측 명제에 한 결과 사건’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른 추측 방법을 갖는다.만약 주어진 정보 사건이 ‘실제로 일

어난 (일어나고 있는)’사건으로 인정하여 ‘그 정보가 추측 명제에

한 기인 사건’이면 ‘-겠-’과 함께 실 되는 추측 표 은 자연섭리와

같이 필연 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 사건을 묘사한다.한편 ‘실제로 일

어난 사건 정보가 추측 명제에 한 결과 사건’일 경우에는 추측 시

에 거기서 추측 가능한 기인 사건을 묘사하여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

다.만약 ‘미확인 사건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주어진 정보를 기인 사

건으로 보아 그 결과를 발화자의 가상 세계에 묘사하는 기능을 갖는

다.36)

36)본고에서 말하는 실재 사건이란 발화자에게 실성(realisis)으로 인정된 사

건을 말한다. 실성(realisis)사건이란 추측하는 자가 실이라고 인지하는

사건을 말하며 물리 · 실 으로 실재하는지의 여부와 달리 발화자가 어떤

사건이 실 되었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가리킨다.realisis란 Palmer(2001)에서

주어진 이름이며 번역 에서는 ‘실’로 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실

(reality)’과 구별하기 해 ‘실성(realisis)’으로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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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정보
기인 사건 결과 사건

미확인

사건
가상 세계 묘사 없음

실재

사건
필연 결과 사건 묘사 가상 세계 묘사

만약 주어진 사건 정보가 미확인 기인 사건인 경우에 ‘(シ)ソウダ

((si)souda)’가 나타나며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기인 사건이 주

어지면 ‘ダロウ(darou)’가 나타난다.이와 달리 결과 사건이 주어진 경

우에는 미확인 사건인지 실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사건인지와 무

하게 ‘ダロウ(darou)’가 아니라 ‘ダロウ(nodarou)’나 ‘(シ)ソウダ((si)souda)’

가 나타나면서 기인 사건이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 감정 개입을 거친

사건 묘사로 실 된다.

[1]미확인 사건이 기인 사건이 되는 경우

(5)한국어:철수가 선물을 주면 희가 울겠어.

일본어:チョルスがプレゼントをあげたらヨンヒは泣くだろう。

ChelSu-gapurezento-oagetaraYenghHee-wanaku-darou.

ChelSu-NM present-ACgive-ifYengHee-TC-cry-MOD(con).

‘IfChelSugiveshim apresent,YengHeewillcry.’

[2]사건 정보가 미확인 사건/실재 사건이면서 결과 사건인 경우

(6)한국어:철수가 선물을 줬으니까 희가 울었겠지.

일본어:チョルスがプレゼントをあげたからヨンヒは泣いたのだろう。

ChelSu-gapurezento-oagetaraYengHee-wanai-ta-no-darou.

ChelSu-NM present-ACgive-PAST-ifYengHee-TCcry-PAST-[no]-MOD(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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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gHeecriedbecauseChelSugaveherapresent.’

5.2.2.‘-을 것이(다)’와 ‘ダロウ(darou)’과 ‘ノダロウ

(nodarou)’구문

추측 구문에 사용되는 문말 표 ‘ダロウ(darou)’도 ‘-겠-’과 마찬가

지로 실제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건이든 미확인 사건이든, 는 기인

사건이든 결과 사건이든,그 주어진 정보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을 만

드는데 ‘-겠-’과 달리 만들어진 명제 사건에 감정 이입 장치를 통해서

명제에 한 인정의 태도를 부여해서 드러내는 의미 기능을 가진다.

이것은 일본어 ‘ダロウ(darou)’와 유사하지만 ‘ダロウ(darou)’의 특성상

주어진 결과 사건과 함께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ノダロウ(nodarou)’형태로 실 되는 게 보통이다.다시 말하면 ‘-을

것이(다)’는 미확인 사건이든 실제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건이든 주어

인 기인 사건에서 결과 사건을 추측하는 경우에는 ‘ダロウ(darou)’가,

결과 사건에서 기인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ノダロウ(nodarou)’

가 쓰이는 것이다. ,이 때 4.2.1.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ダロウ

(darou)’와 함께 ‘トオモウ(to omou)’가 나타나기도 하고,‘ダロウ

(darou)’를 생략해서 ‘トオモウ(toomou)’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보인

다. ‘ダロウ(darou)’의 가정법 기능은 주로 한국어에서 명제가 과

거 시제법을 가지는 ‘-을 것이(다)’구문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7)経済的なゆとりがあるなら、犬や猫といっしょに暮したダロウ。

Keizaiteki-nayutorigaarunara,inuyaneko-toisshoni

kurasitadar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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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alfree-NM exist,dogandcat-withlive-PAST-MOD(con).

‘IfIhadmoremoney,Iwouldlivewithcatsanddogs.’

5.2.3.‘-은/을/는/던 모양이(다)’과 ‘ヨウダ(youda)’,‘ラシイ(rasii)’,

‘ソウダ((si)souda)’,‘ミタイダ(mitaida)’구문

[1]단순한 수반 사건 묘사의 경우

‘-모양이다’는 주어진 사건 정보가 실재 사건이면 그 사건에 수반될

만한 사건 후보에서 하나를 택하여 묘사하는 추측 유형을 갖는다.이

것은 일본어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건 정보에서 수반사건

을 묘사하는 ‘ヨウダ(youda)’ ‘ラシイ(rasii)’,‘(シ)ソウダ((si)souda)’

그리고 ‘ミタイダ(mitaida)’가 실 된다.

[2]명제 사건 인정에서 먼 태도를 취하는 경우

한국어 ‘-은/을/는/던 모양이다’의 경우,단순한 추측이 그 기본 기

능으로 존재하지만 ‘(얼굴을 찡그리면서)그 사람이 를 좋아하는 모

양이야.’와 같은 경우에는 명제에 한 인정과는 거리감이 있는 태도

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문맥에서는 ‘ラシイ(rasii)’가 나타나

는 것이다 (嫌悪感).한편 한국에서는 추측 시 감정 개입 유형에 일본

어 ‘ラシイ(rasii)’와 같은 의심의 태도를 표시하는 문말 표 이 없기

때문에 명제 인정의 태도를 나타내는 ‘-나(가)보다’와 립되는 단순

한 묘사 기능을 가진 ‘-모양이다’를 놓음으로써 부정 인 느낌을 부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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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나/가 보(다)’와 ‘ヨウダ(youda)’‘ラシイ(rasii)’

　　　‘ミタイダ(mitaida)’구문

‘-나/가 보(다)’는 실재 사건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 그 사건에 수반

될 만한 사건 후보 에서 하나를 택하면서 추측을 나타낸다.단,주

어진 사건 정보가 어떤 행동이나 명칭을 나타내는 경우에 ‘-나/가 보

(다)’는 단순한 묘사를 하는 데 반해 형용사 등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나/가 보(다)’가 감정 개입 기능을 통해 명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유형을 보인다.

(8)(아 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딸이 태어나니까 기분이 좋은 모양이네.

娘が生まれるから気分がいい(ようだ/らしい)。

Musume-gaumareru-karakibun-gaiirasii.

Daughter-NM beborn-becausefeeling-NM good-MOD(con).

‘Itseemslikehefeelsgoodbecausedaughterwillbeborn

(hewillhaveadaughter).’

(9)(菊地,2000)　ポチが木の下で吠え出した。辺りには変わった様子

はないが、勘のいいポチのことだ、おそらく木の下に何か埋まっ

ている(*ヨウダ/ラシイ)と私は見た。

강아지가 나무 에서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주변에 이상한 것

은 없지만 감이 뛰어난 강아지니까 아마도 나무 에 무엇인가

Umat-teiru(*youda/rasii)라고 나는 생각했다.

Cover-CONT-MOD(con).

‘Itseemslikethereis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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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순한 수반 사건 묘사의 경우

‘-나/가 보(다)’는 주어진 사건 정보가 실재 사건인 경우에 그 사건

에 수반될 만한 사건 후보에서 하나를 택하여 묘사하는 추측 유형을

갖는데,이것은 일본어에서 실재 사건 정보에서 수반사건을 묘사하는

기능이 있는 ‘ヨウダ(youda)’ ‘ラシイ(rasii)’그리고 ‘ミタイダ

(mitaida)’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2]명제에 한 인정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나/가 보(다)’는 주어진 사건 정보가 실재 사건인 경우에 그 사건

에 수반될 만한 사건 후보에서 하나를 택하여 묘사하는 추측 유형을

갖는다.형용사 등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나/가 보(다)’가

감정 개입 장치를 통해 명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며,일본어에

서는 ‘ミタイダ(mitaida)’,‘ヨウダ(youda)’가 해당된다.

(10)彼には彼女の作ってくれたカレーが美味しいようだ。

Kare-ni-wakanojo-notuku-ttekure-takare-gaoisii-youda.

He-DAT-TCshe-ACmake-PASS-PAST curry-NM tasty-MOD(con).

‘Itseemsthathefeelshercurrytastesgood.’

5.2.5.한국어 일본어 문말 표 조 분석 마무리

지 까지 조한 추측 문말 표 들을 주어진 사건 정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출 될 것이다.

우선 주어진 사건이 실재 기인 사건일 경우 한국어 ‘-겠-’과 ‘ダ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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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darou)’‘(シ)ソウダ((si)souda)’가 같은 문맥에서 나타날 수 있다.

미확인 기인 사건일 경우에는 ‘-겠-’ ‘(シ)ソウダ((si)souda)’가 나

타날 수 있다.한편 주어진 사건 정보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결과 사건일 때 한국어의 문말 표 ‘-겠-’ 일본어의 ‘ノダロウ(no

darou)’,‘(シ)ソウダ((si)souda)’가,미확인 결과 사건일 경우 ‘-겠-’과

함께 ‘ノダロウ(nodarou)’가 나타난다.이 때 ‘(シ)ソウダ((si)souda)’

는 명사 진술 구문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 이 ‘(シ)ソウダ

((si)souda)’구문만이 가지는 하나의 형태 인 특징이다.

다음으로 단순한 묘사의 ‘-모양이다’구문을 생각해 보자.이러한

추측 구문에 응하는 일본어 추측 문말 표 에는 ‘ラシイ(rasii)’,‘ヨ

ウダ(youda)’,‘(シ)ソウダ((si)souda)’,‘ミタイダ(mitaida)’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측 문말 표 들은 모두 주로 동사 진술 구문 명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명제 인정에서 먼 태도를 가한 ‘-은/을/는/던 모양이(다)’구문에서

는 그에 응하는 일본어 문말 표 으로 ‘ラシイ(rasii)’를 제시할 수

있다.이것은 ‘슬 다’,‘기뻐할 것이다’등 심리 형용 진술 구문 명제

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단순한 사건 묘사를 하는 듯

한 추측 문말 표 에는 한국어의 ‘-나/가 보(다)’와 일본어의 ‘ミタイ

ダ(mitaida)’,‘ヨウダ(youda)’,‘(シ)ソウダ((si)souda)’,‘ラシイ(rasii)’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동사 진술 구문 명제와 함께 자주 나

타난다.마지막으로 명제 인정의 태도를 더한 ‘-나/가 보(다)’구문의

경우 그에 응하는 일본어에 ‘ミタイダ(mitaida)’와 ‘ヨウダ(youda)’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것 한 주로 심리 형용 진술 구문 명제와 함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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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지 까지 한일 양 언어에 보이는 추측 문말 표 에 해서 그 형태

와 의미 특징에 해 연구를 하 다.본 연구를 통해서 한일 양 언어

에 보이는 추측 문말 표 들은 공통 인 기 을 가지고 의미 기능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밝 졌다.다시 말해서 단 근거의 성격이

아니라, 단 근거에 한 발화자(추측자)의 태도가 ‘주어진 정보 실

확인 여부’와 ‘명제와의 인과 계(기인 사건인지 결과 사건인지)’

의 두 가지 기 으로 나뉘고,이어서 추측과정과 련해서는 ‘가상 세

계 묘사/수반 사건 선택’여부와 함께 ‘만들어진 명제를 인정하거나

의심의 감정이 추가 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기 으로 각 문말 표

의 문법 기능이 나뉘는 것이다.이러한 기 들이 교차 으로 연

되면서 최종 으로 2차원 3차원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문말 표 이

선택된다.

이들 추측 문말 표 들에 해서 양 언어에서 형태와 의미 특징

의 공통 과 차이 을 볼 수 있었다.우선 형태 으로 보았을 때 한

국어나 일본어나 모두가 교착어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추측의 양태가

어휘나 음운,문법 형태 방법으로 명제를 둘러싼 듯이 실 되는 모

습을 보 다.한편으로 한국어가 ‘-겠-’을 제외한 모든 문말 표 에서

명사 구조를 취하는 데 비해 일본어는 ‘ソウダ(souda)’를 제외한 모

든 문말 표 에서 시제법까지 완결된 CP구조에 양태 요소가 결합한

다는 은 두 언어의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차이 은 통

시 인 배경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교착어의 특징이 강한 한일 양 언

어에서 추측 양태 외의 양태 요소나 시제법과의 결합에 약간의 차이

를 보이는 것이며,나아가 한·일 언어상에 보이는 어순의 차이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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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에서 두 언어에 나타나는 추측 문말 표 을 봤을 때 1

과 같은 공통된 기 으로 각종 표 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요한

공통 이라 할 수 있다.한편,본 연구를 통해 명제에 해서 발화자

(추측자)가 인정의 태도를 개입하는 데 비해서 일본에서는 의심의 태

도를 개입하면서 명제에 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이러한 차이 은 언어 유형론 에서 보았을 때 그 언어의

바탕이 어디에 놓 는지를 알려 주는 좋은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 연구의 5장에서 조 분석을 하면서 응용언어학과 련된 상

도 몇 가지 보 다.즉 한일 양 언어에서 이론상 각 표 이 1 1로

딱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요한 사실이지만 그 밖에도 일치

가 안 되었던 면이 있었던 것은 향후의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한 쪽 언어에서 추측 문말 표 을 유표로 표시하는 데 비해 다른

한 쪽 언어에서는 의문법이나 확인법 는 단순한 평서문 서술법으로

무표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이러한 차이는 특히 일본어

에서 추측 표 신 의문법으로 청자에 불확실함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에 있어서 달된 정보(즉 추측자가 직 얻은 경험

이 아니므로 미확인임)를 청자에게 달할 때 달문 요소인 ‘- -’를

사용하는 데 비해,일본어에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면을 나타내기

해 추측 표 이 사용된다. 특히 일본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도 추측 표 의 출 빈도 차이가 하게 보이는데,이에 해서

사회언어학 에서 사회 변수를 설정해서 실제 언어 사용에

해 보다 깊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일본어를 학습하는 경우에 일본어 모국어

화자들이 자연스럽게 추측 문말 표 을 삽입하는 장면에서 한국인 학

습자들은 삽입을 하지 않아서 ‘지나치게’명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

이는 반면,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추측 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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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多用)하는 경향을 보 다.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이론 연구를 떠

나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인식의 벽’을 사라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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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rastiveStudyon

ConjectureModalityExpressionsof

KoreanandJapanese

IwamaAkiko

DepartmentofLinguistic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firstaim ofthisstudyistodiscussfiveconjecturemodality

forms eachinKoreanandJapanese,bothmorphologically　and

semantically.Thesecondaim istocontrastallconjecturemodality

formsbasedon theresultofeachlanguageanddeterminethe

featuresofeachform precisely.

A survey,inwhichKoreanandJapanesenativespeakersuse

intuition to make judgements, is used to distinguish the

characteristicsofeach modality form.Theseformsareselected

basedonpreviousstudies:‘-겠-(-keytt-)’,‘-을 것이(다)(-(u)lkesita)’,

‘-은/을/는/던 모양이(다)(-(u)n/l/nun/tenmoyangita)’,‘-나/가보(다)(-na/ka)

pota)’,　‘-은/을/는/던　듯하(다)/듯싶(다)(-(u)n/l/nun/tentusha(ta)/tussiph(ta))’

and‘-은/을/는/던 것 같(다)(-(u)n/l/nun/tenkeskathta)’inKoreanand

‘ダロウ(darou)’,‘(シ)ソウダ((si)souda)’,‘ヨウダ(youda)’,‘ラシイ(rasii)’and

‘ミタイダ(mitaida)’inJapanese.Toanalyzetheformsmorphologically,

twobasicsentencestructures,‘A는 B이다 (AisB).’and‘A가 B하다

(AdoB).’areprepareddifferingintense,aspect,andsubject,The

resultsofwhichindicategrammaticalitydependsonthecondition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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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e,aspect,andsubject.Semantically,thesurveysuggestsanew

basisto distinguish theforms.Theevidencefortheconjecture

which distinguishes each form is not‘subjective’or ‘objective’

information,butissomethingmoreclear.

This paperconcludes thatallconjecture modality forms are

selected through two semanticprocesses.Oneisa process of

perceivinginformationasanevidentialeventforconjecture,and

theotherisaprocessofmakingconjecturepropositionsbasedon

theevidentialinformation.Alltheconjecturemodalityformsare

selecteddependingoncertainbasesineachprocess.Intheformer

process,aspeakerrecognizesgiveninformationasrealityornot

(a problem ofrealisis)and whetherthe given information is

receivedasacauseorasaresult,Inthelatterprocess,thetwo

types ofconjecture production and psychologicaldistance to a

conjectureeventarethebasistodistinguisheachform.Thesefour

basesareappliedcross-semanticallytoselectthemostadequate

conjecturemodalityform foreachsentencestructure.

KeyWords:conjecture,modality,Korean,Japanese,morphology,

semantics,contrast

StudentNumber:2012-2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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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 록

韓国語および日本語における

推量のモダリティ文末表現に関する対照研究

　　　　　　　ソウル大学大学院 語学科

　　　　　　　　　　　　　　　　　　　岩間晶子

本稿は韓国語および日本語の推量の文末表現に着目し、形態および意味の

特徴を分析した後、その結果をもとに両 語に見られる特徴を分析することを目

的とする。具体的には韓国語および日本語の推量構文についてそれぞれの母国

語話 による直感調査の協力を依頼し、その結果をもとに形態および意味の

察を行った。

本研究の対象表現は先行研究の成果をベースに構成された韓国語の‘-겠-’,

‘-을 것이(다)’,‘-은/을/는/던 모양이(다)’,‘-나/가 보(다)’,‘-은/을/는/

던　듯하(다)/듯싶(다)’および ‘-은/을/는/던 것 같(다)’と、日本語の‘ダロ

ウ(daro-u)’,　‘(シ)ソウダ((si)souda)’,‘ヨウダ(youda)’,‘ラシイ(rasii)’,‘ミタイダ(mitai-da)’

である。形態的特徴に関しては、各 語の基本構文構造である「AはBだ」と

「AがBする」の二つの述語文をベースに、動作主や時制、品詞の違いに応

じた特徴の分析を行った。

一方、意味的な特徴に関しては、先行研究にあった「客観的（主観的）な

判断根拠」などといった抽象的な基準から脱却し、新たな基準を設けることがで

きた。本稿の主張によると、すべての推量表現は「与えられた情報を判断根拠

にする際のパターン」と「与えられた情報から推量までの過程」の二通りの過程

を通過する。それぞれの過程において、ある一定の基準に基づき適切な推量の

文末表現が選択されるのである。まず「与えられた情報を判断根拠にする過

程」では「話 が命題が実在すると認識しているか」、また「その判断根拠が

命題に対する起因事象であるか結果事象であるか」が表現選択の基準とな

る。そして「与えられた情報から推量までの過程」においては、「判断根拠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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ら自然の摂理と同様に必然的な随伴事象として描くのか」或いは「判断根拠か

ら話 のみが推測可能な仮想世界を描くのか」という命題作成の基準と同時に

「話 の思い描く命題の現実性(realisis)」が命題とどれほどの心的距離にあ

るのかという四つの基準が複合的に関わりあって多次元構造による文末表現の選

択基準が設けら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韓国語と日本語の対照分析では、特に形態的側面においてムードやモダリ

ティの接続 序に違いがあることと同時に、命題とモダリティ文末表現間の接続

方法について、命題構文の完成度と関連し、違い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ま

た意味については、各 語間における文末表現の特徴に関して対象分析を実

施した。その結果、両 語に見られる文末表現の対応関係が明らかになった。

キーワード:　推量、モダリティ、文末表現、韓国語、日本語、形態、意味、対照

学籍番号:　2012-2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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