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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語 動討의 意味論的 分類와

‘t"'V-1......다/-는다’形의 意味에 판한 船究

1.

李 庸 f협

일찍이 한국어의 기술을 위한 독자적인 문법 이론이나 방법을 가지지 못한 처지에서 우

리는 서구의 문법을 받이틀였다. 서구의 문법 이론이나 방법에 의지하여 국어의 문법을 기

술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당연했다고 생각이 되거니와 時옮u라든가 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시제의 경우， 英語의 12時制 (1) 기-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이 되었으며， 그

것은 상식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을 갖지도 않은채 상당한 시간을 지내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들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어에 과연 시제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그것을 인정하는

문제의 當否를 위요하고 서로 대 랩되는 의견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시제와 상을 분리해서 기술할 것언지의 문제도 논의되었고， 이른바 相對時制

細對時制의 구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 실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옷하고

있다 (2)

우리는 한국어에 있어서 시제 • 상이라고 하는 문볍 법주의 존재 여부와 그 양상을 다각

도로 고구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한국어에서 시제라는 문법 범주를 안정해야 한다면， 한국어는 특정한 動作， 運動，

過程 등이 행해지는 時間 또는 행해진다고 생각되는 時間이 過去 現在 未來 중 어느 것인

가를 明示하기 위한 동사의 특정한 活用形을 마련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동사의 특정한 활용형 z 가 과거의 동작을 나다내고， y 가 현재의 동작을

나타내며 z 가 미래의 동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時制라는 법주는 인정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한국어에는 시제의 법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 이 논문은 1981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l) 영어 자체에서도 그 잘못이 확인되어 근래에는 12시 제 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이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특별히 설명이 펼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A나 主훨 參考文

歡￡로 소개된 論著들의 해 당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 21-



22 師大論龍 (27)

반대로 이러한 활용형이 하나도 마련뇌어 있지 않다면 한국어에는 시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進行이니 完7니 하는 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본다， 먹는다’의 ‘-L/-는’은 現在 또는 進行， ‘먹었다， 앉았디’의 ‘-었/

았’은 過去 또는 完了， ‘가겠다’의 ‘-겠’은 未來 또는 推量 기다의 의미로 해석돼 왔다.

특히 ‘-L/-는’의 경우는 이들을 하나의 형태소로 보지 않고 ‘ L다/ 는다’를 하나의 형

태소로 보며 이것을 時制나 相과 관계가 없는， 단순한 寂述形 終止語尾로 다루기까지 하여

주목되고 있다. (3)

‘ 는’ 또는 ‘-는다’ (4)가 한 형태소냐 두 형태소냐 하는 문지l 와 그것이 時制나 相으로 간

주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寂述形 終止語尾로 간주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연구 결과플 기

다려서 확인될 수밖에 도리가 없다.

本鎬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時制나 相과의 관련에서 다루아진 ‘-는다，았다，

겠다’ 중 ‘-는다’의 用法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動詞의 ‘ 는다’ 活用形이 나타내는 질제

적인 사건으로서의 動作이나 運動 過程 등의 樣相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어미 ‘-는다’가 연결된 동사의 활용형이라 하여도 그것이 나타내는 動作이나 過

程의 樣相이 모두 같다고는 생 각되 지 않는다. 意味論的으로 어 떤 特性을 갖는 동사냐에 따

라 각각 그 ‘-는다’形이 나타내는 動作 過程 등의 양상은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動詞를， 그 ‘-는다’ 活用形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

지 종류프로 나누어서 그것이 나타내는 動作 過程 등의 양상을 고찰하기로 하고 ( 5) 時制， 相

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는 ‘-겠-’， ‘-았-’ 등의 用法을 고찰한 뒤에 後日 一括해서 다시 정

리하기로 한다.

2,

이른바 基本三角形에 의하면 언어기호 즉 象徵은 안간의 시-상 측 指示플 상칭하는 것이

며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사물 즉 被指示物올 상칭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心理가 한번도 志向한 일이 없는 시불에 이픔이 붙윤 수는 없다 (G ) 被指示物이

(3) ‘-는다’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단순한 웠述形 終止語尾로 보는 엽장은 南基心(1973) 참조.

(4) 앞으로 ‘-L다，는다’ 의 대 표형 S로 ‘-는다’ 블 사용하고 ‘{았다，~었다’ 의 대 표형 으로

‘-았다’ 를 사용한다.

(5) 活用形 ‘-는다’의 처리에는 ‘-았다’ ‘-겠다’와의 대렴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本鎬

에서는 우선 동사의 ‘~는다’形이 나다내는 動作 過程 狀態 등의 樣相을 살피는 것으로 제한

한다. 뒤이어 ‘-았다’ ‘-겠다’ 등의 용법과 함께 종합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엄

밀하게 따치면 이플 상호간의 對應 관계를 무시한 用法의 기술은 그만콤 결함이 많아3질 것이

나 여기서는 그 前段階로서 ‘~는다’形이 나다내는 寶際的인 事件의 次元에서 그 동작이나 과

정 상태 등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S로 끝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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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것을 지향하는 指示가 있고， 그 指示를 상징하는 象徵인 言語가 있게 된다.

같은 피지시물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은 指示內容의 차

이에서 오는 것이다. 언어가 指示를 상갱하는 것이라면 지시기 다륜 때 당연히 언어도 달

라진다.

코끼리블 처음 경험하는 장님들 중， 그 다리만 만져본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고 하고，

허리와 배만 만져본 사람은 바람벽같이 생겼다고 했다는 이야기는 지시의 내용과 상징과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자기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사물의 특정을 파악하여 그 名蘇를 만

들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命名의 과정이다. 코끼리 전체블 경험한 사람은 그 장넘들의 指示

가 적절하지 옷했기 때문에 코끼리의 특정에 대해서 잘못 말했음을 알 것이다. 지시의 적

절성은 상정의 효과적 사용에 매우 중요하다.

그링을 보고 낡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한 것으

로 간주련다. ‘닭， 챙’은 언어 기호， 類와 雄는 그 被指示物을 나타낸다.

하나는 ‘닭’과 類， ‘랭’과 維의 연합 관계가 찰옷된 경우다. 결국 ‘행’과 ‘닭’의 의미를

관찰력의 부족이나 기타 이유로파악하지 못한 경우다.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雄와 짧의 차이를

해서 維를 짧라고 판단한 것이다.

어쨌든 화자에 의해서 ‘닭’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닭’의 의미

로 인정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닭’의 의비블 鍵로 파악하는데 한 사람만이 維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닭’의 의미가 그렇게 달라질 수는 없다. 이 때의 話者의 의미는 잘

뭇펀 것이다.

特性플

그것

하나는

‘닭’이라는 象徵이 인간의 의사 전달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사용자 모두의

‘類’에 대한 指示內容이， 필요한만큼共通되어야 한다. ‘必몇한·만큼 ... ’ 운운한 것은 類를

維나 그밖의 다른 鳥類로부터 식 별하는 데 지 장이 없는 정 도의 有意味的인 特性의 共有블

의미한다.

화자가 의 사 전달의 목척으로 ‘닭’ 이 라는 象徵을 사용했을 때 , 화자의 指示內容은 한국어

사용자 모두가 공유하는 有意味的인 特性의 총체로서의 指示內容과 일치하여야 한다. 최소

한 被指示物로서 의 줬r~를 며첼起하는 데 충분한 것이 어 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자 모두에게 공통적인 유의미적 지시 내용이란 그 被指示物의

과 유리환 철대 자율적인 것이 아니다. 짧의 특성으로 객관성 있게 기술될 수 있는

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의 언어 사용이 잘못되는 이유의

이러한 -致가 깨어지는 레 기인하는 것이다.

(6) 질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 ‘龍’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想像우로 그 형체나 정격 등 여려가

지 특성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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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지시 내용이 그밖의 모든 사람의 지시 내용과 다르면서도 그 한 사람의 指示

만이 適切하고 그밖의 모든 사람의 그것이 不適切할 때를 생각해 보자.

地動說을 주장한 한 사람이 반대의 입 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핍 박을 당했으나 被指示

物의 特性을 제대로 파악한 것은 갈릴레오 바로 그 사람이 었다. 이 런 경우 그 意味의 휩歸

確認은 갈렬레오 한 사람의 指示 內容과 그밖의 모든 사람의 指示 內容과의 대 렵에서 數的

인 多흉만으로 판별될 수는 없다. 결국 이런 경우 서로 대립되는 指示內容의 適否나 특정

한 言語表現의 置짧는 모두 被指示物에 의해서만 確認된다.

指示의 適否는 指示와 被指示物과의 관계 에 서 제 기 되 는 문제 이 며 言語表現의 륨碼는 言

語表現(즉 象徵)과 被指示物 또는 指示 사이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요컨대 갈릴레요가 옳았다는 것은 地球(被指示物)가 움직얀다는 득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닭’과 ‘랭’의 경우와 같이 적어도 客騙的인 사물을 나타내는 象徵의 意味의 圓碼 確認

은 指示內容과 被指示物의 相互關係에 의해 서 행 해 져 야 하며 被指示物。1 최 종적 얀 결정권

을 쥐는 것이라는 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끼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은 被指示物이 안간 외에 존재하는 사불안 경우플 중심으로 한 것

이다. 그러나 사람의 心理內容 자체가 被指示物의 위치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이것은 책이다.

(2)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 다.

(1)은 陳述이며 ‘책’의 被指示物은 사람 밖에 있다，(1)은 二重判斷을 언어로 표현한 것

이다.

(2) 또한 陳述이다. 화자가 ‘당신’ 이라고 부른 상대방에 대해서 愛情을 가지고 있다는， 또

는 사랑하고 있다는 精神的언 態度 즉 心理內容에 대한 判斷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이때

의 被指示勳은 判斷의 대상인 ‘사랑하는 감정’이며 그에 대한 ‘判斷’도 화자자신의 것이다.

그런데 다음 (3)은 (2) 의 경우와도 다르다.

(3) 오， 내새끼 !

할머니가 손자가 귀여워서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고 할 때 이 (3)은 ‘判斷’의 언어적 표

현이 아니라 손자에 대한 강한 愛情의 직접적안 表出이다. 煥情的 表出아니 言語의 感化的

用法이 니 하는 것으로 자신의 ‘愛情’ 의 判斷과 다르다.

(1) 象徵(symool)의 의미를 指示(reference)라고 보는 경우에도 그 指示가 被指示物과 완전히 독렵

된 상태의 것이 될 수 없ξ며 ， 그것이 적절한 指示라면 그 指示는 모든 사람이 우의식적ξ로

추출해 내고 있는 有意味的인 특성들에 의해서 지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指示의 適切性이나

象徵의 用法이 옳고 그른 것을 確認하기 위해서는 被指示勳(referent)의 차원에서의 檢討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광범하고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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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화자의 강한 愛情이 있고 거기 대한 화자 자신의 指示는 없다. 被指示物과 그

것이 표출된 言語만이 있다.

이런 假定下에서는 언어 표현의 意味흘 指示에서 찾을 수가 없다. 강한 愛情이 心理內

容안 정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은 指示가 아니라 被指示物의*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3) 과 같은 발화의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손자에 대한 ‘愛情’이 펼 수밖에 없다. 물폰

이것이 언어 의미의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다. 그러냐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언어

기능 또는 언어의 용법의 하나엄에는 틀림이 없다.

사물과 사상과 언어와의 관계， 이것은 간단하게 처리되기에는 너무 복장한 것이다. 그리

고 언어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다，

언어의 의미를 규정함에 있어서 心理主義 反心理主義의 대립을 보이고 있거니와 이들은

어느 하나도 완벽한 것이 못된다. 擇一을 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된다. 몇 줄의 글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벅찬 상대인 것 같다.

本鎬에서는 意妹의 記述이나 質碼의 確認。1 指示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으

며 被指示物 또는 指示와 被指示勳과의 相互關係에의 依存度블 높여야 한다는 필자의 평소

의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 옳고 그른 것은 별도로 논의의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3.

名詞니 動詞니 해서 이른바 한 언어의 語葉를 몇 개의 語類로 구분하는 것은 文法 記述

의 펀의를 위한 것이다.

품사 분류와 그 기준에 관해서， 이른바 전통 문법， 미국의 구조주의 문법을 거치는 동

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려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한 언어의 어휘플 열 가지 내외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그것으로 만족스려운 문법의 기술

이 가능한 것이 아님은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실제로 문볍올 기술하다 보면 계속해서

細分할 펄요를 느끼게 된다. 動詞라면 自動詞와 他動詞를 구별해 왔고， 또 動作 過程 狀態

등의 동사로 하위 구분하기도 한다. 能動詞， 被動詞 使投動詞 등의 구별을 하는 것， 이 모

두가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를 다시 분류하는 것이다.

품사 분류라고 하건， 다른 어떤 명칭으로 부르건， 한 언어의 어휘를 類로 나누는 것은 文

法을 기술하기 위한 방볍이므로 한 언어가 몇 가지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가는 당해 언어

記述上의 必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최종적인 분류는 그 언어의 記述。l

‘ 일단 끝난 뒤에라야 확정될 것이다. 여하간 언어의 충분한 기술을 위해서는 한 類에 속하

는 語解들이 훨씬 더 많은 수로 하위 구분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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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語蘇는 그 統離論的언 機能과 意味資質에 따라서 文 속에서 나타나는 位置나 II頂序

의 제 약을 받고 다른 語蘇와의 共起關係가 결정 된다.

動詞의 語幹과 語尾의 연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동사의 어간과 어미의 의미 자질 여

하에 따라 연결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으며，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活用形

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4) 철수는 결석이다.

(5) *철수는 결석하고 었다.

철수가 결석이어서 현재 학교에 와 있지 않다는 의미로 (4) 는 적격이나 (5)는 부→적격이

다. ‘결석하다’는 缺如動詞언데 같은 결여동사라도 (6) 과 같은 것은 부적격이 아니다. 현

재는 기역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6) 철수는 그 일을 까떻게 잊고 있다.

한국어에서 能動詞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등을 첨가하여 被動化한다고 한다. 그

려나 이들 接離가 모든 동사 어간에 연결되지는 않는다.

(7) 영회는 숙이를 때렀다.

(8) 숙이는 영희에게 맞았다.

(7)과 (8)은 모두 적격문이다. 그러나 여기 쓰인 ‘때리다， 맞다’는 그 어간에 被動化의

정사 ‘이，히，리，기…’ 등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들 동사는 ‘때리다’가 能動을， ‘맞다’가 被動을 나타내는 별개의 동사로서 대렵되고

있다. 이와 같이 能動과 被動이 意味論的으로 한 쌍을 이루고 있어서 그 어느 쪽에도 被動

化의 接離를 첨가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어 사용자는 아무도 이를 동사의

被動化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81

(7)에서나 (8) 에 서 나 영회는 때렸고 숙이는 맞았다.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인데 (7) 이 나

(8) 어느 쪽으로도 말할 수가 있다. 요컨대 話者의 관심이 어느쪽에 있느냐 즉 영회와 숙

이 어느 쪽이 主題가 되느냐에 따라 (7) 이 나 (8) 이 되는 것이다 (9)

使投의 경우도 같다.

(10) 어 머 니 는 딸을 학교에 보냈다.

‘보내다’는 본다 ‘가게 했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동사다. 여기에 다시 使投의 의미를

(8) ‘맞히 다’ 는 被動이 아니 라 使投이 다.

(9) 變形文法에서 被動變形을 變形의 모델 케이스로 생각했던 일을 재 검토하게 만드는 껴1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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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接離를 첩가하지 않는다 (10 )

다음에는 동일한 어미를 취하여도 동사의 의마에 따라 그 活用形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

우를 생각해 본다.

(11) 철이는 지금 밥먹고 있다.

(12) 여기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고 있다’ 는 움직 임 의 進行을 나타낸다고 한다. (11)과 (12)는 각각 ‘밥먹 는 행 동의

進行’ ‘降雨의 進行’ 중염을 나타낸다. 그러나 (13) (14) 와 같은 경우는 단수 主體에 의한

單一回의 ‘出發’과 ‘到촬’의 進行中임을 나타내지 않는다.

(13) ?영아는 지금 출말하고 있다.

(14) ?설이는 지금 도착하고 있다.

(14) 의 경우 ‘거의 다 왔다’ ‘도칙- 지점 가까이까지 왔다’는 의미로는 더러 쓰이는 듯도

하나 ‘도착’ 자체의 ‘진챙’일 수는 없다. 도착 지점에 거의 다 오기는 했￡나 여전히 달리

거나 걷는 동작이 진행중이다.

‘밥먹다’ ‘비내리다’는 그 자체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

에 우리는 그 지 속이 나 進行을 파악활 수가 있다. 그러 나 ‘출발하다’ ‘도착하다’ 는 購時

完結動作인 起動과 結果이므로 持續이나 進行은 인지될 수 없다.

그런데 ‘출발하다’ ‘도착하다’ 도 (15)와 같이 그 複數 動作王에 의 한 繼起的인 出發과

到훌을 나타멜 수는 있다.

(15) 선수들이 속속 출발(도착)하고 있다.

(11) rv (14) 의 ‘~고 있다’를 ‘~는다’로 교체해 본다.

(16) 청이는 지금 밥먹는다.

(17) 여기는 지금 비가 내린다.

(1I) (12)는 ‘~고 있다’를 ‘~는다’로 교체해도 食食와 降雨의 進行 내지는 持續아 된

다. 그런데 (13) (14)는

(18) 설이(영이)는 지금 출반(도착)한다.

와 같이 뇌어 모두 適格文이 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出發이나 到看의 進行이 아니고

‘잠시 후’ ‘곧’ 출발하거 나 도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 다. 아직 출발이 나 도착이 안된

(10) ‘보내 지 다’ 늠 가능하다. 그러 나 ‘使投’의 접사는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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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고 있다’形인 (13) (14)가 不適格인 것과 대조가 된다.

다음은 語尾 ‘-는다’가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 서로 다른 움직임의 양상을 나타내는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한다 (11 )

(19) 선희는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

(19)는 현재 진행중인 행동이다. 그러나 어떤 동사에서나 이렇지는 않다. (18)에서 본

바와 같이 起動相이 나 結果相같은 購時 完結動作의 경 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동작이 아니

다. 그런 것은 발화시 이후에 행해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 아나다.

(20) 작은 것은 내 가 갖는다.

(20) 에 서 ‘나’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所有 被所有 關係의 持續이나 進

行이 아니다. 이 때의 ‘갖는다’는 ‘가지겠다’와 갚은 의마로 사용된 것이다.

동사의 ‘~는다’ 形이 때로는 (21)과 같이 과거로부터 발화시 에 이 르기 까지 反復 또는 계

속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낸다.

(21) 그는 10년 동안 아침 에 산보한다.

이것은 10년 동안의 규칙적인 반복이다. 과거 10년 동안 해온 慣行이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또 발화시 이후에도 계속할 생각이기 때문에 화자로서는 持續이나 進行을 의식했는

지도 모른다.

(22) 와 같이 ， m時 곧 無時라고 하듯이， 시간 관념과 무관한 용법도 있다.

(22) 사람은 생각한다.

이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며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m時에 걸친 것이다. 일반척

인 {煩向 特性 또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本鎬는 동사의 意味에 따라 그 ‘語幹+는다’形이 나타내는 動作의 樣相이 다료다는 것을

確認하는 것이 目的이다.

이를 위하여 동사를 하위분류해야 하거니와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동사를 대상

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購時 完結 動作

@起動 @結果 @終止

(ll) 상세한 것은 4에 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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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持續 未完結 動作

3. 過짧

4. 狀態

5. 關係

6. 心理現象

7. 缺如

등이다. 動詞는 휠씬 많은 類型의 意味論的인 분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상 7 종류

의 동사들을 가지고 그 ‘~는다’ 활용형 이 나타내는 실제 사건으로서의 動{양 運動 狀態 등

등의 양상을 확안하기로 한다.

意味論8'J으로 분류된 이들 동사의 유형 에 따라 그 ‘~는다’ 활용형 이 나타내는 動作 등

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우선 起動과 結果를 살피기로 한다. 이들 동사의 ‘~는다’形음 동작이 현재 행해지고 있

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23) 철수는 오늘 출말한다.

(24) 영 희 는 오늘 도착한다.

(23) 이 나 (24) 나 모두 ‘오늘’ 떠나거나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말하거나 그렬 것

이 라는 話者의 판단을 나타내는 말화라고 생 각된다. 대 개 는 아직 떠 나거 나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다. 話者가 (23) 이 나 (24)를 발화한

시 간， 그것이 午後라던가 하는 경우， 오전에 철수는 이미 떠나고 영회는 이마 도착했을 수도

있다. 다만 話者는 그들이 오늘 떠나고 도착하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 확실한 시간을 모르

고 있다면 出發과 未出發， 到훌과 未到看에 구애됨이 없이 (23) (24)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이 때의 ‘~는다’形은 末出發(到촬)과 많出發〈到홉)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기술될 것이 아니라 未出發(到看) 觀出發(到훌)에 관해서 中立的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옳

을듯하다.

그러나 1이들 동사의 ‘~는다’形이 未出發(到看)을 나다내는 것이 더 일반적암은 다음의

몇 가지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未來’ 블 나타내는 語詞들과 共起해서 ‘未來에 있어 서 의

出發과 到看’을 나타내는 데 아무런 구속이 없음을 보아 알 수 있다.

(25) 철수는 2분 후(내 일， 내 년)에 출발한다.

(26) 영회는 10분 뒤 (내일， 내년)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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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은 ‘몇분 둬， 내일， 내년’과 같이 未來의 時間임을 明示하는 語詞들과 공기해

서 분명한 未來에 있을 出發(到옳)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다.

이을 동사는 (27) 과 같이 ‘곧， 즉시’ 강은 ‘아주 짧은 時間 둬’를 의미하는 語詞와 함께

쓰이어서 未來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28) 과 같이 ‘지금’과 같은 ‘現在’를 의미하

는 語詞와 함께 쓰여서도 未來의 동작을 나타낸다.

(27) 칠수는 곧(즉시) 출발(도착)한다.

(28) 영희는 지금 출딸(도착)한다，

(28) 의 경우 발화시와 동작시의 간격이 아주 짧다고는 해도 발화시 未出發(到훌)임응 분

명하다 ( 12 )

이들 動詞의 ‘~는다’形이 未來의 동작을 나타내는 데는 거의 구속 제약을 받지 않으며

특히 ‘現在의 時間’을 나타내는 語詞와 함께 쓰이는 경우까지도 원칙적으로 發話時 이후의

동착을 나타내는 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29) 와 같은 발화가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

타내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이: 한다.

(29) 철수는 오늘(금주， 금년， 지 금) 출발(도착)한다.

따라서 이들 동사는 (30) 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해노 그것이 出發이나 到看의 ‘現;또 進

行’ 을 나타내 지 않는다.

(30) *철수는 지금 출발하고 있다.

單數 主體의 單- 動作인 出짧이나 到훌은 순간적으로 완결되는 것이으로 사람이 그 지

속이나 진행을 인식할 수 없다. 그 동작 자체가 사람이 인식할 만한 지속이나 진행을 가지

지 뭇한다. 그러묘로 이들의 單-回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동사의 활용형이 있을 수가

없다. (31) 과 같은 것은 不適格이다.

(3 1) *철수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발한다.

‘~는다’를 (32) 와 같이 ‘~고 있다’르 교체해도 마찬가지다.

(32) *철수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말하고 있다.

이들 동작은 過去 現在 未來의 어떤 時間에서의 進行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複數 主體에 의한 出發이나 到홉의 繼起플 나타내기 위해서는 ‘~는다’形이 쓰이

며 ‘~고 있다’形에 의한 교체도 가능하다.

(12) ‘지금’은 발화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을 ‘현재’로 인식하고 그 ‘현재’를 나타내는 語詞로 생

각할 수 있다고 해도 (28) 이 현재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S로 기송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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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수들이 속속 도착한다.

(34) 선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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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數 主體인 경우에도 習慣的인 出發이냐 到훌의 反復인 경우에는 (35) 와 같이 이들 동

사의 ‘~는다’形이 쓰이고 (36) 과 같이 ‘~고 있다’에 의한 교체도 가능하다.

(35) 영회는 매일 아침 9시 에 출발한다.

(36) 영희는 매 얼 아침 9시 에 출발하고 있다.

起動이 나 結果의 경 우 동사의 ‘~는다’ 形은， 그것이 어 떤 종류의 것 이건 동작의 過去나

完7블 나타내는 데 쓰이지 않는다. 端的으로 말해서 동사의 ‘~았다’形과 갈은 의미로 쓰

이는 ‘~는다’形은 없다.

(38) 은 (37) 과 같은 의미룹 가지지 않는 것은 울본 한국어에는 그런 용법이 없다. 不適

格文이다.

(37) 영회는 어제 도착하였다.

(38). *영 희 는 어 제 도착한다.

終止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單-回 동작인 ‘차기’의 진행은 없으므로 (39) 와 같은 말화

가 單- 동작 ‘차기’의 진행을 나타낼 수 없음은 분명하다.

(39) 그는 오늘 공을 찬다.

이런 發話는 오늘 행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話者가 그렇게 알고 있는 ‘顧球’와

관련되어 있다.

未來의 ‘願球’와 관련띈 경우 그것이 單一 동작의 ‘축구’이건， ‘축구’의 반복 동작이건

구분할 펠요가 없다.

그러나 單一回 ‘축구’행위의 현재 진행이 아닌 것과는 달리， ‘축구’ 행위의 무수한 反復

모로 운영되는 축구 경기 같은 것이 오늘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낼 수는 있다. 따라서 이

런 의미라띤 (39) 는 (40) 과 같이 ‘~고 있다’로 고쳐 말할 수도 있다.

(40) 그는 오늘 공을 차고 있다.

다음 (4 1) (42) 와 같은 發話는 명시된 시간대에 걸쳐서 ‘축구’ 행위가 계속 또는 반복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41) 설이는 30분 전부터 쉬지 않고 공을 찬다.

(42) 니 는 매 일 아천 10분씩 공을 친다 1 13 )

(13) 10~칸 동안 차는 것도 複數의 차기 反復이며 그것을 매일 한다는 캠에서도 反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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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다’ 역시 單一 동작인 ‘願球’의 反復 持續이라는 의미 이외에는 현재 진행중인 단일

동착을 나타내지 않는 점 ‘출말하다， 도착하다’와 다를 바 없다.

또 (43) 처 럼 發話時 이후의 동작을 나타내는 데 아무런 제약도 없으며 (44) 와 같이 동작

의 過去나 完了를 나타내지 않는 점에서도 ‘출발하다， 도착하다’와 다르지 않다.

(43) 우리는 곧 (내일， 일주일 후에) 공을 찬다.

(44) *바위 는 어 제 공을 찬다.

5.

이와 같은 형펀은 持續 未完結 動作에서 상당히 달라진다. 購R훈 完結 動作에서 현재 진

행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지속 미완결 동작의 경우에는 이것이 있다.

(45) 너 지 금 어 다 가니 ?

형님 댁에 간다.

(45) 가 어딘가 부지런히 걸어 가고 있는 사람에게 던져진 질문과 응답이라면 ‘가니 ?’와

‘간다’는 분명히 現在 進行中인 動作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이 순시 완결 동작의 경우와

다른 기능이다.

그러나 ‘가니 ?’와 ‘간다’가 항상 現在 進行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46) 의

경우는 未來의 動作이 된다.

(46) 너 내 일 어 다 가니 ?
형님 댁에 간다.

그리 고 (47) 의 발화와 같이 ‘간다’ 가 發話時 이 후의 동작을 나타내는 데 아주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47) 나는 오늘 (내일， 10분 후에， 곧， 잠시 후에， ... ) 빠리에 간다.

主語의 )、稱이 발화의 의 미 를 모호하게 하는 수가 있다.

(48) 그는 오늘 빠리에 간다.

(49) 냐는 오늘 빠리에 간다.

에서 (48) 인 경우 화자는 그가 빠리에 간다는 것 이외의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가 발화시 이전에 이마 출말했다 할지라도 화자가 그것을 모르는 限 (48)과 같이 말하

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발화시까지 ‘그’가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 (48)과 같이 말하는

것이 더 일반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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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9) 와 갚이 주어가 1인칭 이 면 그 동작이 발화시 이후의 것임이 분명해진다. 빠

리에 가는 도중이면 ‘오늘’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빠리에 도착했으면 ‘간다’가 아니라

‘왔다?가 된다.

여러먼 반복되는 동작， 習慣 내지 慣行이 (50) (5 1) 과 같이 ‘~는다’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은 다른 동사의 경우외- 같다.

(50) 순이는 매일 아침 약수터에 간다.

(51) 철이는 매 일요일 산에 간다.

과거나 완료를 나타내는 ‘~는다’形은 없다. (52)는 不適格이다.

(53) *그는 어 제 한시 에 도착한다.

6.

過程에는 그 순간 순간 사람이 관찰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53) 봐라， 이 리트마스紙의 빛깔이 변한다，

(54) 내 난초는 이렇게 잘 자란다.

(53) 은 리트마스紙가 반응을 보여 빛깔이 변해 가는 과정이 관찰되고 있는 경우이고 (54)

는 그와는 좀 다르다. 난초가 자라는 순간 순간이 관찰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적 간격을 두고 그 자란 모숨이 관찰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그 양상이 꼭 같은 것은 아니나 현재 변화해 가고 있는 過程의 進行을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동점이 있지 않은가 한다. 이런 過程의 進行을 나타내기 위하여

‘~는다’形이 사용될 수 있다. (55) (56) 과 같이 ‘~는다’形 대신 ‘~고 있다’를 사용해도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55) 봐라， 이 리트마스紙의 빛깔이 변하고 있다.

(56) 내 난초는 이 렇게 잘 자라고 있다.

(54) (56) 의 경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자라는 과정을 확인 파악했거나 처음 아주

어린 상태블 본 사람이 그 후 많이 자란 상태를 보고 할 수 있는 발화다. (53) (55)의 경

우는 過程의 進行이 분명히 보이나 (54) (56)의 경우는 지금까지 자란 결과와 앞으로도 더

자랄 것이라는 據見 때문에 그 過程의 進行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57)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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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금년 여름은 날씨가 너무 성하게 변한다. (변하고 있다. )

師大論驚(27)

(57) 도 발화시까지의 결과가 토대로 환 발화지만 현질적으로는 (54) (56) 의 경우-와 같지

않다. (54) (56) 의 경우는 특히 난초가 일정한 상태까지 자란다는 知識을 가지고 있는 경

우 앞으로도 난초는 더 자란다는 據見과 期待가 전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57) 에 서 는 앞으

로도 꼭 변화 무상한 날싸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57) 의 해석에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화자는 지금까지 변덕스럽던 날씨 때

문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過程의 進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띤 발화시까

지의 過程의 進行만을 안식하고 그것을 (57) 과 같이 말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어쨌던 ‘過程’의 경우 사람들은 現在 進行을 나다내는 레 ‘~는다’形과 ‘~고 있다’形을

사용한다.

過程 動詞에 서 도 우리는 (58)과 같이 말화시 이후의 過程을 나타내는 데 동사의 ‘~는

다’ 形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58) 내년이면 (좀 지나면 . 10년 후에는) 국내외 정세는 많이 달라진다 (14)

다음 (59)는 보펀적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시에 있어서의 과정이 아

니 다. 無時요 %時다(l 5)

(59) 사람은 늙는다.

과거에 있었던 過程， 그것이 발화시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 推移가 끝난 것을 나타내는

데 ‘~는다’形은 사용되지 않는다. (60)이 不適格임은 말할 것도 없다.

(60) *작년에는 정세가 크게 달라진다.

7.

동사로 분류되는 말이면서도 ‘존재하다’와 같응 것은 동작이나 변화와 같은 어떤 움직업

이나 진행 과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렴된 實iE를 ‘存左’라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限 ‘存在’는 계속되는 것이다.

‘존재하다’의 ‘~는다’形은 바로 이러한 계속되는 ‘존재’를 나타낸다.

‘존재 한다’ 는 (6 1) 과 같이 發話時플 기준3로 한 ‘현재 ’ 에 사물이 존재 함을 나다낼 수도

(14) ‘~는다’와 ‘~겠다’ ‘"-'2. 것이다’가 모두 쓰일 수 있는데 그 의마의 差가 무엇인지는 여기서

문제 상지 않는다. 미 래 에 있을 過程의 추이 를 나타내는 데 ‘~는다’ 形이 쓰이 는 點만을 말한

것이다.

(15) 긴 시간 동안에 결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밟은 과정이기 때문에 커다란 進行￡로 인식되

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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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62) 와 같이 ‘미래’에 있어서이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다.

(61)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엽연히 인간이 존재한다.

(62) 펙년 후에도 지구상에는 를럼없이 생명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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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존재’뿐 아니라 過去로부터 現在까지， 現1E로부터 未來까지의

존재 또한 ‘존재한다’로 나다낼 수 있다.

(63) 언제부터인가 아주 옛날부터 。l 지구상에는 많은 생물들이 존재한다.

(64)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니 100년 후에도 죄악은 인류와 함께 존재한다.

(63)은 共起한 다른 어사에 의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그것

을 하나의 連續으로 인식 할 수도 있고 또 과거 까지 블 포함하면서도 그 魚點이 現在에 두어

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보다는 과거 ( 16)의 ‘존재’에 魚點아 맞추어졌을 째는 (65) 와 같이 ‘존재했다’가될 것

이며， 과거에 존재했떤 것이 현재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때 (66) 과 같이 ‘했었다’가 사

용될 수도 었다.

(65) 언제부터인가 아주 옛날부터 。l 지구상에는 많은 생물들이 존재했다.

(66) 언제부터인가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체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

(64)는 과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現在와 未來에만 관심이 있다. 현재와 미래를 하

나의 連續體로 인식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현재’로 인식할 때 ‘~는다’形이 사용될

수 있지만 未來에 魚點이 맞춰지면， 특히 미래에 있어서의 ‘存在’에 대한 支持度가 낮으면

낮을수록 (67)과 같이 ‘존재할 것이다’가 사용될 수도 있다.

(67) 100년 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68) 과 같이 시간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가 쓰이는 것은 다른 많은 동사의 경우와 다

를 것이 없다.

(68)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전쟁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현재와 전연 무관한 순수한 과거에 있어서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는다’ 形이 쓰이 지 않는다.

(69) ?그런 일은 과거에도 존재한다.

(16) 시간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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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師大論靈 (27)

‘이기다’라는 동사는 關係를 나다낸다. 購時 完結 동사이며 結果를 나타내묘로 그 進行이

나 持續이 파악될 수 없다.

(70) 과 같이 ‘이긴다’ 가 쓰여서 勝負에 있어서의 현재의 優勢의 유지를 나다낼 수 있다.

(70) 지금 철수네 펀이 이긴다.

(70) 의 ‘이긴다’를 ‘이기고 있다’로 바꾸어도 進行中인 경기에서의 ‘우세’블 말할 뿐

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형세는 역전해서 철수네 편이 패배하는 것으로 끌

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未來를 나다내는 어사틀과 콩기하여 미래에 있어서의 購利를 나타내는 데는

보편적 으로 쓰이고 있다.

(71) 내일 경기는 우리가 이긴다.

(71)의 ‘내일’을 ‘지금’으로 바꾸어서 (72) 에 서 와 같이 사용해도 그것이 의미하는 勝利

는 말화시 이후에 속한다.

(72) 경기는 지금 우리가 이긴다.

(72) 의 ‘지금 ...’은 현재 진행되는 경기에서의 우세를 의마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의 송

리와 패배는 경기가 진행되는 현재 이후 또는 말화시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

다음 (73) 과 같이 경기가 있을 때마다 특정한 한펀이 승리해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도

‘이긴다’가 쓰인다.

(73) 두 사람의 시합에서는 항상 김군이 이긴다.

關係를 나타내는 동사이면서도 ‘갖는다’의 경우는 좀 다르다.

(74) 나는 오늘 내 차를 갖는다.

(75) 그는 오늘 그의 정 을 갖는다.

(74) 나 (75) 나 ‘갖는다’는 현재에 있어서의 所有 被所有의 關係가 계속되거나 유지되고 있

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모두 發話時 이후에 그렇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

현재 그런 關係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 있다’ 냐 ‘~었다’ 가 쓰얀다.

(76) (7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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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나는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

(77) 그는 돈을 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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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의 경우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所有이며 다른 하나는

(78)과 같은 경 우다.

(78) 영이는 옳상에서 맨 먼저 돈을 가졌다.

이 (78)의 ‘가졌다’는 ‘집었다’와 교체될 수 있다. 후자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 때의

‘갖었다’는 가지는(=집는) 행위의 완료와 관련지워서 생각할 수 있으며， 칩는 동작이 끝

난 둬에 바로소 소유 관계가 성렵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결국 현재에 있어서의 所有 被所有의 관계 또는 그 관계의 지속 같은 것에 ‘갖는다’플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과거 또는 완료라고 생각되는 ‘갖었다’를 사용한다.

미래의 所有에 사용된 (79) 의 ‘갖는다’는 몇 가지 교체가 가능하다.

(79) 그는 내일이면 10만 평의 좋은 농지를 갖는다.

이 ‘갖는다’와 교체될 수 있는 表現은 ‘가질 것이다’ ‘갖게 된다’ 등이다.

과거의 승리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데 ‘이긴다’ ‘갖는다’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더 말

할 것도 없다. 어제의 일이건 오늘이나 지금 금방의 일이건 勝利라는 結果가 나타나고 所

有關係가 성립된 연후에는 이들 동사는 ‘이겼다’ ‘가졌다’를 사용한다.

(80) 지금 막 우리가 이겼다.

(81) 그는 좋은 책 을 가졌다 (17)

(80) 에 서 ‘이긴다’를 사용하면 不適格文이 되고 (81) 에 서 ‘갖는다’를 사용하면 그 소유

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다.

9.

心理現象은 두뇌의 기능이라고 한다. 인간의 동작도 인간 외 사물의 운옹이나 변화의 과

정도 아니다.

‘안다’는 (82) 와 같이 현재 認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82) 나는 김군이 온 것을 안다.

그런데 현재의 인지라고 하나 일정한 시간에 결쳐서 그런 두뇌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작

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認知되지만 펄요할 때만 그 두뇌의 작용이 나다나게 된다. ‘記

(17)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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憶한다’의 경우 좀더 분명한 것 같다.

(83) 나는 그 때의 일을 기억한다.

(84) 나는 그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師 大 論 盡 (27)

二L

그런 심리 작용이 間斷 없이 진행 중인 것을

혁실적으로 (83) 이 나 (84)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모두 언젠가부터 그 일을 알게 된

것이지만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때의 일’을 계속적S로 생각해 오는 것은 아니다.

러한 심리 현상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것，

記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뇌리에 새겨진 것이 필요할 때 再生되면 그것이 記憶

인 것이 다. 다만 (83)보다는 (84) 가 좀더 狀態性이 강하게 느껴진다(18)

(85) 냐는 항상 너 를 생 각한다.

(85) 의 경우 ‘항상’이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기는 하나 이 때도 ‘너를 생각하는’ 두뇌

의 작용은 간헐적이다. (85) 의 ‘생각한다’를 ‘생각하고 있다’로 바꾸어도 마친가지다.

또 (86) 과 같이 특정한 때로부터 현재까지의 지속이나 진행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語蘇

들과 함께 쓰언다 해도 그러한 두뇌의 작용이 再生되는 것은 간헐적이다.

(86) 그는 지금까지 애인이었던 수련양을 생각한다.

간헐적으로 재생되는 심리 작용이지만 그것이 특쩡한 때로부터 특정한 때까지 유지 내지

는 지속되는 것을- 나다내는 데 ‘~는다’가 쓰일 수 있다.

心理現象과 관련된 동사의 경우에도 그 ‘~는다’形은 發話時 이후의 것을 나타낼 수 있다.

(87) 좀더 자라면 너도 그것을 안다.

(88) 내일이면 너도 알게 된다.

(87)의 ‘안다’나 (88)의 ‘알게 펀다’나 미래에 있어서의 認知나 理解에 대한 話者의 支

持度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87) 에 비해서 (88)은

변화가 明示的으로 표명되는 듯하다.

(89) (90)의 경우는 시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中立的이다.

(89) 오늘 일은 오늘 생각한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

(90) 그날 일은 그날 생각한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未知’로부터 ‘認、知’로의

心理現象의 경우도 시간의 ‘과거’의 것을 나타내는 데

거 ’ 를 明示하는 語詞들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는다’ 形이 쓰이 지 않는다. ‘과

(18) ‘기억한다’는 시간 (time)의 현재와 미래의 기억 작용을 나타낼 수 있￡나

미래의 ‘기억’작용을 나다내는 데 쓰이지 않는다.

‘기억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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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그이 가 왔다는 사실을 어 제 안다.

心理現象은 객관적으로 인지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나타내는 동사에서논 動作性보다 狀態

性이 강하게 느껴진다.

10.

缺如動詞는 특정한 동작이 缺如되 어 있음을 나타낸 다. 그러묘로 근본적으로 특정 動作이

나 運動 같은 것의 進行이 나 持續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늘 있

어 왔거나 당연히 있어야 할 동작이나 운동 같은 것이 없음을 나다내기 때문에 ‘특정 動作

(등)이 없는 狀態’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료겠다.

그러나 (92) (93) 에 서 보듯이 현재 특정 동작이 缺如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데 ‘~는다’形

이 쓰이지 않는 데 주목해야 한다.

(92) *예쁜이는 지금 결석한다.

(93) *나는 지금 어제 일을 잊는다.

수업 시간 현재 예쁜이가 제 자리에 없음을 나다내기 위해서 (92) 가 쓰이지 않으며， 현

재에 있어서 어제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다내기 위해서 (93) 이 쓰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94) (95) 와 같이 되어야 한다.

(94) 예쁜이는 경석했다.

(95) 나는 어제 일을 잊었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흔히 ‘過去’ 내지는 ‘完7’를 나타낸다고 절명되는 ‘-았-rv-었-’

이 사용됨을 볼 수 있다.

학교에 올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난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

다. ‘없는 것’은 結果다. ‘오지 않은’ 結果다. 그것을 나다내기 위해 ‘오지 않았다’ 대

신 ‘缺席했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현재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

닌가한다.

‘缺如’ 를 ‘狀態’ 라고 한다면 缺如動詞의 경우 현재에 있어 서 의 缺如라는 상태를 나타내

기 위해서 ‘~는다’形이 쓰이지 않고 ‘~았다’形이 쓰언다는 특갱을 보이고 있다.

(92)는 발화시 이후 ‘결석할 것이다’ 라거나 ‘결석하겠다’는 의마로도 쓰이지 않는다.

缺如動詞가 아닐 때에는 경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動作을 나타내기도 하고 말화시 이

후의 動作을 나타내기도 한다. (96) 외 경우 ‘降雨’는 현재일 수도 있고 말화시 이후얼 수

도 있다. (97) (98)은 아직 출발도 도착도 없다. 발화시 이후의 出發이요 到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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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서울은 비가 내린다.

(97) 나는 지금 출발한다.

(98) 김씨 는 지 금 도착한다 (19)

이와 같은 형편은 (93)의 경우도 다를 것이 없다.

師大論盡 (27)

그러나 (92)의 경우 ‘지금’을 ‘오늘’ 또는 ‘내일’ 등으로 교체하고 (93)의 경우 ‘앞으로’

로 교체하면 (99) (100) 과 같이 발화시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 내지는 ‘할 것이다’ 등 未

來의 缺席과 未來의 忘회]을 나타낸 다.

(99) 예쁜이는 오늘(내 얼) 결석한다 (20)

Cloo) 냐는 앞으로 어제 일을 잊는다.

이 플 缺如動詞의 ‘~는다’ 形은 상당한 수의 特定 未來를 明示하는 語詞들과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후에 話者가 ‘그렇게 하겠다’는 등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101)은 특정 시기부터 발화시까지 缺如가 계속됨을 나다내고 (102) 는 習慣的인 缺如를

나타낸다.

(101) 그는 사흘 전부터 결 석 한다.

(102) 그는 조금만 기 분이 나쁘면 결 석 한다.

缺如動詞도 시간의 과거에서의 缺如에는 ‘~았다’形이 쓰이며 ‘~는다’形은 물론 쓰이지

않는다.

(103) *그는 어제도 결석한다.

11.

이상 그 意味論的인 득성을 달리하는 7 유형의 동사 몇 개를 대상유로 ‘~는다’ 活用形

이 실제로 어떤 動作이나 過程 狀態 등을 나타내는가를 간략하게 추적해 보았다.

여기서 열은 결과는 대강 다음과 같다.

1. 動作動詞이면서 그 ‘~는다’形이 현재 進行中안 동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

購時 完結動作의 起動과 結果를 나타내는 ‘출발하다， 도착하다’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동작

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 동작 자체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묘로 거기서 ‘현재 진행중’

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19) (97) (98)의 ‘지 금 출받한다’ t지 금 도착한다’ 는 未出發 • 末到쏠 時에 쓰이는 發話다.

(20) ‘오늘’이 쓰였으나 ‘오늘’ 중에서도 발화시 이전이 아닌 발화시 이후의 일이다. ‘오늘’ 학교에

가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학교에 가지 않고 현재 정에 있음을 나다내는 데 쓰이지 않

는다. 원칙적ξ로 登校 시간 이전에만 쓰일 수 있다. 이런 形式이 ‘현재 출석하고 있지 않음’

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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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짧時 完結 動作의 終止인 ‘차다’ 의 ‘~는다’ 활용형은 單-回인 동작 ‘臨’ 의 진행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또한 순간적인 동작이므로 진행이란 없다. 그러나 ‘찬다’가 多數며의

동작 ‘鐵’의 反復으로서의 進行이나 持續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는 있다.

將時 完結 動作의 起動 結果 終止의 ‘출발하다， 도착하다， 차다’ 모두가 廢話時 이 후의

동작을 나다내는 데 자유롭게 쓰언다.

2. 持續 未完結 動作 ‘간다’ 는 현재 진행 중인 동작과 발화시 이 후의 동작을 나다낼 수

있다.

3. 過程動詞 ‘변하다， 달라지다’ 등의 청우도 현재 진행 중인 變化와 발화시 이후의 變

化를 모두 나타낸다.

4. 狀態를 나타내는 동사가 그 狀態의 持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 다. 그러 나 이

것은 動作이나 過程의 進行과는 다르다. 미래의 狀態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5. 關係動詞 ‘이긴다’가 발화시 현재의 關係를 나타낼 때는 ‘優勢의 維持’가 된다. 그리

고 所有關係를 나타내는 동사 ‘갖는다’는 발화시 이후의 ‘所有’를 나타내며 현재 所有關係

에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현재 所有關係에 있음을 나다내는 데는 ‘~았다’形이 쓰인다.

未來의 所有關係를 나타내기 위하여 ‘~는다’形이 쓰인다.

6. 心理現象을 나타내는 동사 ‘안다， 기억한다， 생각한다’ 등은 현재에 있어서의 心理作

用과 미래의 心理作用을 나타내는 데 두루 쓰인다. 다만 이런 心理現象은 1分의 斷細도 없

이 持續되는 것이 아니며 일단 入力이 되면 필요할 때에 再生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7. 缺如인 ‘결석하다’는 현재에 있어서의 ‘出席의 缺如’를 나타내기 위하여 ‘~는다’形

이 사용되지 않으며 ‘~았다’形이 사용된다. 다만 발화시 이후에 있을 ‘出席의 缺如’률 나

타내는 데 ‘~는다’形이 사용된다.

8. 이들 모든 종류의 동사의 ‘~는다’形이 과거의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

않는다.

이 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갇다.

1. 동사의 意味論的 特性에 따라 그 ‘~는다’ 形이 現在에 進行 또는 持續되는 動作 過程

狀態 등을 나다내기도 하고 나타내지 못하기도 한다.

2. 그러 나 모든 동사의 ‘~는다’ 形이 發話時 이 후의 動作 過裡 狀態 등을 나타내는 례

자유롭게 쓰인다.

3. 過去의 動作 過程 狀態 등을 나타내는 데 ‘~는다’ 形이 쓰이는 일은 없다.

4. 현재 持續 내지는 維持되는 關係를 나타내기 위하여 ‘~았다’形이 쓰이는 특수한 動

詞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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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oupement des verbes careens en semantique

et

signification de la forme V -ninta/-nta

Yong-Joo LEE

Resume

43

Le signe linguistique au sens saussurien a pour fonction de representer la realite

extra-linguistique. Si on nomme une telle fonction “ la fonction referentielle" , la fanction

referentielle ne s’op승re pas directement Ie referent-Ie monde des objets reels-mais plutot

“Ie monde per<;:u a 1’interieur des formations ideologiques“ chez ceux qui parlent une

langue particu 1iere.

Un signe linguistique peut designer tantot un objet· qui existe dans Ie monde reel,

tantot un objet imaginaire qui n’existe pas' dans Ie monqe reel; ou bien , il peut tres bien

montrer de differents attitudes vis-a-vis d’un objet qui existe dans Ie monde reel. Quand

on admet que tous ces trois renvoient au referent du triangle semantique de OGDEN &

RICHARDS (1923:11), j’insistrai pour qu’on tienne compte de rapportcomplexe entre la

reference et Ie referent au cas OU on decrivrait ou jugerait Ie sens d’un signe linguistique.

Ainsi , pour une description complete des E'monces, ce serait, selon moi, un travail

significatif que 1’on proc혀e a 1’etude minutieuse de differents aspects des objets existants

dans Ie monde reel.

Dans la presente etude, 1’observation est portee sur des aspects (mouvement, procedure ,

eta t.. .) du monde reel que represente la forme conjugu강e -ninta/-uta des verbes coreens,

que l'on a choisi 'un ou deux de chaque categorie pour s’en servir des exemples.

1. chulpalha-nta, tochakha-nta

A. s’emploie librement a exprimer l'action faite apres Ie moment de 1’enonce.

B. n’exprime pas l'action en cours.

2. ka-nta

s’emploie a exprimer 1’action faite apres Ie moment de 1녕nonce ainsi que celle en cours.

3. pjonha-nta, talaci-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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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pIoie a exprimer Ie changement en cours ainsi que ceIui fait ou subit apr승s Ie

moment de I’enonce.

4. concaiha-nta

s’emploie a exprimer I’etat actuel au moment de I’enonce et ceIui d’apres.

5. L:iiki-nta

A. exprime Ie resultat , Ia victoire en I’occurence, qu’on aurait apres Ie moment de

1’enonce.
B. exprime que Ia priorite est maintenue au moment de I’enonce.

L:ikac-ninta

A. s’emploie a exprimer I’appartenance d’un (des) objet (s) apt송s Ie moment de I’enonce.

B. n’exprime pas I’appartenance actuelle au moment de I’enonc강. (11 y a kac-5ssta et

kac-koissta pour I’appartenanceactuelle.)

6. a-nta, ki5kha-nta, saingkakha-nta

s’empIoie a exprimer la fonction ou I’etat psychologique au moment de I’enonce ainsi

que celIe ou celui d’apres.
7. ky5lsokha-nta

A. s’emploie a exprimer I’absence apr송s Ie moment de I’enconce.

B. n’exprime pas I’absence au moment de I’enonce. (11 y a kjolsokha-j-ossta pour

l’absence actuelle.)

Comme je I’ai expose jusqu’iei, Ia forme -ninta/-nta des verbes coreens s’empIoie sans

restriction a exprimer I’action, Ie processus, I’Mat, Ia fonction ou I’Mat psychologique et

l’absence au moment de 1’enonce, pourtant, on voit , sur l'emploi de cette forme a exprimer

l'action ou Ie processll.s en cours et I’etat maintenu au moment de I’enonce, des certaines

contraintes lexi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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