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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는다’ , ‘v-었 다’ , ‘v-겠 다’ 의 意味

---時制範購와 관련하여 --뿔

李 庸

(國語敎育科)

周

한 언어의 記述은 의미(I)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형식과의 대응 관계에 입각해서 행해져

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2) 어떤 사물을 대표하는 기호로서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오며 어떤 의미를 표현 (3)하기 위하여 어떤 언어형식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언어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기호가 어떤 사물을 지시하도휴 슬

관화되어 있오며 어떤 언어형식이 어떤 의미를 표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가에 중점을 두

고 기술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호는 특청 사물의 대표로 만들어

진 것이다. 기호와， 기호가 대표하는 사불과의 관계는 숙명처럼 맺어진 것이다 (4) ‘닭’과

‘랭’이라는 語는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각각 현재 우리가 구별하고 있는 것과

(l)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擺念的 意味， 知的 意味라해도무방하겠ξ나 여기서는특히 指示的意

味(referencial meaning)라고 하겠다. 언어의 지시척 의비는， 대체호 언어형식이 특정 사불을

지시하는 ‘作用’이라고 규정하는데， 필자는 ‘화차가 특정한 視角에서 본(또는 파악한， 인지한)

사물(또는 대상)’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A가 B를 때렸다’와 ‘B는 A에 게 맞았다’는 하나

의 사건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째 이 두 발화의 指示

的안 의미는 같지 않다.

(2) 註 (l)에서의 ‘B가 A에 게 맞았다’는 그 사건을 B를 중심 A로 해서 被動이라는 각도에서 파

악한 것이다. 이 被動은 ‘B는 A에 게 맞았다’의 指示的 意味의 고유의 속성이다. ‘철수의 말

이 영회에게 밟혔다.’의 指示的 意味 또한 被動이라는 고유의 속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被動

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전자의 경우는 ‘맞았다’를 사용하였고후자의 경우는 ‘밟-’에 被動化의 接

尾離 ‘-히-’를 연결해서 被動詞化한 ‘밟히었다’를 사용하였다. 이 두 동사가 표현하는 의미는

요두 被動이나 전자는 펴동올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은， 能動詞 형

식인 ‘맞다’에 의해서 표현되었고 후자는 형식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밟-히-었다’에 의해서 표

현되었다. 펼자는 이 兩者블 모두 被動을 표현하는 언어형식(통사)이라는 관첨융 택한다. 그러

므로 ‘맞다’ 와 ‘밟히 다’ 는 모두 被動(을 표현하는 動)詞로 간주한다. 차이 가 있다면 ‘맞다’ 는

본다부터 被動을 표현 • 지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동사이고 ‘밟다’는 본다 능동을 표현하는 동

사인데 피동을 표현하는 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밟-’에 ‘-히-’를 정비하여 被動휩化훤 派生

被動詞라는 점이다. 전자를 能動形式의 被動詞， 固有의 被動詞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 형식적

인 특징이야 어떻든 그것이 표현하는 意味가 被動이면 ‘被動--被動表現(詞， 文)’의 대옹 관

계에서 기술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3) 언어형식은 그것이 대표하는 사물(대상)을 指示한다고 하고，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는 용어법을

따른 것이다.

(4)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나름으로 새로 습관화 제도화되는 것이다. 새로운 운명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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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정한 동물을 지시하는 기호로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뒤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언어 형식에는 사물을 지시하는 것과 화자의 心的 態度블 표현하는 것이 있다 (5) 이러한

두 가지 형식이 적절히 배합되고 배열됨으로써 사람들끼리의 의사 소통융 위한 표현과 전

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형식과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또

는 언어형식과 그것이 표현하는 의미와의 관계는 일단 정립이 되면 그것은 어떤 개인에 의

해서도 함부로 변용될 수 없다.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표현하는 의미를 배제하면 언어

는 정렵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경우 이들 양자의 상호 관계， 대응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6)

필자는 3회 (1983, 1984\ 19842) 에 걸쳐 7群의 동사를 대 상오로 그 ‘v-는다， v-었다，.

v-겠다’ 활용형이 각종 時間詞(8)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동작 • 과정 • 상태 등이 과거 •

현재 ·미래의 어느 시간켠에 속하는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7)

n.

購時完結動作動詞의 ‘v-는다’형은 현재지시의 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후의 동착

을 지시한다‘

(l) 철수는 지금 출발한다.

(1)은 현재 진행중인 출발을 치시하지 않는다. 아직 출발전이다 (9) 이러한 현상은 언어

형식의 특성이 아니라 出發이라는 동작 자체의 속성인 購時完結 때문이다. 그러므로 (I')

와 같이 말한다 해도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은 발화시 이후의 것이다.

(5) 언어 그 자체가 본다부터 /\間外的인 사물이나 인간의 집리 현상을 지시하고 화자의 집적 태도

를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6) 언어학의 기본은 현질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질용되는 언어현상， 언어의 의미 • 용법에 입각해서

그것올 기솔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 ‘v-는다’ ‘v-었다’ ‘v-겠다’ 그리고 ‘v-는/-(2..) 1..-/-(2..)<:.’ 퉁 4회 에 결쳐 조사하였a나 본

고에서는 관형형의 문제는 논의하지 않키로 한다. 종결어미 세가지 경우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상기 조사의 내용은 제목이 보여 주는 그대 로 過去， 現在， 未來의 時間園의 문제 에 국한하였었

다- 용어에 있어서도 가급척 언어학의 용어를 피했었고， 그플 어미의 의미에 언급하는 일도 배

제하였었다. 이들 조사 결과， 如斯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동사를 3群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足하다는 것을 알았다.

(&) 시간을 지시하는 語굶틀이 어떤 어휘범주에 소속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時間

詞라는 말을 써본다. 특정한 品휩와 무관하다.

(9) ‘지 금’ 올 ‘오늘’ 로 교체하면 사청은 달라진다. ‘철수는 오늘 출반한다. ’ 가 발화시 이 후의 오늘

출반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화자는 청수가 오늘 출발할 예정업을 얄고 있

을 뿐 그 정확한 시간을 모르고 있다면， 이미 요전중에 철수가 출발했더라도 그것을 모르는 화

자는 午後에라도 이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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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철수는 지금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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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먹다’와 같은 持續未完結이라는 속성을 가진 동사의 ‘지금 ..--고 있다’가 발화시

현재 진행중인 동작을 지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購時完結動作動詞의 ‘v-는다’형이 과거의 時間詞와 함께 쓰언 (2)는 a 와 b 가 모두 不

適格이다.

(2) a. *철수는 아까 출발한다.

b. *철수는 어제 출발한다.

購時完結動作動詞의 ‘v-는다’ 행은 (3)과 같이 미 래지 시의 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그 시

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을 지시한다.

(3) a. 철수는 곧 출발한다.

b. 철수는 내일 출발한다.

‘곧’은 발화시에 아주 가까운 시간이고 ‘내일’은 오늘이 지난 뒤의 24시 간 동안이지만

a , b 모두가 발화시 이후의 ‘출발’을 지시하는 점에서는 같다.

購時完結動作動詞의 ‘v-었다’행은 현채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전에 끝

난 동작을 지시한다.

(4) 나는 지금 도착하었다.

(4)가 지시하는 도착온 발화시‘이전의 것이며 발화시 현재 진행중인 것일 수 없다. 이것

또한 동작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다. ‘지금’이 ‘요늘’로 대체된 (4')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 나는 오늘 도착하였다‘

(4’) 가 지시하는 도착의 시간은 한 순간일 뿐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진

행중인 동착이 아니다.

購時完結動作動詞의 ‘v-었다’형 이 과거지 시의 시 간사와 함께 쓰여서 시 간사가 지시하는

시 간대에 끝난 동작을 지시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5) a. 냐는 아까 도착하였다.

b. 철수는 어제 도착하였다.

購時完結動作動詞의 ‘v-었다’형은 미래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적격문을 이루지

않는다. (6)은 부적격이다.

(6) *철수는 이짜가 도착하였다.



52 師大論題 (31)

購時完結動作動詞의 ‘V一겠다’형은 현재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후의 동

착을 지시한다.

(7) 나는 지금 출발하겠다.

購時完結動作動詞의 ‘v-겠다’ 형 이 과거 지 시의 시 간사와 함께 쓰인 (8)은 부적 격 이 다.

(8) *철수는 아까 출발하겠다.

購時完結動ilp動詞의 ‘v-겠다’형은 미래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그 시간사가 지시

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을 지시한다.

(9) 나는 이따가 출발하겠다.

N.

持續未完結〈이 속성인) 動詞 ( 10)의 ‘v-는다’ 형이 현재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언 (10)

이 지시하는 대상은 말화시 현재 진행중인 동작 • 과정이며 현재 지속중인 상태다.

(10) a. 철수는 지금 영희네 집에서 공부한다.

b. 봐라， 지금 리트마스지가 변색한다.

C. 그 구슬은 지금도 반짝반짝한다.

a 는 현재 지속중인 동작이고 b 는 과정이며 c 는 상태다. 모두 발화시 현재 지속중인

것이 지시대상이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상당히 긴 시간대를 지시하는 어사와 함께 쓰이

면 ClO') 와 같이 발화시 이후의 동작 • 과정 • 상태일 수도 있다.

(10') a. 철수는 오늘 (날이 밝iζ띤 ) 영희네 칩에서 모를 집는다.

b. (두고) 보아라. 요늘 실험에서도 리트마스지는 변색한다.

c. (두고) 보아라. 그 구슬은 오늘도 반짝반짝한다.

a 는 동작 b는 과정 c 는 상태가 지시의 대상이다. 괄호 안 부분을 제외하면 a , b , c

는 모두 시간사가 지시하는 ‘오늘’ 현재 지속중인 동작 • 과정 • 상태일 수 있으며 콸호 부

분을 살리면 이을 통작 • 과정 • 상태는 발화시 이후외 것이 지시대상이다.

持續未完結의 動詞 ‘v-는다’ 형 이 과거 지 시 의 시 간사와 함께 쓰인 (11)은 모두 부적격

이다.

(ll) a. *철수는 아까 영희네 칩에서 공부한다.

(10) 이에는 持續未完結動作動詞와 過程動詞 그리고 狀態動詞가 일부 포함펀다. 略稱하여 持續未完

結動詞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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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리트마스지는 아까 변색한다.

c. *구슬은 아까도 반짝반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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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續未完結動詞의 ‘v-는다’ 형 이 미 래 지 시의 ‘이 따가’ 와 함께 쓰언 (12)는 발화시 이 후

의 동착 • 과정 • 상태블 지시한다.

(12) a ‘ 철수는 이따가 영희네 칩에 간다.

b. 이짜가 보아라. 틀림없이 변색한다.

c. 이 따가 해뜬 다음에 보면 구슬은 반학반짝한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었다’형 이 현재 지시의 시 간사와 함께 쓰인 (13)은 발화시 이 전에

끝난 것오로 파악한 동작 • 과정 • 상태블 지 시 한다.

(13) a. 철수는 지금 영희네 집에서 공부하였다.

b. 리트마스치는 지금 변색했다.

C. 불빛이 지금 B안짝거 리 었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었다’형 이 과거 지 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14)는 모두 그 시 간

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 • 과정 • 상태 등을 지시한다.

(14) a. 철수는 아까 영휘네 정에서 놓았다.

b. 아까 많은 꽃이 펴었다.

c. 아까는 별이 유난히도 빛났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었다’ 형 이 미 래 지 시 의 ‘이 따가’와 함께 쓰인 (15)는 모두 부적격

이다.

(15) a. *철수는 이짜가 영희네 집에서 놓았다.

b. *이따가 보아라， 많윤 꽃이 피었다.

c. *이따가 벌이 빛났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컸다’형 이 현재 지시의 ‘지 금’ 과 함께 쓰인 (16)은 모두 말화시 현

재의 동작 • 과정 • 상태를 지시한다.

(16) a: 철수는 지금 저의 집에서 공부하겠다.

b. 화초는 지금도 잘 자라겠다.

C. 지금도 하늘에서는 별을이 벚나겠다.

그러나 (16')의 a"-'c는 발화시 현재의 동착 • 과정 • 상태일 수도 있고 발화시 이후의 동

작 • 과정 • 상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d 와 같이 主語가 1人稱일 때는 ‘v-겠다’가 意志 決

心 등의 표현이고 지시 대상인 동작은 발화시 이후의 것이다.

(16') a. 철수는 오늘 집에서 공부하겠다.



54

b. (어제도 물을 많이 주었ξ니 ) 화초들은 오늘도 많이 자라겠지.

C. 오늘밤에도 하늘에서는 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겠지.

d. 나는 오늘(지금) 정에셔 공부를 하겠다.

師 大 論 舞 (31)

持續未完結動詞의 ‘v-겠다’형이 과거 지시의 ‘아까’와 함께 쓰인 (17)은 모두 부척격

이다.

(17) a. *철수는 아까 술을 마시겠다.

b. *고추는 어제도 붉겠다.

c. *어제밤에도 벌은 빛나겠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겠다’형 이 미 래 지시의 ‘이 따가’와 함께 쓰얀 (18)은 모두 발화시

아후의 동착 • 과정 ‘ 상태를 지시한다.

(18) a. 철수는 이따가도 학교에서 공부하겠다.

b. 이따가는 기온이 많이 높아지겠다.

c. 이따가는 별빛이 더욱 벚나겠다.

lV.

缺如狀態를 지시하는 동사 ‘결석하다’의 ‘v-는다’형이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언

(19)의 응당 부분은 부적격이다.

(19) 철수 지금 교실에 있니 ?
*철수는 지금 결석한다.

‘지금’을 ‘오늘’로 교체한 (19')도 (19)의 질문에 대한 응맙오로서는 부적격이지만 아직

등교시간이 되지 않은 이른 아침에 오늘 결석할 것엄을 말하는 발화로서는 적격이다.

(19' ) 철수는 오늘 컬석한다.

즉 ‘오늘 결석한다’는 발화시 이후의 결여 상태를 지시한다.

缺如動詞 ‘결석하다’의 ‘v-는다’형이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20) 은 부적격

이다.

(20) *철수는 어제 결석한다.

缺如動詞 ‘결석하다’의 ‘v-는다’형이 미래 지시의 시간사와 쓰이면 (21) 과 같이 그 시

간사가 지시하는 미래에 있어서의 ‘결석’을 지시한다.

(21) 철수는 내일 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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缺如動詞 i결석하다’ 의 ‘v-었다’형이 현재 지시의 ‘요늘’ ‘11 ) 과 함께 쓰인 (22)는 발화시

현재 결여 상태에 있음을 지시한다.

(22) (요늘은 등교해야 할 날인데) 철수는 요늘 컬석했다.

이것은 (19)의 질문에 대한 응탑이나 하교 시간이 지난 다음의 발화로 적격이다.

‘결석하다’의 ‘v-었다’가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23)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간

사가 지시하는 과거에 있어서의 결석을 지시한다.

(23) 철수는 어제 결석했다.

‘결석하다’의 ‘v-었다’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쓰인 (24)는 부적격이다.

(24) *철수는 내일 결석했다.

缺如動詞 ‘결석하다’의 ‘v-겠다’형이 현재 지시의 ‘오늘’과 함께 쓰인 (25)는 오늘 등

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학교에 있지 않을 것임을 지시한다.

(25) 나는 오늘 결석하겠다.

?결석하다’의 ‘v-겠다’형이 과거 지시의 ‘어제’와 함께 쓰인 (26) 은 부적격이다.

(26) *나는 어제 결석하겠다.

‘결석하다’의 ‘v-겠다’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쓰인 (27)은 시간사가 지시하는

내일의 결석을 지시한다.

(27) 나는 내 일 결석하겠다.

所有 • 所持의 의미인 동사 ‘가지다’ ‘갖다’도 결여 동사의 경우와 비슷하다. 현재 지시

의 ‘지금’과 함께 쓰인 (28) 이 현재 소지하고 있음을 지시하는 말화로는 부적격이다.

(28) 너 지금 돈 얼마 가지니 ?

나 지금 천원 갖는다.

그러나 이것도 (28')와 찰은 의미로 쓰이면 적격이다.

(28') 너 지금 얼마나 집어 넣(고 있)니 ?
나 천원 집 어 넣고 있다(넣는다).

(11) 학교에서의 出席과 缺席은 ‘하루’가 단위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가 시착되는 시간으로부터 끌

나는 시 간까지 학교에 있고 없음에 의해셔 구별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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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다’의 ‘v-는다’형이 과거 지시의 ‘어제’와 함께 쓰얀 (29)는 부적격이다.

(29) *철수는 어제 천원가진 (갖는)다.

‘가지다’의 ‘v-는다’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인 (30)은 미래에 있어서의 소

지를 지시하지 않고 소유화， 취득 등의 행위를 지시한다.

(30) 나 내일 천원가진 (갖는)다.

‘가지다’의 ‘v-었다’형이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인 (3 1)은 발화시 현재의 소유

를 지시한다.

(31) 너 지금 돈 얼마 가졌니 ?
나 지금 천원 가졌다.

이들이 발화시 이전에 끝난 소유화나 취득행위를 지시하는 발화가 될 수도 있음은 물론

이다.

‘가지다’의 ‘v-었다’형이 과거 지시의 ‘아까’와 함께 쓰인 (32) 는 그 시간대에 있어서

의 소유화나 취득행위가 끝났음을 지시한다.

(32) 철수는 아까 천원 가졌다.

(32)는 (32')와 같은 의미의 발화가 아니 다.

(32') 철수는 아까 천원 가지고 있었다.

;가지다’의 ‘v-었다’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쓰인 (33)은 부적격이다(12)

(33) *철수는 내 일 천원 가졌다.

‘카지다’의 ‘v-겠다’형이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인 (34)는 발화시 직후에 천원

을 자기 소유로 하겠다는 의미의 발화다.

(34) 나 지금 천원 가지겠다.

‘가지다’의 ‘v-겠다’형이 과거 지시의 ‘아까’와 함께 쓰인 (35)는 부적격이다.

(12) ‘v-었다’형의 특이한 용법이 있다.

a. 폭우가 쏟아지니 오늘(내일) 낚시는 다 갔다.

b. 또 철수 욕을 했A니 화해하기는 다 틀렸다.

c. 그렇게 우서운 사람을 건도렸으니 너 내일은 죽었다.

a"'c 요두 분명히 발화시 아후의 사건이 지시의 대상이다 a b는 ‘다+v-었다’의 형식이고

c 는 ‘v-었다’의 형식이다. 미래를 지시하는 時間詞는 있어도 없어도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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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나 아까 천원 가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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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다’의 ‘v-었다’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쓰안 (36)은 미래에 있어서의 소

유화， 취득 행위블 지시한다.

(36) 냐는 내일 천원을 가지겠다.

V.

지금까지 동사의 ‘v-는다， v-었다， v-겠다’ 활용-형이 지시하는 대상이 發話時， 짧話時

以前， 發話時 以後의 어느 時間園에 속하는가를 過去 現在 未來 지시의 각 時間詞와의 관

련에서 고찰하였다. 그것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많選웰|
現:tE

지금 1發話時以後 | 發話時 以前 l發話時 以後

오늘 | 發話時 以後의 今日 l發話時 以前의 今日 l發話時 以後의 今日
I

過 去 * 過 去 *
未 來 l 未 來 * 未 來

發응폼時 現‘컬E持續
(1人稱) 發話時 以後

지금 發話時以前
(2·3A稱) 發話時 現在

持續

現:tE

R
發話時現在持續 (IA稱) 發話時 以後

오늘
發話時 以後의 今日

짧話時 以前의 今日
(2持·3A續稱이 )거 나發話以時後 現:tE

過 去 * 過 去 *
未 來| 未 來 * 未 來

지금 發話時以後

(결在석하缺如였다) 發話時 現
發話時以後

現在
(기前차完가섰了다) 發話時 以

m
오늘 |發話時 以後 I(혈聽다) 發話時 現 l發話時 以後의 今日

過 去 * 過 去 *
未 來 未 來 * 未 來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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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는다/-L다

師大論靈 (31)

<D a. I· Ill 群 동사의 ‘v-는다’형이 現在 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動作이나 缺

如狀態 등은 發話時 以後의 것 이 다. 다만 ‘오늘’과 같이 시 간사가 지 시 하는 時間帶가 긴

경우에는 그 지시대상은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發話時 以後의 것이다. 이

들은 모두 決코 發話時 現在 進行中인 것이 아니 다.

b. JI 群 동사의 ‘v-는다’형이 현재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動作 過程 狀態

등은 發話時 現在 持續中인 것이다. 다만 ‘오늘’과 같이 긴 시간대를 지시하는 시간사와

함께 쓰이면 그 指示對象은 發話時 現if 持續中인 것일 수도 있고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

대에 있어서의 發話時 以後의 것일 수도 있다.

@ I·JI·m群 동사 모두 ‘v-는다’ 형 이 過去時間詞와 함께 쓰여 서 適格文을 만들지 않

는다.

@ I·JI·m群 동사 모두 ‘v-는다’형이 未來時間詞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사가 지시하

는 未來(물론 發話時 以後)에 있어서의 동작 과정 상태 등을 지시한다.

B. V-었다/-았다

φ a. I·JI 群 동사의 ‘v-었다’형이 現在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동작 과정 상

태는 짧話時 以前의 것이다. 다만 시간대가 긴 ‘요늘’과 함께 쓰이면 그 시간사가 지시하

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發話時 以前의 ‘오늘’이다.

b. m群 동사의 ‘v-었다’형이 現在時間詞와 함께 샅이면 이블이 지시하는 缺如狀態

- 나 所持(有)關係 등은 發話時 現if 持續中인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發話時 以前에 缺如

狀態에 이르렀음과 所持關係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所有化， 取得의 完7가 지시대상

이 되기도 한다.

@ I·JI·m群 모두의 ‘v-었다’형이 過去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대상은 그 시

간사가 지 시하는 시 간대 (물론 發話時 以前)의 동작 과정 상태 다.

@ I·JI·m群 동사 모두의 ‘v-었다’형은 未來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適格文을 만들지 않

는다.

C. V-겠다

CDa.I·m 群 동사의 ‘v~겠다’형이 現在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대상은 발화

시 이후의 동작 과정 상태다. 다만 ‘오늘’과 함께 쓰었을 때는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

돼에 있어서의 發話時 以後다.

b. JI 群 통사의 ‘v-었다’형이 ‘지금’과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대상은 主語가 lA稱

의 경우는 發話時 以後의 것이 대상이고 2'3A稱의 경우는 發話時 現if 特續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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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과 함께 쓰언 ‘v~겠다’ 가 지 시하는 대상은 主語가 lA稱의 경우 發話時 以後의 것

이고 2-3A稱의 경우는 發話時 現在 持續中이거나 發話時 以後의 것이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3)

~ I- n-m群 동사 모두의 ‘v-겠다’형은 過去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適格文을 이루지 뭇

한다.

CID I-n-m 群 동사 모두의 ‘v-겠다’형이 未來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대상은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물론 發話時 以後)에 있어서의 동작 과정 상태 등이다.

VI.

전통적으-로 한국어의 ‘v-는다， v-었다， v-겠다’ 등 활용형은 時짧u라는 문법법주와의 관

련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한국어에서 시제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부정되는 일이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

이다.

펄자는 時間詞와 함께 文 속에 쓰인 ‘v-는다， v-었다， v-겠다’ 형의 지 시 작용을 기반￡

로 시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時制블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밝혀 둔다.

전통적우로 그렇게 해 왔듯이 時制는 動詞(句)의 文法範購의 하나로 본다.

특정 언어에서 동사가 지시하는 동작 • 과정 • 상태 퉁이 發話時를 기준￡로 하여 過去(發

話時 以前) (發話時) 現훈， 未來(發話時 以後)의 어느 時間園에 속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특별한 (動詞의) 活用形을 가지고 있￡면 그것을 각각 過去形， 現tE形， 未來形이 라 하고

이 세 가지 活用形 중에서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면 그 언어에는 動詞에 時制라

는 文法範購가 있다고 하는 관점을 취한다.

1- V 었다j-았다

‘V 었다’ 형은 흔히 過去時制로 설명되기도 하고 完了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現tE時間詞와 함께 쓰이기도 하고 過去時間詞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다만 ‘未來時間詞+v-었다’가 적격문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말

한 바와 같다.

(37) a. 철수는 어제 출발했다‘

h. 영회는 어제 집에서 공부하였다.

(B) lA稱 主語의 경우 화자의 意圖나 決心 같은 것이 표현되고 2'3A稱 主語의 경우는 話者의 推

測이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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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의 a , b 만이 라면 일반적ξ로 생각하듯이 ‘어제’와 ‘v-었다’가 어울려서 ‘昨日’이

라는 과거에 있어서의 대상을 지시하므로 ‘v-었다’를 과거형￡로 인정하고 過去時制를 인

정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現在時間詞와 어울려 쏟인 (38)의 a , b를 고려하면 그렇

게 단순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38) a. 철수는 지금 출발했다.

b. 철수는 오늘 출발했다.

a는 發話時 현재인 ‘지금’ 출발이 끝났음을 지시하는 것이며 발화시 현재의 지속중안

동작이 아니다. ‘출발’ 그 자체는 발화시 이전에 속하는 것이다. b의 경우는 말화시 이전

의 요늘 출발했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정확한 시간은 없다. 발화시가 오전이냐 오후냐，

또 몇시냐에 따라 ‘발화시 이전의 오늘’이라는 그 시간대의 걸이는 달라진다.

‘ C · · ·)未來時間詞(…) +v-었다’와 같은 적격운이 없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기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v-었다’형이 現tE時間詞와도 過去時間詞와도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

전의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특정 시간권에 소속됨을 표현하는

형식이 아나기 때문이다. 앞에 보인 (37) (38)의 발화에서 공통되는 기능을 찾는다면， 그

것은 時間詞가 現在指示의 것이든 過去指示의 것이든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

서의 ‘完了’ 가 아닌가 한다. 完了라는 것은 발화시 이전일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다.

그러묘로 미래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이지는 않는다.

다음 (39) rv (42)의 예문들을 보면 ‘v-었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동작이 過去 現tE 未來

의 어느 시간권에 속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39) a.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가다가 왔다.

b.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갔다가 왔다.

(40) a. 청수는 오늘 학교에 가다가 왔다.

b.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갔다가 왔다.

(41) a.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가다가 왔다.

b. 청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가 왔다.

(42) a. 청수야 내일은 학교에 가다가 (도중에서) 되돌아 요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b. 철수야 내일은 학교에 갔다가 오너라.

(39)는 발화시 현재인 ‘지금’， (40)은 발화시가 속해 있는 24시 간대를 지시하는 s오늘’ ，

(41)은 말화시가 속해 있는 ‘오늘’보다 하루 전(過去)인 ‘어제’， 그리고 (42)는 하루 뒤

(未來)인 ‘내일’이라는 여러 가지 시간권을 지시하는 時間詞가 ‘v-었다’형과 함께 쓰인 발

화들이다.

여기서 ‘가다가’와 ‘갔다가’가 보이는 공통된 차이는 학교에 가다가 도중에서 되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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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냐 목적지인 학교까지 다 갔다가 온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물론， 이른바 絡對時制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만 相對時制라는 관점에

서도 적절히 설명될 수 없다(14)

요컨대 (39)"'-'(42) 의 발화에서 ‘v-었다’형은 過去 現在 未來라고 하는 時間園表示의 기

능을 가지 지 않는다. m時는 無時다.

(43) 과 같은 缺如動詞 ‘결석하다’나 ‘잊다’ 그리고 所持關係의 ‘가지다’와 같은 동사에

있어서는 현재의 缺如狀態나 所持關係를 지시하거나 표현하기 위하여 ‘v-는다’형이 쓰이

지 않고 ‘v-었다’형이 (현재시간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

준다.

(43) a. 철수 지금 학교에 있니 ?

철수 오늘 결석했다.

b. 오늘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 나는 깜빡 잊었다.

C. 너 지 금 돈 얼마나 가졌지 ?

지금 천원 가졌다.

이런 ‘v-었다’는 過去로 설명하기보다는 完了로 설명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2. v-는다j-L다

이것은 대체로 現，:tE時制와의 관련에서 논의되어 왔고 근래에 와서 시제와는 무관한 것오

로 설명되기도 하였다(15) 그런데 이마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V 는 다’ 형은 어떤 동사

의 경우에도 過去時間詞와는 함께 쓰여서 적 격 문을 이 루지 않우며 r·ll·III群 모든 동사의

‘v-는다’형이 未來時間詞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未來)에 있어서의

동작 과정 상태 등을 지시한다. 다만 n 群의 동사 즉 持續未完結의 動作， 過程， 狀態 등을

지시하는 동사들의 ‘V 는다’형이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여서 짧話時現在 持續中인

대상을 지시한다. 그리고 ‘오늘’과 함께 쓰었을 때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발화시 현재

지 속중인 것일 수도 있고 발화시 이 후의 것일 수도 있다.

이 와 같이 ‘v-는다’ 는 발화시 현재 지속중인 동작 과정 상태보다는 發話時 以後의 동착

과정 상태등을 지시하는 기능이 절대 우월하다. 이런 형펀으로 보아 ‘v-는다’형을 現在進

(14) ‘가다가 왔다’와 ‘갔다가 왔다’를 비교할 때 ‘왔다’를 기준S로 해서 ‘가다가’를 현재라고 하

고 ‘갔다가’를 과거라고 하여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다가 왔다’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그 도중에서 되돌아 왔다는 것이고 ‘갔다가 왔다’는 목적지까지 간 뒤에 다시 되돌

아 왔다는 것이 다를 뿐이 다. ‘가다가’ 나 ‘갔다가’ 나 ‘가는’ 행 동은 모두 ‘왔다’ 가 지 시하는

행동보다 앞선 것이다. 그런데도 ‘가다’가 쓰였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학교에 가다가 영회를

만났다’ 와 같은 경 우는 ‘가다가’ 를 ‘만났다’ 가 지 시하는 과거 를 기 준무로 한 現在라고 하여 相

對時制로 설명 할 수 있다.

(15) 특히 南基心(1978)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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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또는 持續)中인 동작 과정 상태를 지시하거나 표현하는 文法範購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은 우리다. 이것은 ‘完了’와 대랩되는 非完了인 動作， 過程， 狀態등에 대한 話者의 事實

如否의 判斷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v-겠다

이것은 未來時制와의 관련에서 다루어지기도 했A나 근래에는 時制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I ·n·m群 모든 동사에서 ‘過去時間詞(· ..)+v-겠다’ 로 적격문을 만들지 않

￡며 現在와 未來의 時間詞와 함께 쓰여 서 發話時 以後， 時間詞가 지시하는 시 간대 에 있어

서의 동작과정 상태 등이 지시의 대상이 펀다. 그리고 R 群 (持續未完結動作， 過짧 狀態、둥〉

동사의 ‘v-겠다’형이 ‘지금’과 함께 쓰이면 (44)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발화시 이후 또는 현

채의 동작등이 지시의 대상이 되고 A稱에 따라 話者의 意圖 決心 또는 推測을 표현한다.

(44) a. 나는 지금 밥을 먹겠다.

b. (진화로)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하겠다.

c. 철수는 지 금 공부하겠다.

a 는 主語가 화자 자신인 lA稱인데 이때 ‘v-겠다’는 화자의 意志 決心 등을 나타내며

그 동작은 당연히 발화시 이후에 속한다. 발화시 현재의 진행이나 지속이 아니다 ( 16) 그러

나 b , C 는 각각 2·3A稱 主語인데 이때는 화자의 추측이며 現훈 지속되고 있는 ‘공부’가

지시 대상이 된다.

그리고 R 群 동사의 ‘v-겠다’형이 ‘오늘’과 함께 쓰일 때도 主語의 A稱에 따라 (45)와

같이 달라진다.

(45) a. 나도 오늘은 공부하겠다.

b. (전화로) 너도 오늘은 공부하겠다.

c. 철수도 오늘은 r공부하겠다.

主語가 lA稱인 a 는 화자 자신의 意圖 決心이며 그 동작은 ‘發話時 以後의 오늘’이고

2·3人稱안 b , c 는 모두 화자의 推測이며 짧話時 以後나 現在 持續中안 동작 모두가 지시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v-겠다’는 (46)과 같이 ‘過去時間詞+v-었-겠다’와 같은 형식으로 쓰이는데 이때의 지

시대상은 물론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이다.

(46) 철수는 어제 (아까) 재미있게 놀았겠다.

(16) 이런 발화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로 볼 수는 없다.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지금’

을 ‘지금부터’라고 바꾸연 자연스려운 발화가 된다.



‘v-는다’， ‘v-었다’， ‘v-겠다’의 意味 63

이와 같이 과거에 있어서의 동작을 지시하는 현상은 ‘v-겠(다)’릎 未來時制로 볼 수 없

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VJ[.

이상을 종합하여 엄시적 a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

@ 한국어 동사는 時制範購를 가지지 않는다.

@ 動詞의 語幹은 對象을 指示하고(17) ‘-었(다)， -는(다)， -겠(다)’는 각각 다음과 같은

話者의 心的 態、度를 표현한다.

a. ‘-었(다)’는 동작·과정 ·상태 등을 ‘完了’로 인지한 화자의 表짧을 표현한다. 이것

은 화자의 주관의 문제다 (18)

b. ‘-는(다)’는 동작 • 과청 • 상태 풍에 대한 화자의 事寶判斷을 표현하는 것이다. 단

非完T에 한한다 (19)

C. ‘-겠 (다)’는 1人稱 主語일 때 화자의 意圖 決心 등을 표현하고 2'3A稱 主語일 째

화자의 推測을 표현한다.

@ 한국어에셔， 동작 • 과정 • 상태 등이 속하는 時間團은 時間詞에 의해서 표시된다 (2이

동사는 그것이 지시하는 對象이 어느 시간권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무관하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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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師大論驚 (31)

ANALYSE SEMANTIQUE DE 'V-는다’ j ‘V-었 다’ , ‘V-겠 다’

Yang Joo Lee

A la. suite des observations consecutives portees sur la categorie temporelle a qui

appartiennent Ie referent des formes “V-ninta (V-는다)" , “V-5tta (V-었다)" , “V- ketta (V

겠다" du verbe coreen avant, pendant et apres I’enonce, la conclusion s’est faites ainsi:

1. Nous ne pouvons pas attribuer la categorie temporelle au verbe. La categorie temporelle

d’un referent n’est pasmarquee par Ie verbe

2. Le radical d’un verbe designe un referent et les formes “V-5tta (V-었 다)" , “V- ninta

(V-는다) ", “V-ketta (V-겠다)" representent une attitudes psychologique de I’enonciateur

a. “V-5tta (V-었다)" marque la representation de I’enonciateur pour qui Ie referent est

juge comme Ie fait accopli.

b. “V- ninta (V-는다) " marque Ie jugement de I’enonciateur sur Ie referent qui se fait

au moment ou apres I’enonce

c. “V-ketta (V-겠다)" marque, au cas ou Ie sujet est la lere personne, Ie jugement sur

l’ intention, la decision ou la possibilite, et, dans Ie cas pour la 2eme personne ou la

3eme personne , il represente une sorte de supposition de I’enonciateur.

3. C’est donc 1’adverbe temporel qui marque la categorie temporelle du referent d’un.

ver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