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時間論 : ‘지금’의 파료味* 

李 基 用

1. 序 듭 

現tf時點은 過去時와 未來時를 兩分하는 時間의 基準點이 다. 現在는 過去와 未來를 분리 

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한다. 現.tf가 있기 때문에 過去가 있고 未來가 있는 것이다. 國語

의 ‘지 금’ 은 이 러 한 現在時의 反映인 것 같다. 本觸는 ‘지 금’ 의 意味를 밝힘 으로써 國語의 

時制 및 時相 體系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時間의 三區分， 곧 現在외 過去와 未來를 논하기 위하여 線컬힐的인 時間類첼을 前提로 한 

다. 그 理由는 編型에서만 모든 時點들 사이의 先行l뼈係가 成立하기 때문이다. 時間의 典

型的인 類型을 몇 가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a. 過去 現在 未來
• • • I(線 型)
t' n t 

b. t~ 
,,/ . --(分~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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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型)

이들 세 類型은 時間이 時點들로 구성된 -一次元的 연속채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들간의 

하이 점 은 時點들 사이 의 先行關係에 서 드러 난다. 線型에 서 는 모든 時點에 대 하여 先行關係

가 定義될 수 있 다. 곧 t'는 n을 n은 t를 先行한다. 分破型의 경 우에 는 先行關係가 定義

될 수 없는 時點들이 있다. t'와 t, 그리고 t'와 n 사이에는 先行關係가 成立되지만， t와 n 

을 비교할 때에는 어느 時點이 앞선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圓型의 경우에는 先行關係가 

전혀 成立되지 않는다. Clc)의 t'와 t를 비교할 때 t'는 t를 先行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 

고 後行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곧， 線型에서는 時點들 사이의 先行關係(-→)에 의하여 

過去와 未來를 定義할 수 있는 것이다. 現在를 n으로 볼 때， 다음의 定義가 가능하다. 

(2) a. 現在時=(lt) (t=n) 

b. 過去時=(lt) (t-• n) 

c. 未來時= (lt) (n•t) 

* 本橋는 1976년 10월 16일 서 울大學校 語學맑究所 주최 第十며 語學핍究會에 서 「現tE時의 設定」
이 라는 題 目下에 발표했 던 것 올 補完하여 , 國語學會 겨 울공동연 구회 (1976.12.19)에 서 「 ‘지 금’ 의 意

味」라는 題目으로 발표한 것이다. 아 원고를 완성하는 데 도와 준 ~ì'!喆， 洪1c杓 두 學兄과 갱혜 
자 양에게 강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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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겉E時는 n과 同時이 며 , 過去時-는 11의 前時이 며 , 未來뼈:는 n의 後時인 것이 다. 

本鎬의 主짧인 ‘지 금’ 의 意味를 分析하기 에 양서 現在f램·와 發話時의 關係를 약술하겠 다. 

이 둘을 同一視할 수는 없다. 그이유는 現在i뽑는論理的 時間이며， 發話時는物理的時間이 

기 때 문이 다. 論理的 時間과 物뭘的 時間과의 區別이 ‘지 금’ 의 펀、味의 性혐을 부각시 켜 준 

다. 요컨대， 指示對象的 意味論(referentiaI semantics)에 입각해서 ‘지금’의 意味를 추구하겠 

지만， ‘지금’은 반도시 物理的 時間을 가리킨다고 前提할수 없음을 여기서 강조하고싶다. 

2. 現효時와 發話時

일반적으로 언어학자플은 現tE~풍를 시간흐름의 先行關係를 定義하는 基準時點으로 잡고， 

現tE時를 發話a총와 一E핏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등킴用論上의 問

題點플이 있음을 다음과 같은 예 를 들이 거론하겠 다. 

(3) a. 서울핑 發車 ! 
b. 아버지， 돌 굴러가요. 

(4) 바로 이 순간 바이킹 호는 화성에 안착합니다. 

(5) a. 이 말을 하는 동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b. 지금 현재 태어나는 시-람은 영원히 산다. 

(6) a. 1975년 10월 31일 현재 서 울의 인구는 6， 589， 213영 이 다. 

b. 지금 말하는 이 순간의 서울의 인구는 6， 589 ， 213명이다. 

첫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3a)를 해석한다고 가정할 때 문제가 생긴다. 충청도 사람 

의 말이 느려다는 항간의 농담으로， 대전 역에서 ‘서울행 발차’하고 외쳤는데 대전 역을 

떠난 기차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서 울 역에 도착했다고들 말한다. 과연 ， 이 과장 

된 말이 사싣이라면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서울로 기차가 떠났다는 말은 곧 그 떠난 기차 

가 같은 순간에 서울 역에 도착했다는 말이 된다. 흔히을 주장하듯이 이 現在時를 發話時

와 同一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이 기차는 지금 현재 대전을 떼나서 지금 현재 서울에 도착 

했다는 말이 되고 만다. 時間的 간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의 사건이 같은 現在， 픔 同時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온다. 

(3b)의 예문도 (3a)의 예문과 비 숫한 상황의 농담이다. (3b)는 아들이 산꼭대기에서 부 

친에게 돌굴러 간다는말을 끝맺기도 전에 ‘핵 ! ’ 하는소리가들렀다는농담이다. (3a)와 

(3b)의 事件時와 發話時를 견주어 도식화하면 (7a ， b)와 같다. 

(7) a 짧좌옳 
t' 

가정 : (發話時=現在)

b. 황 
• • ~ 

發E홉時 

말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電光石火와 같이 얼어나는 펄件의 變化룹 잣대절하기애 

는 發話時라는 時間뿔位가 세빌치 못한 엉성한 時間의 척도인 것이다. 이 죽음은 現在， 공 

發話時의 죽음이니까 실제로는 (7b)에 서 發휩時間이 3 분쯤 결렀다연 찰라의 죽음이 3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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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렸다는 추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로， 문장(3a ， b)의 경 우에 반해 서 , 운장 (4)의 경 우어| 는 發話時間이 事件時間보다 짧 

아서 문제가 생긴다. 폼者가 바이킹 호의 안착을 미리 예상히고 (4)와 같은 말을 시작했는 

데 사싶은 바이킹호가 화성에 완진히 내려 앉는데 10여 분이 걸렸다 ((8) 참조). 

(8) -.... 
이런 경우에도 (4)의 發言은 모순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發話時와 現겉E時를 同-視

한다면 (4)의 事件은 現tE의 事件이 아니라 미래의 事件으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표 (8)에서와 같이 바이킹 호의 안착이 發話가 끝난 다음， 그것도 10 분이나 지난 후에야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세째 로， 現在時를 發話時와 同一視한다면 (5a)와 (5b)는 同義文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5a)의 경우는 發話의 시작시점 (t)과 종료시접(t')이 명확하기 애문에 發話時는 하나의 

有限區댐을 형성한다. 반면에 (5b)의 경우는 現在라는 時區間의 양극점이 명백히 定義휠 

수 없으니， 現在는 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영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

在時는 有限이 아난 無限區間을 형 성 한다. 요컨대 , (5a)의 경 우는 영 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들의 수가 정 해 지 지 만， (5b)의 경 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 (5a)와 (5b)는 同義文이 아니 

며 , 또한 發話時와 現在時를 同一視할 수 없다. 

現在時를 發話時와 同-視하는 것은 時計를 절대적 時間무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時計

가 p총間흐름의 척도가 되는 것은 現寶的 便宜에 불과하지 하나의 必然은 결코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現在時를 發話n￥와 同一視하는 것도 일종의 펀의에 불과하다. 

3.0. ‘지금’의 ‘意味

3. 1. ‘지 금’ 과 ‘現在’

‘지 금’과 ‘현재’는 그 意味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그 共起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 9) a. 지금 현개 

b. 용지금 지금 

c. *현재 현재 

위에서 (9b)와 (9c)는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필요없는 되풀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9a) 가 허용되는 것은 ‘지금’과 ‘현재’는 그 意味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 다음의 예가 이를 더욱 뒷받침하여 준다. 

(10) 용현재 지 금 

같은 意味의 강조적 표현으로 (9a)를 든다면 (10)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9a)는 허용되고， 

(10) 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흥미롭다. 이를 밝히기 위해 다음의 예운을 분석하여 보겠다. 

(ll) a . *지 금 어 지1 

o. ??어제 지금 
c. 어제 지금쯤 

위의 예문을 언뜻 보면 ‘지금’은 ‘어제’와 그 의미가 상반되기 때운에 (l1a)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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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llb ， c)의 예문을 보면 ‘지금’이 ‘어제’와 같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llc)가 허용되는 것은 (9a) 가 허용되는 이유와 갚고， (I 1a)가 허 

용되지 않는 것은 (10) 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다음의 예를 서로 비교하면， 국어에서는 큰 단위의 時間表現이 작은 단위의 것보다 앞섬 

융 알 수 있다. 

(12) a. 작년 오늘 

b. 용오늪 작년 
(3) a. 작년 어제 

b. 홉어지1 작년 

(4) a. 12시 30분 

b. 용30분 12시 

(12)에서 ‘오늘’은 ‘작년’의 時區間을 한갱해 주며， 마찬가지로 (13)에서 ‘어제’는 ‘작년’ 

의 時區間을 한정 하여 준다. 

。1 와 같이， (9a)에서 ‘현재’도 ‘지금’의 時區間을 한갱해 추며， (1 1c)에서 ‘지급쯤’ 이 ‘어 

제’의 어느 일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컨대， ‘지금’은 ‘현재’보다 그 時間의 단위 

가 큰 것이다. ‘현재’는 現時點 n과 거의 일치하는 點的인 개념이라면， ‘지금’은 n의 近方

을 가리키는 區間 개념이다. 

둘째로， ‘지금’， ‘현재’， ‘이 순간’ 등은 서로 그 의마가 연관된 표현들이다. 그러나 다 

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5) a. 지금 이 순간 

b. 씬이 순간 지금 
(16) a. 현재 이 순간 

b. ?이 순간 현재 

큰 단위의 시간 표현이 작은 단위의 시간 표현보다 앞선다는 원칙을 (15"-' 16)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17) 지 금 > 현재 > 순간 
‘지금’이 ‘현재’보다， ‘현채’가 ‘순간’보다 더 큰 단위의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찰라’ 와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18) a. ? 지 금 이 장 라 
b. **이 찰라 지금 

(19) a. ? 현재 이 찰라 
b. *?이 찰라 현재 

‘찬라’가 ‘순간’보다 더 작은 단위의 시간 표현인 것 같다. (18"-'19)는 위의 원칙에 어긋 

나지 않는 애들이겠으나， Cl8a) 와 (l9a) 가 아색한 이유는 아직 모르겠다. 

비교적 긴 時區間을 냐타내는 ‘아 시갔’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타난다. 

(20) a. 지 금 이 시 간 

b. 씬이 시간 지금 

(21) a. 이 시 간 현재 

þ. 현재 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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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b)는 강조척 반복표현으로해석되며， (20b)도 이렌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 시간’과 ‘지 

금’사이에 休止를 두면 (20b)는 자연스려운 표현이 된다. 다만 문제는 (20a)와 (21a)의 차 

이접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지금’은 區間的 개념이고， ‘현재 ’는 點的 개념이라는 차이에 

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하나의 指稱表現으로서 現時點을 基點으로 한 무한시 

구간을 가리키기 매운에 (20a)와 갚은 표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냐 ‘지금’은 無限時區間이지만 ‘시간’아닌 ‘달’ 또는 ‘년’(年)과 같은 時間단위의 

표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1 년을 열두 달로 나눌 수 있고， 한 달을 30 일 또는 31 얼로 

나눌 수 있고， 하루를 24 시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지금’은 時間의 척도가 될 수 없다. 

1 년은 ‘지금’의 몇 배나 혹은 몇 분의 일이 될 수 없다. 아우리 ‘지금’을 보태어도 l 년 

이 될 수 없고， 1 년을 아우리 나누어도 ‘지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과 ‘현재’의 또 하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22) a. 마누라는 지금 시골에 갔다. 

b. 마누라는 현재 시골에 갔다. 

(22a)는 (23 a,b)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23) a. 마누라는 지 금 시 골로 떠 놔다. 

b. 마누라는 시골에 가서 지금 여기 없다. 
그러나 (22b)는 (24a)로는 해석되지 않고， (24b)로만 해석된다. 

(24) a. ?융 마누라는 현재 시 골로 떼 났다. 

b. 마누라는 시골에 가서 현재 여기 없다. 

다시 말하연， ‘지금’은 행동(23a)이나 상태 (23b)와도 부합되는 時間表現이지만 ‘현재’는 

오직 상태 (24b) 와 부합될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차이가 다음의 예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5) a. 그 여자는 지금 마니-스커트를 입었다. 

b. 그 여자는 지금 미니-스커트를 벗었다. 
(26) a. 그 여자는 현재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b. 그 여자는 현재 미니 -스커트를 벗었다. 

(25a)는 行動의 完了를 풋할 수도 있고， 現在의 狀態를 풋할 수도 있다. 반면에， (26a)의 

경우에는 現在의 狀態만을 뭇한다. (25b)와 (26b)의 ‘벗었다’의 경우에도 같은 양상이 나 

타나는 것 같다. 

이 러 한 차이 가 마음과 같은 共起關係에 서 도 나타난다. 

(27) a. 지 금 빙 금 (行動-完了)

b. 지금 현재 (狀顧)

( 28) a. *현재 방금 

b. 션방금 현채 
(29) a. 지 금 공/금방 (行動-計劃)

b. *현재 곧/금방 

‘지금’은 行動이 나 狀態와 관련된 時間表現이기 때문에 (27a,b) , C29a)가 가능하지만， ‘現

在’ 는 오직 狀魔와 관련된 표현일 뿐 行動(完了， 計劃)과 관련된 時間表現이 아니므로 
(28a， b)와 (29b)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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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과 ‘현재’의 차이블 드러내는 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0) a. 1975년 현재 세계 인구는 40억을 돌파하였다. 

b. 서1975 1칸 지금 세계 인구는 40억을 돌파하였다. 

(30a)는 發話時와 상관없이 허 용되 지 만， (30b)는 줬찮꽉가 1975년에 폭함될 때 에 만 허 용휠 

수 있는 표현이 다. 비슷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1) a. 현재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은 내잎이면 사실일 것이다. 

b.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은 내일이면 사실일 것이다. 
(31a)에서는 ‘현재’가 지금 현재일 수도 있겠고 내일 현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3 1b)에서 

는 ‘지금’ 이 오직 말하는 지금 이 때를 가리킬 뿐 내일일 수 없다. 

요약하면， ‘現在’는 일종의 時點인 반면에 ‘지금’은 일종의 時區間이다. 따라서， ‘지금’ 

은 ‘現在’보다 포괄적인 더 큰 단위의 時間 개녕이다. 그러나 ‘지금’이나 ‘現在’는 時間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은 行動이나 狀態와도 부합되지만， ‘現在’는 狀態하고만 부합 

된다. 이것은， ‘지금’은 일종의 無限 時區間으로 그 양극， 곧 최하시점과 최상시점에 의해 

정의될 수도 있고， 그 핵 (n) 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양면성을 며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에는 ‘지금’이 始點과 終點을 요하는 行動 또는 變化와 부합되고， 둬의 경우에는 한 

時點을 中心으로 한 持續的인 狀態와 부합되는 것이다. ‘現在’는 이러한 양면적 해석이 불 

가능하여 하나의 時點으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힘績的 狀態와 부합될 뿐이다. 요컨대， ‘지 

금’은 過去와 未來사이에 끼어든 n￥區間이기도 하지민， 그것은 또한 짧在라는 한 빠-點에 

의해 定義된다는 특정이 앞에 든 國語의 예문에서와 같이 自然言語에서 부각되는 것이다. 

3. 2. ‘지금’과 ‘방금’/‘금방’ 

국어에는 시간 또는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지금’ 이외에 ‘이제 ’ 와 같은 ‘지금’의 

同義語뿐 아니 라 ‘방금，’ ‘금땅’과 같은 표현이 있다. ‘지금’을 이 들과 비교하여 그 共起

!해係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2) a. *방금 1 

b. *금방 t 말하는 이 순간 
C. 지금 l 
d. ? 이 제 ) 

위에 열거한 네 개의 時間副詞 중에서 發話時를 가려키는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 뿐이다. 

(33) 밤금 그방 지금 01 제 

?。

해가 뜨고있다 
• 현재 

。

’‘ ’‘ 
’f ?。 。

을 뜨겠다 

(33)의 도표를 보면， ‘방금’ 은 ‘었 ’ 型에 만 쓰이 고， 現1보進行型에 는 ‘금방’ 이 함께 쓰이 지 

않는다. ‘이제’는 ‘었’쟁과 쓰일 때 표현 이 좀 어색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낀에 고루 

쓰인다. 

이들 時間副詞의 복합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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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님~~그그 금방 지금 

방금 (*) ’‘ ’‘ 
"E그그~그} “ ” (용) ’6 

지금 ?융 (용) 

01 제 (?삿) 

01 제 

(?융) 

(*) 

이들 복합형에서 만복형(‘땅금 방금’， ‘지금 지금’ 따위 )은 펼요없는 반복이기 때문에 제 

외된다. (34)에서 ‘지금’과 가능한 반복형은 (35c) 하나뿐이다. 

(35) a. 방금 이제 

b. 급망 이제 
c. 지금 금방 

d. 이제 빙금/금방 
복합형 외 시 제 와의 共起關係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6) 방금( 01 저1) 금방( 01 저1) (지금)금방 (이제 ) 
방금금방 

x 
* 
?。

x x 다
 

있
 

다
 

다
 
고
 
까
 었
 

었
 
뜨
 돈
 
ι
 

/
1l1lj(1)111 

가
 

해
에
 

。

x 

%. 

과거 

현재 

x 

?。 x 

(37) a. ‘방금’ -過去指向

b. ‘금방’ -非現在指向

c. ‘지 금’ -現在中心

d. ‘이제’ 非過去指向(?)

3. 3. 現在時의 近方

‘지금’과 ‘現在’와의 關係를 좀 더 체계적으로 총정리할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서 ‘지금’ 

은 現，tE時 (n)의 近方임을 밝히겠다. 

J espersen (1924)은 現在時를 現時點 ‘now’와 同一視하여 現tE時制를 定義하고 있 다. ‘now ’ 

는 ‘here’ 라는 空間 개 념 과 대 응되 는 개 념 인 것 이 다. 現隔間 ‘now’는 時間線上의 한 點으로 

서 過去에서 未來를 向하여 항상 움직인다. 도표로 표시하면 (38)과 같다. 

(38) n t' 
-- .-------0--------. ---4 

過去 現時點 未來

現，tEll흉點(n)은 未來， 즉 화살의 방향을 향하여 항상 움직이므로， 지금의 未來가 언젠가는 

現在가 되고 지금의 現在가 안젠기는 過去가 된다. 

이러한 現在時點은 過去와 未來를 나누는 基準點이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39)와 같다. 

(39) 
--)(----• 

과거 n 미래 

(39) 에 의하면 時間의 기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의 종점 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시점이 동시에 미래의 시점이 될 수는 없다. 現tE ll총點은 과거의 H용區間에도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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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겠고， 내일 12시가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이 가리키는 대상은 말하는 

상황에 따라 무수히 달라진다. 그렇다고 ‘지금’의 의미가 여러 가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에 따라그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일종의 時間變項(time-variable)

。l 라고도 할 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냐는 ‘지금’이란 표현을 ‘어떤 지금’， ‘모든 지금’ 

둥으로 풀化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란 표현은 오히려 ‘나’， ‘너’와 같은 하나의 指

稱(indexical)의 表現이 며 그 가리 키 는 대 상은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만 그 총 

괄적 의미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3.4. ‘지금’의 생략 

‘지금’이란 단어는 現在時의 事件， 특히 상황을 말하는 文章과 쓰일 때에 흔히 생략될 

수 있다. 

(42) a. 李군은 (지 금) 앓고 있 다. 

b. 金양은 (지 금) 낮잠 잔다. 

c. 高句馬民는 (지금) 졸고 있을 것이다. 

(42a ， b， c)의 경우에 ‘지금’아 생략되더라도 이들 문장의 意味는 별로 바꾸어지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차이는 있다. C42b)에서 ‘지금’을 생략하면 현재진행뿐 아니라 미래의 추갱， 

습관적 현재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지금’ 이 삽입되면 현재진행으로만 해석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을 생략할 수 없다. 

(43) a. 모든 인 간은 죽는다. 

b. 모든 인간은 지금 줌는다. 

(44) a. 이 여 자는 남자다. 

b. 이 여자는 지금 남자다. 
(45) a. 영자는 결혼했다. 

b. 영자는 지금 결흔했다. 

인간은 불사풀멸의 신이 아닌 이상， (43a)는 참된 사실이겠으나， 모든 인간이 지금 다 죽 

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44a)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연 이 사람이 여자이며 

동시에 남자가 된다든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된다는 풋으로 해석되는데， (44b)는 이 사 

람이 여자이긴 하되 지금 당장은 남자라는 돗으로 해석된다. 가령 연극에서 여자가 남장을 

한 경우와 같다. (45a)의 경우는 (44b)와 같이 영자가 지금 결혼했다는 풋도 되고 기흔이 

라는 돗도 되는데 (45b)의 경우에는 지금 결혼식을 올렸다는 뭇으로만 해석된다. 

(45a ，b)의 경우를 좀 더 분석하면 (45a)는 ‘결혼했다’가 하나의 斷續的인 행동이나 持

續的인 狀龍로 해 석 될 수 있는데 , (45b)의 경 우는 斷續的인 行動으로만 해 석 된다. 이 것을 

근거로， ‘지금’이라는 時間副詞가 持續的인 狀態를 나타내는 동사와 쓰일 때에는 생략될 

수 있는데 斷續的인 行動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에는 생략될 수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과연， (42a ， b，c)와 (43a) , (44a)의 경 우는 持續的인 狀態를 나타내 며 , (43b) , (44b) , (4Sb) 

동은 斷續的언 行動을 나타낸다. 

그러면， 어째서 持續的인 현재의 상태에는 ‘지금’이 생략되어도 意味 變化가 없고， 斷續

的인 行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지금’을 

現在時點 n을 中心으로 한 n의 近方이라는 定義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지금’은 

n의 近方이므로 그 핵심， 곧 現.tf時點 nol 있고， 무한한 양극을 가진 時區間인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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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持續的인 狀況을 언급할 때에는 그것이 時間과도 별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지금’이란 하나의 불필요한 時區間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斷續的인 行動

의 경우에는 ‘지금’을 現在時點에 점근하는 개념으로 축소시켜 생각할 수기 있다 . ‘지금1 

이란 개념이 생생한 대상으로 부상되는 것이다. 곧 斷續的 行動은 영원불변의 현채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과거와 현재가 있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時間 區分點으로서의 現tEß총點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당장’， ‘바로 지금’들과 같은 표현이 持續的 狀態動詞에는 쓰이지 

않고， 斷續的 行動動詞에는 쓰인다는 點도 꼭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5. ‘지금’ 과 ‘조금 전/후’ 

線型的 時間體系에서는 ‘지금’보다 앞산 떼를 過去， ‘지금’보다 나중에 오는 해를 末來

라고 定義할 수 있 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은 表現이 國話에 서 는 콸가능하다. 
(46) 용지금 전에 해가 댔다. 

(47) *지금 후에 해가 뜨겠다. 

‘지금 전’， ‘지금 후’ 대신에 ‘이 전 ’ ， ‘이 후’의 표현을 쓸 수 있디 . 

(48) 이 전에 해가 댔다. 

(49) 이 f후에 해가 뜨겠다. 
l다음에 

‘이 전’은 과거， ‘이 후’는 미래의 어느 시접에 해딩되는 표현이다. 

‘지금’ 의 時區間의 양극점을 나타내는 말로는 ‘조금 전’과 ‘초금 후’가 있다. 지금 또는 

現在를 發話時로 했을 때에， ‘조금 전:은 ‘벙금-’ 과 意、味가 같고， ‘조금 후’는 ‘금방’과 같 

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초금 전’은 ‘빙금’과 같이 過去指向的인 때를 가리키며， 

‘조금 후’ 는 ‘금방’ 과 같이 非現在指向的인 때 를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조금 전’과 ‘방금’ 사이에는 디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50) a. 조금 진까지/부터 

b. 융망금까지/부터 

‘초금 전 ’ 에는 ‘까지’나 ‘부터 ’를 첨가할 수 있는데， ‘방금’ 의 경우에는 이러한 첨가가 불 

가농하다. 李廷政(對話에서)은 ‘초금 전 ’ 과는 달리 ‘벙금’이 副詞로서만 쓰일 뿐 名詞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50)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단순히 統解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옴의 경우를 보면， 여기에도 意味論的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51) a. 션조금 후까지 

b. 조금 후부터 

‘조금 후’는 ‘조금 전’과 통사적으로 같을 터인데， ‘조금 후까지’란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할 문제이다. 

‘지금’의 경우는 ‘조금 전’의 경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표현이 허용된다. 

(52) a. 지금까지 

b. 지금부터 
‘지금까지’와 ‘조금 전까지’는 점 하나(?)의 차이가 있다. 

(53) a. 지금까지 그는 여기에 있었다. 

b. 지금까지 그는 여기에 있다. 

(54) a. 초금 전까지 그는 여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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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흩조금 전까지 그는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는 過去 ‘었’型과도 쓰이고 現在型과도 쓰이지만， ‘조금 전까지’는 過去型과 쓰 

일 뿐 現:tn델에 는 쓰이 지 않는다. 

이 둘은 ‘었었 ’ 쟁에서도 그 차이기-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5) a. ?*지금까지 그는 죄고랑을 갔었다. 

b. 초금 전까지 그는 쇠고랑을 갔었다. 

(53)의 경우와는 달리， ‘지금까지’는 過去 ‘었었’型에는 같이 쓰이지 않는다. 

(53-55)에서 얻어진 접을 종합하면， ‘조금 전’은 ‘지금’의 最下點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것보다 앞선 때를 가리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방금’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지 

금’의 時區問을 벗어난， 즉 ‘지금’의 最下點보다 앞선 혜를 가려키는 것이다. 

‘조금 후’는 ‘금방’과 같이 未來指向일 뿐 아니라 過去 ‘었’型과도 같이 쓰인다. 따략서 

‘조금 후’ 또는 ‘금방’만을 기초로 해서는 ‘지금’의 最上點을 꿇하기가 힘들다. 이와 더풀 

어 ‘지금’의 上界， 곧 未來時區間에 대한 論議가 過去時區間에 대한 것보다 힘들다는 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3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흔히 未來型으로 풀리우 

는 ‘ E 것 ’ 에 대해서 약술함으로써 ‘지금’의 意味分析이 時制 또는 時相 分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例示하는 문제다. 

4. 現在의 推定
지금 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 

각한다. 따라서 , 다음과 같은 말은 非論理的이 라고들 생 각하기 쉽 다. 

(56) 여기，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에 지금 비가 올 것이다. 

그러 나 話者가 신체 가 불구여 서 外界와의 접 촉。1 불가능할 경 우에 는， 즉 그의 認知나 知훌의 

힘이 주위의 상황에 못 미칠 경우에는 (56)과 같은 표현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비가 

온다는 가능성을 認知할 수 없기 때문에 확언할 수가 없고， 오직 推定만이 가능할 뿐이다. 

推定은 認知의 領域 밖의 상황에 대한 言及이다. 예컨대 ， 

(57) a. 여기에 내일 비가 온다. 

b. 여기에 내일 비가 올 것이다. 
(57a)는 話者가 氣훌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서 확언하는 말이요， (57b)는 하나의 推定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있는 사랍도 내일의 時間 속에 일어냐는 사건에 대해서 

는 예지할 수 없을 수 있다. 내일의 상황은 그의 認知의 領域 밖에 있는 것이다. 

未來만이 認쩌의 領域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現在의 世界도 認知할 수 없는 경우가 흔 

하다. 空間的 제약이 그 한 예일 것이다. 

(58) a. 부산에는 지금 비가 온다. 

b. 부산에는 지금 비가 올 것이다. 

話者가 서울에 있으면서 특수 망원경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부산에 비가 오고 있는 사실 

을 알 때에는 (58a) 와 같이 확언을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58b)와 같이 推定의 말을 

하는 것이다. 

‘-2. 것’으로 표현된 상황은 지금의 상황에서 推定된 것이다. 지금 현재 認知할 수 없 

는 상황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推定인 것이다. 認知에는 時間的 제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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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고， 空間的 제약 기타 인간으로서의 모든 제약이 있을 것이다. 

‘-2. 것’은 ‘-었을 것’과는 달리 現在나 未來의 상황에 대한 推定일 수는 있으냐 過去

의 것에 돼한 推定의 표현은 아니다. 

(59) a. *어 제 비 가 올 것 이 다 • 

b. ￥조금 전에 비가 올 것이다. 
c. *방금 비가 올 것이다. 

‘어제’， ‘조금 전’， ‘벙금’ 과 같은 過去時의 表現과는 ‘ -2. 것’이 같이 쓰일 수 없다. 이 

대신에 ‘-었을 것’이란 표현이 스스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다. 

(60) a. 부산에는 지금까지 비가 올 것이다. 

b. 부산에는 지금까지 버기 왔을 것이다. 

이 둘의 차이 는， (60a)의 경 우 지 금도 비 가 오고 있을 가능성 을 含意하고， (60b)의 경 우에 는 

이러한 含意가 반드시 成立하는 것은 아니다. ‘-었을 것’에 대해서는 추후 상론하겠다. 

5. 뿜 듬 

本橋의 論點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線型의 時 f랩을 前提로 할 때， 現在時는 過去u흉와 未來時흘 l훌分하는 基썩E點이 된 

다. 짧話n풍는 하나의 物理的 時웹으로 편의상 時間區分의 꿇:點으로 사용될 뿐， 논리적으로 

는 現tE時와 同一한 갓 。1 아니 다. 

둘째 , ‘지 금’ 은 두 가지 樣相을 따 고 있 다. ‘지 금’ 은 現在時點(n)의 近方(neighborhood)

으로서 하나의 無限時區間을 가리 킬 수도 있고， 過去時區間과 未來時區間의 中間區間으로 

서 하나의 問區間을 가려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의 한 가지 意味가 지난 두 

가지 樣相에 불과하다. 

세 째， ‘지금’의 이 와 같은 兩面性 때문에， ‘지금’은 現在의 持續的 狀態를 가리키는 文

章에도 사용되고， 狀態의 變化를 가리키는 行動 또는 事件과도 부합된다. 

네 째 , 國語時制의 었’ 型이 過去홉!J詞와도 같이 쓰이 고 ‘지 금’ 의 時間副詞와도 같이 쓰 

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閔區閒 속에 過去뼈區間(下界)의 最下點(過去時點)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最下點은 過去이며 동시 에 지금도 되 는 것이다. 

다젓째 ， ‘지금’은 現在를 中心으로 한 그 近方이기도 하지만， 過去와 未來의 前後關係

속에 부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斷續的 行動 또는 變化를 가리키는 文章에서는 생략될 수 

없 다. 이런 경우에 ‘지금’의 생략은 意味 變化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섯째， ‘-2. 것’으로 표현된 상황은 現tE의 時點에서 推定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推定的 發言이 가능한 것은 I방間的 제약만이 認知 또는 9dl賢의 영역을 제 

한하는 것이 아니기 매문이다. 

時댐副詞 또는 기타의 時間表現語를 기초로 하여 時制 또는 時相에 대한 분석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本精는 이러한 경헝:에 호응하여 時間表現語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 금’ 의 意味를 분석 함3로써 國語의 빠制體系를 定立하는 이 흔적 근거 를 모색 하려 는 하 

나의 試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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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cikim ‘now’ in Korean 

Kiyong Lee 

With explicit analysis of the temporal expression cik ι m ‘now ’ in Korean, this paper 

attempts a un퍼ed interpretation of certain tensed sentences in Korean. The expression 

cik im close\y reflects properties of the present time, both dividing and linking the past 

and the future. Taking the present time as a logically indivisible moment of time, the 

expression cik ;m may fìrst be defined as referring to its neighborhood , an indefìnite 

interval of time containing the present moment of time. Because of this durative , discrete 

property of ci화m ， actions and events in volving the process of change and becoming may 

take place at the time of ci싸m ， for their occurrence involves more than two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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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points, of time. 

Closely related to this neighborhood concept of cik im is its property of being a cIosed 

interval having the future time as its upper boundary and the past as its lower boundary, 
and containing both its upper and Iower boundary points. The time cikim thus contains 

a point of time contained in the past, and another point contained in the future. For this 

reason, the past events marked by -IJSS- in Korean may occur at the present time of 

cikim, and so is the case with the -kess- marked future events without any logical 

mcongruíty. 

전북 전주시 덕 진동 664-14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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