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의 가능성과 확실성의 양상표현에 관한 연구 

表 漢 龍

I 

철학자나 논리학자는 양상개 념 (modaJity)을 주로 ‘가능성 (possi bility)’과 

‘필연성 (necessity) ’에 기초를 두고 그 체계를 세우지만1 언어학에서의 이 

두 개념은 다른 양상개념， 예를 들연， 능력， 허가， 금지， 개연성， 확실성， 필 

요성 빛 의우의 개념과 함께， 다양하게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일단 (-團)

의 개념의 한 부분이다 

가능성은 주로 법조동사 MAY와 CAN으로써 나타내고 그외 형용사 

(예， possible, probable, likely 등) 또는 부사 (예， possibly, perhaps, maybe, 

probably)로써도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필연성은 주로 법조동사 MUST로 가 

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의사 법조동사 (pseudo-modal) HA VE TO로도 표현되 

며 , 형 용사 ( 예 , necessary, certam, sure 등 ) 또는 부사 ( 예 , necessarily, certain

ly , surely 등)로써도 나타난다. 

다른 품사로써 보다 법조동사로써의 가능성과 필연성의 표현은 일반적으 

로 기본이라고 여기고 또한 조동사라는 폐쇄 체계의 어휘 범주라는 점에 

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그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써의 표현을 비교하는 

모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개념이 영어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가를 알아 보고 그 표현 간의 의미의 동의성 (synonymy) , 유사성， 또한 유 

사한 표현간의 의미와 화자 (話者)의 의도 (愈圖)의 미묘한 차이 등을 알아 

1 cf. While, Alan R., Modal Thinking, p. 1: Logicians, on lhe oLher hand, usually 
restrict moda\i ty Lo the notions of 7XJssibilityand necessity and, perhaps, any notion defin. 
able in lerms of these . 

., cf. White, op. cit., p. 3 : Il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because the modals are 
among lhe mosl fundamental of a l1 our concepls, lheu‘ analysis can consisl, as some 
grammarians and philosophers have stressed, only in showing their relations lo olher 
concepls and not in revealing some more basic concepts as their consL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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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는 것이다. 

의 미의 평가 방법은 첫째， 두 문장을 병치함으로써 비교하고， 둘째， 환문 

(paraphrase)을 통하여 비교하며， 셋째， 문맥 (context)을 통하고， 마지막으로 

문법성이나 수용성 (acceptabili ty)을 봄으로써 평가한다. 

표기 방법으로셔 대문자는 어휘소 ( lexeme)를 가리키고 소문자는 시제와 

인칭에 따른 어형을 가리킨다. 예를 들연 어휘소 MAY는 현재형인 may와 

과거형인 might으로 표기한다. 

II 

법조동사로써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MAY로써이다. 

(1) 1 may come tomorrow (but 1 am not sure yet). (Coates: 134) 

위의 MAY는 인지적 ( epistemic)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명제인 ‘I 

come tomorrow’에 대한 ‘자신 부족 (lack of confidence) ’을 가리키며， 명제가 

사실이 될 가능성은 50 대 50, 즉 반반 (半半)이라고 Coates는 주장한다 3 

그러나 MAY의 의미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반반의 실현 가능성을 나타낸다 

고 보는 컷은 언어 사용의 깊은 의의 (implication)와 책략 (strategy) 의 면을 

도외시한 것이다. 다음 (2)와 (3) 의 예문을 보면 may는 각각 ‘자신감의 부족 

( lack of confidence)’과 화자의 청자(聽者)에 대한 ‘권고’의 개념을 나타낸다 

(2) “1 may be a few minutes late, but don’t know." (Coates: 132) 

(3) 1 am afraid this is the bank’s fina l word. 1 teU you this so that you may 

make arrangements elsewhere if you are able to. (op. cit. ) 

위 (2) 의 may의 화지-는 명제가 나타내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얀 지려 

는 태도를 말한다. 그컷은 “ .. . but don ’t know." 에서도 알 수 있다. (3) 에서 

는 ‘1 am afraid’와 ‘the bank’s fina l word’에서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듯이 

‘권고’ 내 지 ‘위협’을 나타낸다 

다음 (4)에서 사용된 may는 ‘자신의 부족’을 표면적으로는 나타내 겠지만 

오히려 청자에 대한 ‘겸손’을 나타낸다 

3 MAY의 가능성이 50 대 50이라는 것은 Lowell J30uma (1975) 의 주장이기도 
한데， 그는 법조콩사의 체계를 개연성의 연속 (probabi lity continuum) 선싱애서 추정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예로서 MAY는 50 대 50, should은 그보다 약간 높고 must 
은 확실성에 가깜다고 한다. 

4 Coates은 이 may를 근원적 가능성 (root possibili ty)으로 분류하여 (2) 의 인지 

적 가능성과 구별한다 (op. αt.) 



영어의 가능성과 확실성의 양상표현에 관한 연구 509 

(4) B: Have you got a pen? I’llleave a message. 

A : 1 may have one.5 (Coates: 133) 

이를 Coates 자신이 환문 (paraphrase)한 대 로， 

lt’s possible tha t r have one, 

한 것보다， 

I thi비{ 1 have one, 

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위의 네 예문에서 보듯이 MAY의 가능성은 ‘외부의 사정 또는 힘’에 의하 

여 어떤 일 이 일어날 가능성이 였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4) 의 may가 나타 

내는 겸손의 개념도 결국 주변의 상황- 연펄이 우연히 있다는-을 암시한 

다는 점에서 외부의 상황6을 기리킨다. 

MAY의 현재 시제형인 may와 과거 시제형인 might은 같은 가능성을 나 

타내어도 전자는 개연성 (likelihood) 에 더 가깝고， 후자는 의심 (doubt) 에 가 

까워서 의미의 현격한 차이가 난다. 다음 Updike의 소설의 예문을 보자. 

(5) H: “ This man wouldn’t come for you, if you were divorced?" 

W : “Abs이utely not." This may have been the truth, but her blood raced 

as if it were a Iie. 

H: “Why don’t you tell me his name?" 

W: “ Y ou might use it against me."7 

위 예문에서 ‘This may have been the truth'를 흰-문하면， 

J 이 대화는 전화 회화 (telephone conversation)가 분명한데 왜 먼저 말한 사람 
은 B로 하고 나중 말한 사람을 A로 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원문에는 억양， 

음절 단위와 종결 표지 등이 있으나 필자논 문액상 알 수 있어 생략하고 정상적 
쓰기체로 한다. 

6 법조동사 MAY의 의미의 역 사적 발전을 보연 원래 OE부터 ‘육체적 능력 

(명사 migh t을 보라)’을 나타내는 동사였는데 그 능력 이 외부로부터의 힘 또는 신 

(神)의 의지에 의하여 가능한 사실을 가리키게 되었다. MAY가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게 깊은 뜻은 없지만 화자의 자신 부족 또는 겸손을 나타내는 것은 외부의 사 

정에 의한 가능성을 잘 암시한다. (c. f. I J 、~} i휠 : 英語iHjl폐」혜!7) 發j좋 ， liff쪼社 
1969 pp. 156- 198) 

7 이 passage에 대하여 그 앞뒤 관계를 말하여야 may와 might의 의미의 차이 
를 잘 얄 수 있다 John Updike의 MarryMe 라는 소설에서 인용한 것으로 H는 남 
편 (Husband) ， W는 부인(Wife )을 가리킨다. 세속적 인 성공은 했으나 부부 간에는 

애정이 없어진 남편이 부인의 애인 (this man을 가리컴)에 관해서 뭉는 장면이다 



510 표 한 용
 

It is possible that this was the truth, 

로써 ‘사실 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또 ‘Y ou might use it against me' 

를 환문하여 보면， 

It is not impossible that you would use it against me, 

로 할 수 있어 화자의 의구심-일종의 가정이지만-을 잘 냐타낸다. 하여 

간 위 예문의 may와 might은 그 환문이 보여 주는 대로 형용사 (possible )를 

포함하는 구문이 나타내 주지 못하는 뉴앙스를 간결하게 잘 표현한다. 

다음 ( 6 ) 의 may는 비록 가능성은 나타내지만 그 의미는 ‘양보’이며 영 제 

가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6) ‘I may not be as strong as 1 think,’ the old man said. ‘But 1 know many 

tricks and I have resolutions. (Hemingway : The Old Man and the Sea). 

위의 ‘1 may not be as strong as 1 thi띠〈’를 환언해 보면， 

‘AJthough 1 am not as strong as 1 think,’ 

로 하여 양보절로 할 수 있다. 

법조동사 MAY를 포함하는 문장들을 환문하여 볼 때 단순히 ‘It is possible 

that- 절’의 구문으로만 나다낼 수 없는 ‘자신 부족，’ ‘권고，’ ‘위협 ，’ ‘ 겸손，’ 

‘끼연성，’ ‘의구심，’ ‘양보’ 등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셔 나타낸다. 

‘가능성’의 법조동사 표현은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CAN을 사용하는데， 

원래 OE에서 ‘know how to ~ ’를 의미했던 동사가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 

성)’과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의심 (기-능성의 의문)’을 표현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이다. 

(7) He may be in his office. 

He can't be in his offi ce. 

He can hardly be in his office. 

1 doubt if he can be in his office. 

CPa lmer 1979 : 26 - 7) 

위의 예문 중에서 첫째 것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둘째의 것은 그 부정인 

‘플가능’을 can't로써 나타냄을 보여 준다. 세 번째 문장은 ‘반 부정 (semi-neg

at ive)’을， 네번째는 ‘의 미 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정 (some degree of negation 

semantically CPalmer, 1979 : 26 )) ’을 표현한다. 정도의 강약에 불구하고 

MAY의 가능성의 부정은 CAN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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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나타내는 법조동사의 의문문의 예는， 

(8) She was staring at an aJarm c10ck on the table. 

“ It can’t be f our-thirty !" (Trurnan Capote: Breakfast at Tif fany) 

로서， 따옴표 안의 문장을 환문해 보면， 

It is impossible that it is four-thirty ! 또는 

lt is impossible for illo be four-thirty ! 

로 전자의 환문은 문어체(文語體)로써 표현한 것이고 후자의 것은 lo-부정사 

구문을 사용한 환문인데 용법이 수용성 (acceptability) 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하여간 이 두 환문이 구어 (口語)로서의 간결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법조동사 MAY , CAN 이외에 형용사로써 가능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셔 

‘It is possible f or - to -부정 사’와 It is possible that - indicative ( 직 설 법 의 동사)’ 

의 구문이 있다 다음 두 예문의 의미를 비교해 보자. 

(9) II is sli ll possible for us to go to California. (White: 17) - Nothing is nec 

essary yet. 

(1 0) Il is still possible tha t we sha ll go to California . (ibid.) - Nothing is cer 

tam yct. 

위의 예문을 말하게 된 상황을 우리말로 말해 보면 각각 (9 ' )와 (10' )와 

같지 않을까 한다. 

(9' ) 우리가 캘 리포니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는 것은 결코 아니 

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고자 한다면 갈 수는 있다). 

(10' ) 우리기- 캘리포니아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있다. (그래서 가 

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모르겠다) . 

즉 (9) 의 의미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10) 의 의미는 사실이 가 

능하다는 말이다 While은 이 두 구문의 의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의 

차이점에 있다고 한다. 

To say that it is possible for X to V - where ‘V’ is a variable f or any verb -

is lo stress the actual existence of a possibility, that is, what possibility actually ex

ists; whereas to say that it is possible that X Vs is to stress the possible existence 

of an actuality, that is, what actuality possibly exists. ( 이 태 릭 체 필자의 것 ) 

(Wh ile : pp.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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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자는 가능성 이 존재한다는 것 이고， 후자는 사실이 가능하다는 것이 

므로 가능성을 강조하는냐 또는 사실을 강조하느냐의 차이 이다. 다음 (11) 

과 (12) 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11) How is it possible for him to know it? (White : 10) 

(12) How is it possible that he knows it? 

두 문장을 법조동사를 사용한 구문으로 바꿔 보면 둘 다， 

(13) How can he know it? 

으로 할 수 있어도 (11)은 가능성을 강조하므로 ‘그가 알고 있지 못 하다’ 

는 것을 전제로 하며， (1 2)는 실제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그가 알고 있다’라 

는 것이 더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13) 의 문장은 두 의미가 있는 애매한 

(ambiguous) 문장이다 

부사로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perhaps, maybe, possibly가 있으며， 명 

제의 실현 가능성 이 더 높은 것 즉 개 연성(蓋然性)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likely (형용사와 부시-로서)， probably기- 있다. 

그 중에서 perhaps와 maybe는 동족어 (cognate ) 인 형용사가 없어서 poSS1-

bly, probably, likely와는 탈리 그 동족어를 써서 다른 구문으로 환문할 수 없 

다. 예를 들연 다음(1 4 ) 의 문장은 possibly의 동족어 인 형용시 possible을 사 

용한 (14 ' )의 다른 구문 표현이 있을 수 있으며， probably가 있는 (15)는 형 

용사 probable이 있는 (15' )로， (1 6) 의 부사 like ly가 있는 문장은 형용사 

like ly가 있는 (16' )료 바꿔 표현할 수 있다. 

(14) Possibly he smokes a pipe. (Greenba um: 149) 

(1ψ ) That he smokes a pipe is possible.8 

( 15) Probahly she wiU become a primadonna. 

(15' ) It is probahle that she will become a primadonna. 

(16) Quite likely we a re now at the very top of the investment boom. 

(Greenbaum: 110) 

(1 6' ) 1t is quite likely that we are a t the very top of the investment boom. 

반띤 명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심 (a degree of doubt) ’을 나타내는 per 

ha ps 또는 maybe를 포함하는 다음 (17) 의 a와 b의 예문은 c에서와 같이 법 

조동사 may를 사용한 문장으로 환문하여도 의미가 같다. 

" (14) 의 운장은 ‘IL is possible for him Lo smoke a pipe’로 환문할 수도 있다. 그 

런 경우-에는 ‘He can smoke a pi pe’의 의미가 되어 ‘He may smoke a pipe’로 되어야 

할 (14' )의 문장과는 의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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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Perhaps ì 
this is a dead-end street. 

~ Ma;&e ) 
This may be a dead-end street. 

그러나 perhaps, maybe, probably는 문장 맨 앞에 오지 않고 문장 내의 ‘정 

보 초점 (information point) ’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치를 자유로 이동할 수 있 

다. 예를 들연， 

(18) Sir Alec Douglas Home went to an upstairs committee room to face the 

Tory back- benchers' 1922 Committee - and received JX?Thaps his most 

rousing ovation. (Greenba띠n: 194) 

(1 9) Mr. Fisher said it was prφably true that both countries consider these 

(sic) aircraft to be outdated. (Greenbaum: 195) 

또한 이 부사들은 디른 이접(般接-disjunctive)부새 를 수식할 수 있다. 

(20) Yet he feels, probably correctly , that to have other Arab troops in Jordan 

would mean the end of monarchy. 

(21) Perhaps inevitably its main function has become that of a Civil Service 

middleman between the service departments and the aircraft industry .. . 

(Greenbaum: 124). 

이접사 perhaps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구어 (口語)에서만 쓰이 

는 maybelO는 perhaps 또는 possibly와 같이 일개의 부사로서만 사용된다는 

9 이 접 부사라 함은 부사를 의미와 기능상으로 분류할 때 그것이 수식하는 문 

장의 내용에 대하여 태도， 평가， 확실성， 또는 의심을 냐타내는 부사를 말한다 여l 
를 들면 다음 예문의 BTiefly와 pr뼈b/y가 이에 속하며 단순히 이접사(disjunct) 라고 

도 한다 
BTiefly, lndia faces famine. 
He’dpr얘ab/y enjoy it 

또한 연결사 (conjunct)라는 것은 먼저의 언급과 어떤 관계를 말해 주는 부사로서， 
다음 However 와 같은 것 이다. 

예 ， However‘, the analogy is helpf비. 

그외 부가사 (adjunct)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 안에 통합될 수 있는 부사로서 다른 

부사와 대조 · 병 치가 가능하다. 
예 , They are waiting outside, not inside. 

cf. Greenbaum p.15 ff. 
10 maybe가 어 원적으로 It may be의 축소형 인지 또는 불어 peut - êtTe의 차용번 

역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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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에 서 비슷한 의 미가 있는 could be와 대조가 되는데 could be는 다음 (22) 

에서와 같이 독립된 문장으로서， 혹은 다음(23)에서와 같이 상위문 (superor

dinate sentence )으로서 사용된다. 

(22) Does he smoke a pipe? Could be. 

(23) Could be he smokes a pipe. (Greenbaum : 109) 

그러나 이접사로서의 사용은 다음에서와 같이 불가하다. 

* He could be smokes a pipe. 

* He smokes a pipe, could be. 

반면 maybe는 문두나 문중 (文中)이나 흑은 문말 (文末)에 이접사로셔의 

위치가 다음 (24) 예문에서와 같이 다양히-다. 

(24) M a)Úe he smokes a pipe. 

He ma찌"Je smokes a pipe. 

He smokes a pipe, ma)Úe. 

이접사 possibly는 지금까지 말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이정사 perhaps, 

maybe, likely, proba bly 보다 용법이 더 디양하여 구어에서나 문어에서나 흔 

히 사용될 뿐 아니 라 CAN이 나타내는 ‘능력’이나 ‘가능성’의 의미를 강죠하 

면서 다음 (25)에서와 같이 문장에 서 여러 위치를 차지한다. 

(25) Possibly, they can’t leave early. 

They '[XJssibly can’t leave early. 

They can possibly leave early. 

They can't leave early '[XJssibly ." (Greenbaum : 156) 

가능성을 나타내는 어휘 중 possible (또는 possibly, possibility) 이 명 제가 참 

이 될 기-능성 이 기-장 희박하고， probable이 확률이 더 높고， 그보다도 likely 

가 더욱 높겠지만 의문문에서는 다음 (26) 에 서와 같이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이 단지 영제에 대한 인지( t，낌、1 1 ) 의 정도를 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6) Will they '[XJssibly leave early? 

Will they probably leave early? 

” 이 접사 conceivably도 기 능성의 강조어로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 ‘가 

능성 ’이 인지( ~忍9;U) 에 관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예 , They can’l conceivably leav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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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likely that they wiJl leave early? 

Do you think that they willleave early? 

m 

‘확실성’ 또는 ‘필연성’의 양상개념은 법조동사 MUST와， 좀 덜 확실한 의 

미는 should로써 나타내며， 형용사는 certam, sure 등이 있고， 부사는 certam 

ly, surely, assuredly, definitely 등이 있다. 그 중에 서 must가 구어로서냐 문어 

로서나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객관적 12으로 사용된다. 다음 (1)의 각 

예문을 보자. 

(1) a. The garage was there, and she noted that both cars were in it : two 

Chevrolet sedans, Wh ich (sic) meant they must be home. (Truman Ca 

pote: In Cold Blood) 

b. His teeth were still chattering but his forehead, when 1 felt it, was hot 

and clammy. He said ‘1 must ha ve a tempe,ature.’ 

(Coates: 41) 

c. All the X - rays showed absolutely negative. There was nothing wrong, 

so it must be just tension, 1 suppose. (Palmer 1979: 44) 

위의 must가 사용된 각 문장 앞에는 ‘인지의 사실 (known facts) ’이 있다. 

즉， a에서 ‘The garage was there ... two Chevrolet sedans’의 전문 (前文)이 

‘They must be home'의 추정 (inf erence )의 근거가 되며， b에서는 ‘His teeth 

were .. . hot and clammy' 의 상황 이 ‘1 must have a temperature’의 근 거 가 되 며 , 

c에 서 는 ‘A ll the X - rays . .. nothing wrong’ 의 설 명 이 ‘so it must be just ten 

slon，’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같은 ‘확실성 ’을 나타내어도 양상 부사 surely나 certainly의 의미는 

좀 더 주관적이다. 즉 surely나 certain ly를 사용한 문장은 화자의 ‘확신 (con

fidence)’ 또는 ‘관여 (commitment) ’ 13를 보통 나타낸다. 즉， surely 와 ceπ킹nly는 

화자가 말한 것에 대한 현재의 확신을 나타내는데 다음 (2)의 예문을 보면， 

(2) a . Surely it has rained. 

" ‘객관적’이라는 것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끈거가 있다는 뜻이다. 
13 ‘관여’는 화자가 말한 것에 대한 주관적 확실성을 말하는데 자기의 말에 대 

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corrumtment로 한 것이다. 
cf. Palmer 1986 p. 64: MUST does not have the same kind of meaning as the 

adverbs certainly, definitely eLc., which are indicaLions simply of Lhe speaker’s conIidence 
or comm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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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ertainly it has ra ined. 

위 문장은 동족어 형용사로 환문하면 각각， 

(3) a. 1 am sure that it has ra ined. 

b. 1 am certain that it has ra ined. 

용 

로 환문할 수 있다. 여기서 보문절 ( complement clause) ‘it has rained’의 발생 

시간은 주절 ‘1 am sure (certain) ’의 때보다 먼저 얼어난 것으로서 애매하지 

않으나， 보문절이 to -부정사의 경우는 그 보문이 나타내는 명제의 발생이 

나 상태의 때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즉 그 때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여 

현재 말을 하였으면 같은 현재를 가리 키는 것 인지 또는 장차 얼어날 것을 

가리 키는지 알 수 없다. 다음 (4) 의 예문을 보자 

(4) a . He is sure to smoke a pipe. 

b. He is certain to smoke a pipe. 

위의 a , b는 각각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셔 시간이 일 

치하는 (5) 의 a , b와 종속절의 때가 미래를 가리키는 (6)의 a , b로 환문할 

수 있다. 

(5) a . I a m sure tha t he smokes a pipe. 

b. 1 a m certa in thaL he smokes a pipe. 

(6) a .1 am sure LhaL he will smoke a pipe. 

b. 1 a m certain that he will smoke a pipe.14 

위 (4) 의 to -부정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시긴의 애매성은 법조동사 

MUST가 있는 분장의 명확성과는 대조기- 된다. 

(7) She looked aL Lhe snow. BuL it must have been snowing a ll day. It could 

not have just started . (T. CapoLe : Master Mysery) 

위 의 ‘BuL iL must have been snowing a ll day'를 환문하면， 

‘BuL she was cerLa in that it had been snowing a ll day.’ 

" 그러나 이러한 에 uJl생은 다음 예와 같이 띠 - 부정사를 시제화 (11폐ìl]化)함으 
로써 영획하게 할 수 있다 (cl’ . Greenbau l11 ’ 97) ‘ 

He is sure lo have smoked a pipe. 
= Surely he has smoked a pipe. 
He is certa in to be about to smoke a pipe 
=Certa inly hp is about to sl110ke a pipe. 



영어의 가능성과 확실성의 양상표현에 관한 연구 517 

로 하여 종속절의 사건의 시간이 주절의 시제보다 전(前)이라는 것을 명확 

히 말해 준다. 

이 접사 surely, certainly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관여 (commitment) 즉 주관 

적 인 확신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bviously， apparently와 같은 부사는 확신 

의 근거를 객관적 사실 (must의 확실성파 비교하라)로서는 아닐지라도 정신 

적 지각 (mental perception )으로는 나타낸다. 다음 ( 8 ) 의 예문을 보라. 

(8) 01πJiously， nobody expected us to be here today. (Quirk et al. : 513) 

위의 예문의 Obviously는 비록 화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 하였어 

도 지각에 근거히-여 자기의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이 문장도 화자의 판단 

의 때와 종속절이 나타내는 명제의 때가 다음 a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b와 같이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a. It is obvious that nobody expected us to be here today. 

b. rt ψas obvious that nobody expected us to be here today . 

그러나 문장의 시제가 현재이면 지각적 판단의 시간과 명제가 나타내는 

상태의 시제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다음 (9)의 문장은 (9 ' )의 문장으로만 환 
문한다. 

(9) Methadone apparently induces high tolerance to heroin. (Green 

baum: 190) 

(9 ' ) It is apparent tha t Methadone induces high tolerance to heroin. 

위의 이접 부사 즉 명제에 대하여 진리가 (truth - value ) 에 대한 확신 (be

lief)을 냐타내는 certainly, surely, obviously, apparently 등은 다른 태도를 표 

현하는 부사- 예를 들변 tragically, fortunately, 때sely， oddly, rightly- 와는 

다른 의미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것은 통사척 조작으로도 잘 나타냐는데 

전자의 부사류는 ‘추정 (putative)’의 의미를 나타내어 같은 추정의 의미를 

갖는 should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함께 사용하면 이 sho비d는 ‘추정 ’ 

이 아니라 ‘의무’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확신 (belief)을 나타내는 이접 부사 

는 이미 ‘확실성’을 내포(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며， 후자는 추정의 should가 

추가 되면 오히려 그 부사의 의외성 (意外性)의 의미를 더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 (10) 의 Certainly, Obviously가 있는 문장은 should를 더하면 그것이 ‘의 

무’의 의미가 된다. 

(10) Certainly, ì 
I he is behaving well. 

Obviously,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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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Certainly, ì 
I he should be behaving wel l. 

Obviously, J 

그러나 다음 (1 1) 에서는 should를 더해도 의미가 동일하다. 

(11) Fortunately, ~ 
I he is behaving wel l. 

Wisely, 

= Fortunately, 、I he should be behaving welJ. 
Wisely, 

W 

영 어에서 ‘가능성’의 표현은 법조동사 MAY와 CAN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또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다. 보편적이라 함은 구어체로서나 문어체로서냐 

흔히 사용된다는 뜻이고 적절하다는 것은 문액과 발화(發話) 환경 에 따라서 

‘자신의 부족’， ‘권고’， ‘겸손한 태도’， ‘개 연성 (蓋然性)’， ‘의구심 (doubt) ’, ‘양 

보’ 등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다 CAN은 가능성의 부정 (否定)과 의 

문을 나타내는 데만 사용된다. 이 두 법조동사의 과거형 might와 could은 

‘가능성’의 표현을 더 섬세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possible, probable, likely 등은 보문 (comple

ment sentence ) 에 대한 상위문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 보문이 that 절 

얼 경우에는 사실 (actuality)을 강조하고， for - to- 부정사 구문이면 가능성 

을 강조한다. 

‘가능성 ’을 표현하는 이정 부사 (이접사)인 possibly, probably, likely, per 

haps, maybe 등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양상개념 (modality )을 

표현하는 부사류이며， 문두 (文頭)나 문말(文末) 뿐 아니라 정보 초점 (inf or 

mation point) 에 따라 문장의 다양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동족어인 형용사 

보다 이동성 (移動性)이 다양하다. 

‘펄연성’과 ‘확실성’의 의미의 차이에 대하여 명제에 대한 논리적 인 귀 결을 

말하면 전자이고， 화자의 확신의 태도를 나타내 띤 후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필연성’ 또는 ‘확실성’을 가장 껴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조동사 MUST로 

향상 화자의 추정 (inference ) 의 근거를 문맥으로써 갖고 있는 것이 특칭이다. 

‘확실성 ’을 나타내는 형용사 certam, sure 등도 상위문의 구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의 형용사 possible, probable의 경우와 같디. 

‘확실성’을 나타내는 이첩사인 certal미y， surely 등은 법조동사 MUST를 사 

용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이지만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명확히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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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른 그룹의 이접사인 obviously, evidentJy, apparentJy 등은 명제에 대 

한 평가의 근거가 ‘정신적 지각’에 의존하며 ‘추정 (putative )’의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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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odal Expressions of 
Possibility and Certainty 

Han-young Pyo 

The modal auxiliaries MA Y and CAN f or the notion of possibility on the one 

hand, and MUST for tha t of certainty or necessity on the other, are the most 

fundamental of the modal expressions. The speaker uses the present or past 

tense forms of MA Y, CAN and MUST in the context in which he wants to ex 

press his attitude about the degree of the truth-value of what he is saying (prop

osition). 

Versa Lile, eiLher in the expression of meaning or in its posiLion in the sentence, 
are such disjunctive adverbs as POSSIBLY, PROBABLY, PERHAPS, and 

MAYBE. They are used not only as super-ordinate forms modifying a whole 

sentence, but as modifierers of the information point of the sentence. 

LasL!y such adjectives as POSSIBLE, PROBABLE, CERT AIN, and SURE 

are, more or less, modal expressions suitable for more formal speech or writing 

than the modal adverb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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