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상 부사의 쌍대성 (duality) 에 관한 연구 

- ‘이미’와 ‘ 아직’을 중심으로 

임 서 현·이 정 민 

1 . 서 론 

이 논문은 Löbner( 1987)가 독일어의 schon과 noch의 분석에 일반 양화사 

(generalized quantifier) 이론(이정민 1999a 참조)을 이용해 밝힌 쌍대 (dua])관 

계를 한국어의 ‘이미‘와 ‘아직’에서도 밝히려는 시도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미’와 ‘아직’을 상(as야ct)적 관점에서 완료상(perfect)과 미완료상(jmperfect)으 

로 규정하여 왔으나 상 부사(aspectual adverb)와 동사의 상 자체와의 관계가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이 두 부사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어 상 부사 ‘이미’와 ‘아직’을 양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일반화된 설명을 시도하며 그 결과로 이 틀이 쌍대 관계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한다 

이 부사들과 영어의 already와 still, 불어의 déjd와 encore와 같이 여러 언어 

에서 대응하는 부사 쌍들은 위상(位相， phase)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Löbner는 

일반 양화사 이론을 확대하여 독일어의 schon과 noch를 위상양화(phase

quantification) 표현으로 보고， 영어의 some과 every의 쌍대 관계를 이 부사들 

에도 적용하였다. 한국어의 부사 쌍 ‘이미’와 ‘아직’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다만， ‘이미’와 비슷한 의미의 ‘벌써’가 있고， ‘아직’이라 

는 부사도 특수조사 ‘-은，’ ‘ 도’가 결합하여 ‘아직도，’ ‘아직은’으로 활용되며， ‘여 

태，’ ‘여태껏，’ ‘이제까지’ 등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 유사한 단어들이 다양 

하게 존재하므로 우리는 이들 사이의 가능한 쌍대 관계를 밝히려고 한다. ‘이 

미’와 ‘아직’은 진리 조건적 (truth -conclitional)의미에서 쌍대 관계를 갖는 것으 

로 파악하며， 나머지 ‘벌써’나 ‘아직도，’ ‘아직은’은 화용론적 (pragmatic) 의미가 

더해진 것으로 화자의 태도가 더 개입된 것으로 본다 ‘벌써’와 ‘아직은’이 쌍대 

관계에 있으며， ‘아직도’는 또 다른 부사 ‘드디어’와 쌍대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인 쌍대 관계인 영어의 every와 

some을 예로 들어 쌍대성 (duality) 개념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쌍대성 가설에 

입각해 독일어의 schon과 noch를 쌍대로 설정한 Löbner의 쌍대성 가설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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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쌓대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전제 (presupposition) 개념을 도입 

한다 전제되는 상황이 평가 시점 (eva1uation tirne)을 기준으로 바뀌는지의 여 

부가 쌍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의 상적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상적 특성의 분석을 토대로 이 부사들의 진 

리조건을 설정하고， 존재 양화사(existentia1 quantifier)와 전칭 양화사(unìversa1 

quantifier)의 관점으로 양화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미’와 ‘아직 ’의 유의어들로 

‘벌써，’ ‘아직도，’ ‘아직은’의 의미 차이를 규명한다. 그 결과에 따라 이들 각각의 

쌍대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여태’도 같은 부류로 취급해야 할 것으로 보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 

고， 특수조사 ‘-은，’ ‘-도’가 ‘아직’에 결합하여 변화된 의미 차이와 그에 따른 가 

능한 쌍대 관계를 밝히는 데에 힘쓸 것이다. 

2. 쌍대성 (duality)과 그 적용 

2.1 쌍대성의 개념 

양화사(quantifier)의 부정은 외적 부정 (extemal negation)과 내적 부정 

(intema1 negation)으로 나띈다. 영어에서는 내적 부정은 동사구의 부정으로 실 

현되고， 외적 부정은 보통 명사구 앞에 not을 부가하여 이루어진다. 다음 두 문 

장을 가지고 부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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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의 각 문장에 대해 동사구를 부정한 내적 부정의 형식이다. 

(1) Every man c1idn’t come to the party. 

(every가 넓은 영향권인 해석일 때) 

(2) Some men c1idn’t come to the party 

다음은 명사구에 not을 부가한 외적 부정의 형식이다 

(1") Not every man came to the party 

여 Some men c1idn ’t come to the party 

(2") Not a man came to the 탱따r. 

양 Every man c1idn’t come to the party. 

(every가 넓은 영향권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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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교를 살펴보면 다음의 관계가 술어 P(P: x come to the party)에 대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3) - (every man P) •• some men (-P) 

- (some men P) •• every man (-P) 

위와 같이 euery man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외적 부정은 some men을 포함 
하는 문장의 내적 부정과 동치이다. 이렇게 관계되는 두 낱말을 각각 포함한 

문장에서 어떤 문장의 외적 부정이 다른 문장의 내적 부정과 같을 때 이 두 낱 

말을 쌍대 관계에 있다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명사구 euery mα1은 위의 정의 

에 따라 some men과 쌍대 관계에 있다. 
위의 쌍대 정의를 형식화하연 다음과 같다. 

(4) DuaINeg (Q) " ExtNeg (IntNeg (Q)) (류병 래 1993 참조) 

" IntNeg (ExtNeg (Q)) 

물론 쌍대부정은 부정을 두 번 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부정한 명제를 다시 부정 

하는 이중부정과는 다른 것으로 이들의 차이를 형식적으로 보이면 이중부정은 

-(-P)이고， 쌍대부정은 -(P-) 혹은 ((-P-))이다 

l 본문에 사용한 영어 문장을 예로 이중부정과 쌍대부정의 차이를 설명하연 다음 
과 같다 

(1) Every man came to the party 

이중부정은 외적 부정을 두 번 한 것으로 ( 1)을 이중부정하면 다시 그 문장이 된다‘ 

(1 ’) It is not the case that not every man came to the party. 
섭 Every man came to the party 

이에 반해 쌍대부정은 똑같은 문장이 될 수 없다 (1)을 짱대부정하면 다음과 같다. 

(1 ") It is not the case that every man clidn’t come to the party. 

읍 Some men came to the party 

하지만 ‘]ohn’과 같이 자체쌍대(se]f-duaI)인 경우에는 쌍대부정과 이중부정은 똑같 
이 자신이 된다， 

(2) ]ohn came to the party 

물론 (2)의 이중부정은 다시 (2)가 된다 반면 쌍대부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2’) It is not the case that ]ohn clidn’t come to the party 

읍 John came to the party. 

결국 이중부정과 쌍대부정은 다르지만 한정 영사구처럼 자체쌍대인 경우에는 특별 

히 이중부정과 쌍대부정이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일반적인 형식적 정의는 이정민0999a)과 Barwise & C∞per(198l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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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일어 부사 쌍 schon과 noch어| 대한 Löbner의 썽대 개념 적용 

앞 절에서 일반 양화사 이론에서 정의된 쌍대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 

한 쌍대성의 개념은 일부 상 부사에도 적용 가능하다. Löbner(1987)는 독일어 

상 부사 schon과 noch가 쌍대 관계임을 밝힘으로써 쌍대 개념의 적용을 시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제 개념을 도입하였다. 

(5) '. das Licht ist an. 

the light is on 

L. das Licht ist schon an. 

the light is already on. 

(5 ，)이 평가 시점 μ에 대한 상황 진술에 그치는 반면 (5L)은 평가 시점 이전 

의 어느 시점에 단순 진술 φs Licht ist an이 거짓이었음을 전제한다(Löbner 

1987). 이처럽 그는 평가 시점(μ) 이전의 어떤 시점에 전제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의 변화 유무에 따라 쌍대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에 따 

른 진리조건은 다음과 같다. μ는 평가 시점 (evaluation time)이며， p는 명제 

(proposition)를 말한다 

(6) schon{te, p)과 noch nicht(te, p)의 진리조건 

a. schon(te, p)과 noch nicht( te, p)는 평가 시점(μ) 이전에 not-p의 상 

황이 있었고 μ까지 not-p 상황과 p 상황 사이에 변화가 기껏해야 

한 번 있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b. (a)를 만족하고 p(μ)가 참이면， 그리고 그 경우에만(이하 ‘~변만’) 

p(te)가 schon(te, p)은 참， noch nichtCte, p)는 거 짓 
c. (a)를 만족하고 p(띠가 거짓이연만 schon(te, p)은 거짓 ， noch nicht 

(μ， p)는 참. 

schon(te, p), noch nichtCte, p)의 참， 거 짓 은 μ까지 not-p의 상황에 서 p 상황으 

로 바뀌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not-p 상황에서 p 상황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평가 시점에 p 상황이 지속되연， 그리고 그때에만 schon(te, p)은 참이 

고 noch nicht(te, p)는 거짓이다 

(7) noch(te , p)와 nicht mehr(te, p)의 진리조건 

a. noch(te, p)와 nicht mehr(te, p)는 평가 시점 이전에 p의 상황이 있 

었고 평가 시점까지 not- p 상황과 p 상황 사이에 변화가 기껏해야 

한 번 있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b. (a)를 만족하고 p(μ)가 참이연만 noch(te, p)는 참， nicht mehr{te, p) 

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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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를 만족하고 p(te)가 거짓이면만 noch(te, p)는 거짓 ， nicht mehr 

(te, p)는 참. 

noch(te, p)와 nicht ηlehr(te， p)는 평가 시점 이전의 어떤 시점에 p가 참이었음 

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전제하에 noch(te, p)는 그 시점 이후로 p가 창이었고， 평 

가 시점에도 참임을 나타낸다. 반면 nicht mehr(te, p)는 평가 시점에 p가 거짓 

이변， 그리고 그때에만 참이다. 위에서 보인 진리조건들을 만족하는 schon의 쌍 

대 그룹을 다음의 그림으로 보일 수 있다. 

C뼈(te， p) \ /n。이(μ p) 

뼈p)L펴 n멍a원 
〈그림 1) 

독일어의 schon과 noch, noch nicht, nicht mehr의 의미 관계는 위의 진리조 

건에 따라 직접 결정된다. 즉， (6)에서 p대신 not-p를 넣으면 schon(te, not-p) 

의 진리조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7)에서 schon{te, p)의 하위 부정인 nicht 

mehr(te, p)의 진리조건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7)에서 p9} not-p의 대체는 

noch(te, p)의 하위 부정 noch nicht(te, p)의 진리조건과 동일한 noch(te, not-p) 

의 진리조건을 만든다. 즉， schon{te, not-p)의 진리조건은 nicht mehr(te, p)의 

진리조건과 동일하다. 또， noch(te, not-p)의 진리조건은 noch nicht(te, p)의 그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 

여줄 수 있다. 

(8) schon{te, p) 

전제: 평가 시점 이전에 not-p 상황 전제 

단언: 평가 시점에 p가 참 

noch{te, p) 쌍대 (du머) 

전제: 평가 시점 이전에 p 상황 전제 

단언· 평가 시점에 p가 참 

noch nicht(te, p) 부정 (negation) 

전제: 평가 시점 이전에 not-p 상황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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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 평가 시점에 p가 거짓 

nicht mehr(te, p) 
전제‘ 평가 시점 이전에 p 상황 전제 

단언: 평가 시 점 에 p가 거짓 

하위 부정 (subnegation) 

쌍대 그룹 내의 의미 관계는 이들의 전제 관계를 포함한다. 서로의 외적 부정 

은 같은 전제를 공유하지만 명제의 극성이 다르다 쌍대부정은 전제의 극성을 

서로 바꾸는， 즉 전제를 부정하는 전제 부정 (presupposi tion negation)이다. 또， 

하위부정 Csubnegation)은 전제와 명제의 극성을 모두 반대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이제까지 Löbner의 schon과 noch에 대한 쌍대성 이론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한국어 상 부사 ‘이미’와 ‘아직 ’에 대해 논의한다. 

3. ‘이미’와 ‘아직 ’의 상적 특성과 쌍대 관계 

한국어에서 ‘이미’와 ‘아직’의 일정한 관계를 질문-웅답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9) 갑: 윤주는 아직 안 왔니? 

을: 아니， 이미 왔어. 

응， 아직 안 왔어 ./ .이미 왔어. 

위의 예문에서 ‘아직’을 사용한 질문에 대해 ‘이미’를 사용하여 부정의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웅답의 담화상황에서 ‘이미’와 ‘아직’이 대웅되어 자연 

스럽게 쓰인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됨 

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관계를 양화(quantification)와 쌍대성 개념을 이용하여 

쌍대 관계로 규정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미’와 ‘아직’을 양화의 관점에서 분석 

하고 이들이 쌍대 관계임을 밝히는 내용올 다룬다 

3.1 .. 이미’와 ‘아직’의 상적 특성 

한국어의 연구에서 ‘이미 ’와 ‘아직’은 각각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분석되어 

왔다. 완료상이란 주어진 문장에서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먼저 완료된 

사건에 대한 표현으로 정의되며 그에 반해 미완료상이란 평가 시점을 기준으 

로 사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의 

를 바탕으로 ‘이미’와 ‘아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미’와 ‘아직’은 

그 척도(sca!e)를 시간 척도(time sc외e)로 하여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므로 다음 

의 시간 척도를 통해 그 의미 차이를 보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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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 작하지 않았다 시작했다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 I +++++++++++++++++++++ I ----------------

시작 그그 
E 

위의 그림을 참고로 하여 ‘이미’와 ‘아직’의 의미를 분석해 보자 

3. 1.1 . '01미’ 

(전영철 1999) 

‘이미’는 (1 0)의 ‘시작했다’의 영역에 속하는 부사이다. 상 부사인 ‘이미’가 어 

떤 문장과 결합할 때 그 문장의 의미는 변화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11) '. 그는 이미 광주에 있다. 

L 그는 광주에 있다 

01 ，)과 01 L ) 모두 ‘그가 현재 광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l 1 L )에 비 

해 (1 1 ，)은 ‘평가 시점 이전의 어느 시점에 그가 광주에 있지 않았다’는 즉， 

‘평가 시점 이전의 어느 시점에 그가 광주로 이동하여 거기에 있게 되는 상황 

의 변화’를 내포한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이미’의 의미는 평가 시점 이전의 어 

느 시점에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결과가 평가 시점까지 유지되는 

완료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가 완료상 

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12) '. 철수는 이미 서 있다. 
L ??철수는 이 미 섰다. 

(13) 철수는 이미 떠났다/죽었다/감기에 걸렸다. 

(14) , 철수는 이 미 광주에 도착했다 

L 철수는 이미 광주에 도착해 있다 

(1 2)는 상황의 변화가 극히 짧은 기간에 일어나고 변화 자체보다는 그 결과 

가 더 중요한 때에는 결과의 상태로 상을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준다 (12 , )은 ‘-어 있다’가 쓰여 동사 동작의 완료와 더불어 결과 상 

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02L)과는 달리 자연스럽다 그러나， (13)의 경우는 과거 

형과 쓰였음에도 자연스럽다. 이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결과 상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경우이기 때문이다(Lee 198η) . 다시 말하면 ‘이미’는 결과 상태를 두 

드러지게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이나， 상태 변화나 장소 이동의 결과를 드러 

내는 문법적 상으로서의 완료상이라 할 수 있는 ‘-어 있다’와 잘 어울린다. 그 

밖에도 (11 ，)의 예처럼 이동의 결과로 착점 (goal)에 있음을 나타내어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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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상 변화의 이동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는 ‘그는 이미 광주에 가 있다’가 더 자연스럽다 또 (14 ，)처럼 ‘이미’는 달성 

(adúevement)동사의 과거형인 ‘도착했다’와도 잘 어울린다 이 경우에도 착접 

표현과 함께 달성을 이루는 (14，)은 상적인 종착점 (teJTIÚnal point)에 도달되고 

나서의 결과 상태인 ‘광주에 있음’의 시점이 있었음을 함의하고(이런 의미에서 

‘이미’는 존재양화적이다)， 이는 ‘이미 죽었다’와 같이 종착점이 있는 완성 

(accomp!ishrnent)동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의 예문들은 상황 변화의 결 

과가 평가 시점까지 유지되는 완료상을 ‘이미’가 드러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 

편， ‘이미’가 문법적 상에서의 진행형(‘-고 있다’)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 

건의 종착점 도달 여부가 아닌 사건의 시작 여부가 관건이 된다， 

(15) " 그는 이미 자고 있다 

L 그는 이미 자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된 시점으로의 위상 변화가 일어 

나 시작된 사건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내재적 종착점이 없는 ‘자다’， ‘달리다’와 

같은 행위 (activity)동사의 경우， 현재 진행형의 단언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완료적 (perfective) 상을 담는 단언을 함의하게 마련이다. 즉 (15)는 다만 얼마 

라도 잔 시간이 있게 마련이어서 ‘이미 자기 시작했다’와 함께 ‘이미 갔다’를 합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건의 종착점이 있는 타동사의 예를 보자. 

(1 6) 영희는 이미 토끼를 죽이고 있다 

이 경우， 죽이기 시작한 것과 죽임의 하위 사건인 원인(causing) ， 과정 (process) 

사건을 다만 잠시라도 했음(국부적으로 완료적이라 할 수 있다)올 함의하지만， 

행위동사에서와 달리 ‘영희는 토끼를 죽였다’를 함의하지 못한다 이는 완성 사 

건의 종착정 도달을 함의하는 완료적 단언(동사 어긴의 과거형)이 없기 때문이 

다， 진행의 ‘-고 있다’는 시작 후의 사건 진행중의 시구간이 전칭적 시점들로 

구성되어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적인 ‘이미’와 안 어올릴 듯하 

지만， 진행은 임시적이고， 시작 부분의 위상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같이 나타 

날 수 있다. 이 점에서 항시적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형’의 (17) 예문들과 구별 

된다 

(17) " "기름은 이미 물 위에 뜬다. 

L "2 더하기 2는 이미 4이다 

(1 7)은 완료상을 표현하는 ‘이미’가 진리를 표현하여 상적인 특성을 갖지 않 

는 문장과는 결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 

이 되는， 그리하여 위상 변화가 있는 개별 사건과 구멸되는 전칭명제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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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연성 (necessity)을 담고 있다. 즉 무시적 (atemporal)인 내포적 (intensionaJ) 

문장이다 평가 시접과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자. 

(18) , 그는 이 미 광주에 갔다가 부산으로 출발했다. 

L ?"그는 이 미 광주에 가다가 부산으로 출발했다-

위의 (18 ，)은 광주에 도달해 잠시라도 있었던 때가 평가시점이 되기에 가능하 

나， (18L )은 그렇지 못해 이상하다. 광주에 도달해 거기 있었던 시점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 ‘이미’의 어휘적 의미는 평가 시점 이전에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그 상태가 평가 시점까지 계속 유지됨을 드러내는 상 부사(as야ctual 

adverb)라는 것과 나아가， 그것이 사건 구조상의 상 및 문법적 시제/상과 어떻 

게 관계되는지를 보였다. 다음은 ‘아직’의 의미를 살펴보자 

3.1 .2 . ’아직’ 

3. 1.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미’가 완료상을 나타내는 상 부사라면 ‘아직’ 

은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직’은 평가 시점 이전의 상황이 평가 시점에 

도 계속됨을 의미한다 2 따라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의 영역에 있는 부사이 

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9) ' . 그는 아직 미국에 있다 

L 그는 미국에 있다 

c 그는 아직 미국에 갔다. 

2 그는 아직 서 있다. (cf. "그는 아직 섰다. ) 

위의 문장들 09" L)은 모두 ‘그가 현재 미국에 있음’을 의미하지만 09L )에 

비해 (19，)은 ‘과거에 그가 미국에 있었고 현재에도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위상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2 ‘아직’은 평가 시점 이전의 상황을 전제하지만 ‘지금’이나 ‘여태’에 비해 차이가 있는 
정은 평가 시점 이후의 가까운 미래에도 상황이 지속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 
문을보자. 

(1), 그는 여태 / ‘아직 공부하다가 집에 갔다， 

L 그는 아직 j'여태 기다려 보연서 사태를 관망할 생각이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여태’가 평가 시점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연 그에 비해 
l아직’은 평가 시점 이후의 가까운 미래에도 상황의 지속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öbner(l999)는 평가 시점 이후 어느 시점에서의 상황의 변화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적으로 함축된다고 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사건 대조 함축을 나타내는 조사 ‘-은’ 

과의 결합이 가능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본고 4.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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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19c)처럼 착점이 있는 동사의 과거형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영어의 

still이나 다른 언어들의 해당 부사는 보편적으로 같은 제약을 받는데， 이는 과 

거의 어느 존재양화적 시점에 이루어졌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과거형과 보 

편 양화적인 ‘아직’이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Lee 1999) 

(20) '. 그들은 아직 달리고 있다. 

L 그들의 눈은 아직 말게 빛나고 있다. 

c 그 맹렬한 식욕만이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느끼게 

한다 

(20，)은 ‘이미 달리고 있다’에서와 달리 사건의 시작이 문제되지 않고， 사건의 

지속에서 위상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므로 지속되는 사건의 부정이 되는 상태로 

의 전환이 문제된다 이 점에서 부정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문 

들은 각각 긍정의 계속상 및 상태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결합하여 평가 시점에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 부사가 ‘아직’이다 위의 예문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결합하는 문 

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되는 사건의 반대 상태로의 전환을 부정하 

는 과거 시제 단언과도 잘 나타난다. 

(21) , 그들의 눈은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 

L 그 맹렬한 식욕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느끼게 

한다 

이 때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직’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결되지 않 

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 부사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이미’와 ‘아 

직’의 어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미’와 ‘아직’과 쌍대 그룹의 일원으 

로 언급하게 될 ‘아직 안’과 ‘더 이상 안’은 그 부정으로 취급하여 논의한다 

3.2. ‘이미’와 ’아직’의 썽대 관계 

3.l.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완료상’과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상 부사임 

을 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시간 척도상에서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의 

완료 혹은 진행 여부를 밝혀 주는 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부사들이 갖고 있 

는 핵심적인 의미이다， ‘이미’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의 완료와 그 결과 

를 나타낸다- 반면 ‘아직’은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 즉， 사 

건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3.2 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이미’와 ‘아 

직’을 양화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쌍대 관계를 밝힌다 



한국어 상 부사의 쌍대성(duality)에 관한 연구 441 

3.2.1. ‘이미 (t •. p) ’와 ’아직 안 (t •. p) ’ 

다음의 단순 문장 (22 ，)과 ‘이미’를 결합시킨 문장을 비교할 때 그 부사가 

문장의 의미변화를 가져옴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미’는 평가 시점 이전에 평 

가 시점의 상황과는 반대의 상황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2) '. 지영이는 이미 잔다. 

」 지영이는 잔다. 

(22 ，)과 (22L )은 모두 ‘지영이가 잔다’는 것을 단언하지만 (22，)이 갖고 있는 

부가적인 의미는 평가 시점 이전의 어느 시점에 지영이는 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현재형 시제는 모두 사건의 시작을 나타내는 위상 변화의 시 

점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삽화적 (epis여ic) 사건 술어의 현재로서， 앞서의 진리 

표현의 현재와 구별될 뿐 아니라 개체 층위 술어의 현재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삽화적이지 못한 개체층위의 술어인 ‘황인종이다’와의 결합은 어색하다. 

(23) ??그는 이미 황인종이다 

따라서 ‘이미’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평가 시접 이전에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의 변화가 평가 시점 이전에 일어났음을 전제한다 다음 예문의 경우도 

이 전제를 보여준다. 

(24) 1 그는 이미 어른이다 

L 그는 이미 어린아이다 

(25) '. ?그 차는 이미 새 것이다. 

L 그 차는 새 것이다. 

위의 ‘어린아이’， ‘새 것’은 평가 시점 이전에 반대되는 상황이 전제될 수 없는 

술어들이다. 이런 술어들은 ‘이미’와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가 평가 시정 

이전의 반대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중명하는 것이다. 

한편 ‘이미’의 부정인 ‘아직 안’의 경우도 ‘이미’와 전제를 공유한다 다음 예 

를 보자. 

(26) 지영이는 아직 자지 않는다. 

(26)은 (22 ，)과 전제를 공유한다. 그 전제는 평가 시점 이전의 어느 시점에 ‘지 

영이는 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연 ‘평가 시점에 지영이가 자고 있지 않 

음’을 단언한다. 따라서 ‘지영이가 이미 자는가 아직 안 자는가’하는 문제는 평 

가 시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평가 시점 이전의 상황과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이미 (μ， p)’와 ‘아직 안(μ， p)’의 참， 거짓은 평가 시점까지 not-p의 상황에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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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그 진리치는 

시간축에서 평가 시점이 not-p에서 p로의 변화 시점 이전 혹은 이후 어느 쪽 

에 위치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이 분석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 

겠다. 

(27) k 

‘아직 안(μ， p)' / \ ‘ 이미 (μ， p)’ 

------- +++++++ 

not-p 시작 p 

위에서 보듯이 평가 시점이 not-p의 영역에 있을 경우 전제 상황이 not-p였 

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지속됨을 의미하므로 ‘아직 안(μ， p)’에 해당된다. 반 

면 전제 상황이 not-p였다가 그 상황이 변화하여 p가 된 경우는 ‘이미 (μ. p)’가 

된다. 다시 정리하면 ‘이미 (k， p)’와 ‘아직 안(μ， p)’의 진리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전제되는 상황이 있어야 하고 또 평가 시점에 그 상황이 변화된 상태인가 

아닌가가 그 조건으로 요구된다 이를 진리조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이미 (k， p)’와 ‘아직 안(μ， p)’의 진리조건 

a. ‘이미 (μ， p)’와 ‘아직 안(μ， p) ’은 평가 시접 (μ) 이전에 not-p의 상 

황이 있었고 μ까지 not-p 상황과 p 상황 사이에 변화가 기껏해야 

한 번 있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b. (a)를 만족하고 ‘p(μ)’가 참이연， 그리고 그 경우에만(이하 ‘~띤만’) 

‘이 미 (μ， p) ’는 참， ‘아직 안(k， p)’은 거 짓 

C. (a)를 만족하고 ‘p(μ)’가 거짓이연만 ‘이미 (μ， p)’는 거짓， ‘아직 안 

(ι， p)’은 참. 

3.2.2 ’아직 (t e • p) ’과 ‘더 이상 안 (te • p )’ 

‘아직’은 미완료상으로 평가 시점 이 전의 상황이 평가 시점에도 계속됨을 뜻 

한다. 다시 말해 ‘아직’은 평가 시점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음을 전제한다， 다 

음 예문을 보자. 

(29) , 그는 아직 잔다. 
L 그는 잔다， 

위의 예문에서 (29 ，)과 (29 L ) 모두 ‘그가 잔다’는 것을 단언하지만 (29，)은 

(29L )에 비해 평가 시점 이전에도 ‘그가 자고 있었음’을 전제한다. 반면 ‘더 이 

상 안’은 ‘아직’과 전제를 공유하지만 반대의 상황 즉， ‘그가 평가 시점에 자고 

있지 않음’을 단언한다 이를 시간선상에서 나타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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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아직 (μ， p)’ / \ ‘더 이상 안(μ， p)’ 

------- I +++++"H 

p 끝 not-p 

평가 시점이 상황의 완료 이후에 오면 ‘더 이상 안’의 의미이고， 평가 시점 이 

전에 오연 ‘아직’의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안’과 마찬가지로 ‘아 

직 (μ， p)’과 ‘더 이상 안(μ， p)’의 진리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상황이 

있어야 하고， 또 평가 시점에 그 상황이 변화된 상태인가 아닌가가 그 조건으 

로 요구된다， 이를 진리조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아직 (μ， p)’과 ‘더 이상 안(μ， p)’의 진리조건 

a. ‘아직 (μ， p)’과 ‘더 이상 안(ι， p)’은 평가 시점 이전에 p의 상황이 

있었고 평가 시점까지 not-p 상황과 p 상황 사이에 변화가 기껏해 

야 한 번 있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b. (a)를 만족하고 p(μ)가 참이면만 ‘아직 (ι， p)’은 참， ‘더 이상 안(μ， 

p)’은 거짓 . 

C. (a)를 만족하고 p(te)가 거짓이연만 ‘아직(μ， p)’은 거짓， ‘더 이상 

안(μ， p)’은 참. 

이러한 ‘이미’와 ‘아직 안，’ ‘아직，’ ‘더 이상 안’의 진리조건들을 고려하면 그 

전제와 평가 시점의 상황이 중요한 진리치 판단의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의미 관계는 그들의 전제와 단언들간의 관계이다. 즉， 서로의 부정은 같 

은 전제를 공유하지만 단언 p(te)의 극성은 반대가 된다. 쌍대는 p의 측면에서 

반대의 전제를 갖는다 반면 단언의 극성은 같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의 단언과 

전제에 관한 표를 통해서 명 백하게 드러난다. 

〈표 1) 

표 현 이미 (μ， p)에 대한 관계 전제 단언 

이미(μ， p) not-p p 

아직(μ， p) 쌍대 p p 

아직 안(μ， p) 부정 not-p not-p 

더 이상 안(μ， p) 하위부정 p not-p 

〈표 1>이 보이고 있듯이 ‘이미’와 그 쌍대 그룹에 있는 어휘 쌍들은 전제가 

있고， 그 전제의 변화 여부에 따라 각각 쌍대와 부정， 하위부정이 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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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직 (μ， p)’와 ‘아직 안(μ， p)’은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전제된 상황 

이 계속 지속됨을 나타내고， ‘이 미 (μ， p) ,’ ‘더 이상 안(μ， p)’은 전제된 상황이 

반대 극성으로 바캠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의 변화 여 

부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te 
‘ 이 미 ’ ? | Some 

not-p p not-p p 

‘아직 안’ No 

not-p 

‘아직’ ? ’F Every 

p p 

‘더 이상 안’ Not every 

p not- p p not- p 

〈그림 2) 

위의 그림은 앞서 제시한 전제와 평가 시점의 상황의 변화 여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미’와 그 쌍대 그룹을 양화의 관점에서 보일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양화사로 인정되는 영어의 some, every와 같이 나타내었다 위의 그립을 보면 

‘이미’는 some과 같이 존재양화를 나타내고， ‘아직’은 every처럼 전칭양화표현 

인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에서 보여준 양화를 바탕으로 ‘이 

미 ’와 ‘아직’의 쌍대 관계를 밝힌다 3 

‘이 미 (μ， p)’ 

(크) \\ /(γ) 

부정 

아직 안(μ PI'L 
(γ-) 

내적 부정 | 부정 

뇨더 이상안(μ p) 

쌍대부정 (크 -) 

〈그림 3 ) 

3 쌍대 관계는 일반 양화사 이흔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 전칭 양화사와 존재 양화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존재 양화사를 전칭 양화사로 표현할 수 있으며 또， 전칭 양화 
사를 존재 양화사만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것은 외적 부정과 내적 부정의 적용을 통 

해 가능하다 

(1) , 냥 -(크-) L 크 =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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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미’가 외적 부정과 내적 부정을 통해 ‘아직’과 쌍대 관 

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더욱 잘 살펴볼 수 있다. 

(32) p 철수는 잔다. 

「 칠수는 이미 잔다. 

L 철수는 아직 잔다. 

c 칠수는 아직 안 잔다. 

2. . 철수는 더 이상 안 잔다 

우선 (32)의 문장들은 (28). (31)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 

직’은 쌍대 관계라 할 수 있다. 부정 관계로 보연 ‘칠수는 이미 잔다’와 ‘철수는 

아직 안 잔다’는 외적 부정 관계이며 ‘철수는 아직 안 잔다’와 ‘철수는 더 이상 

안 잔다’도 외적 부정 관계이다 반면 (32 , )-(32 2.), (32 L )-(32c)은 내적 부정 

관계이다. (32 ，)의 내적 부정 (32 2.)과 외적 부정 관계에 있는 것은 (32L) 문 

장이다. 따라서 (32 ，)과 (32L )은 쌍대 관계에 있다. 다음의 예문은 쌍대 관계 

를 질문-웅답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3) 갑: 영희는 이미 그 책을 갖고 있니? 

을: 아니， 아직 갖고 있지 않아. 

(34) 갑: 영희는 아직 그 책을 갖고 있니? 

을’ 아니 ，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아. 

이 질의-웅답 검사는 쌍대 관계를 증명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위의 예문에서 

‘영회가 그 책을 갖고 있다’를 명제 p로 놓고 볼 때 ‘이미 (te， p)’는 ‘아직 안(μ， 

p)’가 참이면만 거짓이다. 마찬가지로 ‘아직 (μ， p)’과 ‘더 이상 안(ι， p)’도 따져 

볼 수 있다. ‘이미’와 ‘아직 ， ’ ‘아직 안’과 ‘더 이상 안’은 쌍대 그룹을 형성한다. 

3.3. 쌍대 관계의 특성 

3.2.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시간축을 토대로 양화하고， 진리조건을 제 

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부사들이 쌍대 관계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쌍대성 

이라는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언어 현상들을 이 절에서는 살펴볼 것이다. 

우선 Löbner가 제시하였듯이 쌍대 관계에 있는 쌍들은 같은 단조성 (mono

tonicity)을 갖는다 다음 예를 보자 

(35) ' . 철수는 이마 숙제를 하고 있다. 

L 철수는 이미 영어 숙제를 하고 있다. 

(36) '. 철수는 아직 숙제를 하고 있다. 

L 칠수는 아직 영어 숙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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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장들에서 」은 각각 「을 합의 (entaiJ)한다 따라서 단조증가적 (mono

tone increasing)이다 다음은 부정문의 예이다. 

(37) '. 철수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L 철수는 더 이상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 

(38) 1 철수는 아직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L 철수는 아직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위 예문들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 각각 L을 함의하므로 단조감소적(mono

tone decreasing)이다. 결론적으로 쌍대 관계의 어휘들은 서로 같은 단조성을 

지닌다 4 

둘째， 쌍대 관계에 있는 어휘들은 같이 한 문장 안에 쓰일 수 없다‘ 

(39) '. ·지영이는 이미 그리고 아직 부산에 있다. 

L 회원만 그리고 회원도 모입에 왔다 

c ‘Everγ and Some 

위에서 보는 것처럼 쌍대 관계인 한국어 특수 조사 ‘ 만’과 ‘-도’도 같이 쓰일 

수 없으며(류병래 1993), 대표적인 쌍대 관계인 영어의 every와 some도 한 문 

장 안에 같이 사용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미’와 ‘아직’도 같이 쓰인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셋째， ‘이미’와 ‘아직 ’은 시제를 나타내는 서술어와의 결합에 있어 특이한 양 

상을 보이는데 이는 상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시제 혹은 완료 

를 나타내는 형태소 ‘-었-’과는 ‘이미 ’만 결합이 가능하고， ‘아직’과 결합할 때는 

반드시 부정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진행상이나 계속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나 

‘-중이다’ 혹은 상태상을 나타내는 ‘-어 있다’ 퉁은 ‘이미’와 ‘아직 ’이 모두 결합 

가능하다. 즉 쌍대 관계는 이처럼 어떤 특성은 공통된 속성으로서 공유하면서 

도 어떤 부분에서는 상반되는 속성을 지닌다 

(40) 1 영표는 이미 부산에 도착했다. 

L 영표는 아직 부산에 도착했다 

c 영표는 아직 부산에 도착하지 않았다. 

(4이에서 보듯이 과거시제 형태소 ‘-었-’과는 ‘이미’만이 결합하고， ‘아직’은 부정 

4 ‘이미 ’와 ‘아직’은 가끔 긍정극어와 부정극어의 대립 쌍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필 
자의 코퍼스 조사에 따르연 이들은 극어가 아니다 만약 극어로 대립을 보인다띤 같은 

단조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은 같은 단조성을 지닌다 ‘이미 ’와 ‘아직’은 쌍대 관 
계라는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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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만 ‘-었-’과 쓰일 수 있다 ‘이미’는 사건의 시작이나 종착점의 위상 변화 

의 시점이 하나라도 있으연 되므로 존재양화적이고 ‘아직’은 변화 가능한 사건 

이나 상태의 시구간(시점들의 집합) 전체에 걸쳐 성립하기 때문에 전칭양화적 

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지속의 의미가 없고 단순한 존 

재적 시점으로 충족되는 과거형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예는 이러한 설명 

이 타당함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41) ' . ·그 토끼는 아직 죽었다. 
L 영희는 그 토끼를 아직 죽였다 

위의 예에서 ‘죽었다’나 ‘죽였다’는 단순한 존재적 시점으로 충족되는 과거형 

의 전형적인 예로 ‘아직’이 같이 쓰여 어색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처럼 계속상이나 상태상의 경우는 ‘이미’나 ‘아직’이 모두 가능하다. 

(42) , 영진이는 이미/아직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다. 

」 영진이는 이미/아직 자고 있다 

E 그 연구실은 이미/아직 불이 켜져 있다. 

(42 ，)은 진행상， (42 L )은 계속상， (42드)은 상태상을 나타내는 서술어들과 ‘이 

미，’ ‘아직’이 모두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이 

미’가 완료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사건의 결과가 평가 시점까지 영 

향을 미치거나 지속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아직 ’에만 특수조사 

‘-은，’ ‘-도’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조사와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 

로운 반면 ‘이미’는 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43) , 나는 아직은 널 사랑해. 

L 나는 아직도 널 잊지 못했어 

c 나는 *이미-는j-도 널 사랑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음 장의 유의어들에 관한 설명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간단히 말해 ‘아직’에 ‘ 도’가 결합하는 것은 극어 형성소(polarity item formal

izer)인 ‘-도’는 전칭 양화 표현에만 결합하기 때문이며(전영철 1998 참조)， ‘-은’ 

은 완료되 지 않은 상황에 대 해 ‘사건 대 조 함축(event contrastive impli

cature)’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아직’과만 결합한다 

이제까지 쌍대 관계로서 ‘이미’와 ‘아직’이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러나 한국어에는 ‘이미’와 같이 ‘완료상’을 나타내는 어휘로 ‘벌써’ 혹은 ‘드디 어 ，’ 

‘마침내 ’ 등이 있고， ‘아직’의 경우도 ‘여 태’ 등과 같은 유의어들이 있으며， 특히 

‘아직도，’ ‘아직은’과 같이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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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의 가능한 쌍대 관계를 밝힌다. 

4. ‘이미’와 ‘아직’의 유의어들 

앞 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 상 부사 ‘이미，’ ‘아직’과 비슷한 의미의 부 

사들이 있는데 그 의미 차이는 주로 화용론적인 차이라 여겨진다 5 Löbner 

0995, 1999)도 van der Auwera(993) 등의 지적6을 받아 표현적 의미 (expre

ssive mean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어에서도 이러한 의미상의 차 

이는 발생하는데 특히 한국어에서 조사와의 결합으로 보이고 있는 ‘아직，’ ‘아직 

은，’ ‘아직도’의 의미 차이를 그들은 강세나 독립된 어휘로 보인다. 

(44) -'. John ís still not asleep. 

L. John is STILL not asleep. 

c. John is not yet asleep 

위의 예들은 서로 의미의 차이가 있다. 영어의 STILD처럼 강세가 오는 경우는 

‘John이 평가 시 이전에 장이 들었을 것이라는 화자의 예상과는 달리 평가 시 

점까지 장이 들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반연 not yet은 그렇지 않다. 한국어에서 

그러한 의미 차이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자 우선 ‘이미’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닌 ‘벌써’를 ‘이미’와 비교 검토하는 내용을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4.1. '0 1 미’와 ‘벌써. 

‘이미’와 ‘벌써’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상(as야ct) 연구의 관점에서 완료상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을 뿐 그 의미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김진 

수(985) ， 이은경 (987) 둥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미’와 ‘별써’는 그 의미상의 차 

이를 통사적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5 이 주장에 대해 익명의 논평자는 ‘-은’과 ‘-도’의 ‘아직’과의 결합은 화용론적 의미가 
결합하는 것으로 두고， 다른 별도의 어휘화된 단어들 ‘여태，’ ‘여지껏’ 동과 ‘아직’올 쌍대 

관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여태’나 ‘여지껏’ 둥은 상황의 지속 

이라는 점에서 ‘아직’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므로 진리조건적인 의미에서 ‘아직’ 
과 쌍대가 될 수 없다 쌍대 관계에 있는 어휘들은 전제의 극성이 달라야 하므로 유의어 
들이 쌍대 관계를 성 립시킬 수는 없다， 

6 van der Auwera(l993l는 독일어에서 endlich ‘ fin려ly’가 noch ‘ stil l’과 쌍대 관계에 있 
음을 들어 schon과 noch가 쌍대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Löbner는 이에 대해 schon과 
endlich는 표현적 의미가 다를 뿐 논리적 의미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endlich와 noch 
Immer를 새로운 쌍대 관계로 설정하였다 이들의 관계는 그 의미상 본고에서 제시한 ‘드 
디어’와 l아직도’의 쌍대 관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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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영희는 좀 더 기다려 볼 것이지 벌써 / ?"이미 가 버혔니? 

L. 10시가 조금 지난 이 시각에 별써 /?"이미 청중이 모여들 리는 

없는 것이다. 

위의 예를 보면 ‘벌써’가 쓰이는 경우에는 자연스럽지만 ‘이미’가 쓰일 때는 어 

색한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이미’와 ‘별써’ 사이에는 일정한 의미 차이가 있다 

‘이미’는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말할 때 쓰이며 ‘벌써’는 ‘이미’와 같은 의미 사 

용에 더하여 ‘예상과 달리 어느새’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상황의 변화가 예상보 

다 더 빨리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부가적으로 갖는다， 

김선희(1987)는 ‘이미’와 ‘벌써’를 구별하는 경우이다. 그에 따르면 ‘이미’는 주 

어진 문장에서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먼저 완료된 사건에 대한 표현으 

로 완료상을 나타내는 반면 ‘벌써’는 ‘이미’처럼 완료된 사건에 대한 표현일 경 

우와 또 다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 예 (46)-(48)를 보자. 

(46) -'. 그는 이미/벌써 어른이 되었다. 

L 날이 이미/별써 밝는다 

c 순이는 이미/벌써 결혼했다. (김선희 1987) 

(46)의 예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상태가 변화한 결과를 나타내는 완료상 

이다 이 때에는 ‘이미’와 ‘벌써’가 상호 교체 가능하고 심리상태보다는 완료상 

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47) -' . 그 일을 ?이미/벌써 하니? 

L 첫날부터 ?이미/벌써 불평을 하니? 

(48) 갑: 영수와 순이가 싸우네. 

을: 그토록 좋아하더니 벌써 싸워? (김선희 1987) 

위의 예들에서 ‘벌써’가 화자의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일이 시작되어 진행중 

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와 ‘벌써’가 완료상을 나타내는 것임은 분 

명하지만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기대치보다 빠른 

시점을 나타낼 때 ‘벌써’가 쓰인다고 본다. ‘벌써’는 ‘이미’가 갖고 있는 완료상 

의 의미와 함께 예상보다 빠른 것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는 상황이 일어나(완료되어) 더 이상 돌이키거 

나 손쓰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에 반해 ‘벌써’는 상황의 발생이 생각보다 빠르 

다는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또한， ‘벌써’는 ‘이미’보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잘 쓰이는 것으로 보이나(49) ， 

한편으로 ‘벌써’가 일어난 일의 반대 상황에 대한 미련(바람)을 나타내기도 하 

므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50) . 대조되는 예들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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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곧 너를 볼 생각을 하니 벌써 내 마음이 환히 밝아진다. 

L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 그것을 할 줄 알다니 기특하구나 

c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너랑 가까워져서 기쁘다. 

(50) -, 네가 별써 나를 잊어 버렸단 말이냐? 

」 너무 늦었어 벌써 가 버렸는 걸. 

c 그 차는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고장이 났다， 

(49), (50)에서 보여주는 것은 ‘벌써’가 화자의 예상보다 빠른 시점을 나타내면 

서 그 빠른 시점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문맥에 따라 혹은 서 

술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49)는 화자의 심리상태가 긍정적임에 

반해 (50)의 문장들은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것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나타낸다 즉 화자가 ‘잊어버리는 것，’ ‘가 버리는 것，’ ‘차가 고장나는 것’이 지 

연되는 상태 즉 반대 상황에 대한 미 련， 선호(選好)를 함축한다. 

4.2 ‘아직’· 조사 ‘-도’ 및 ’-는’과의 결합 

‘아직’은 의미론적 기능을 갖고 있는 특수조사 ‘-도’와 ‘-는’과의 결합이 자유 

롭다. 이 절에서는 이 조사들이 ‘아직’과 결합할 수 있는 이유와 결합의 결과로 

서의 의미 변화를 관찰한다 7 

4.2.1 ‘-도’와의 걸합 

한국어 특수조사 ‘-도’는 영 어 의 also와 even의 뜻을 모두 갖는 것으로 also 
의 뜻일 때는 ‘또，’ ‘역시’와 같이 첨가의 의미를 지니며 극어 형성소로 쓰일 때 

에는 양보(concession)의 기능을 하연서 even의 의미에 가까워진다(이환묵 1982, 

이정민 1996). ‘ -도’가 극어 형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은 화용론적 맥락에 의존 

하여 그 척도 관계 (scalar relation)에 의해서이다 이 때 ‘-도’의 의미는 명확히 

양보적 (concessive)이며 even의 의미에 가깝다고 본다 다음의 예를 보자 

(51) -'. 영기는 하루도 집에 붙어 있지 않다 

L ·영기는 하루도 집에 붙어 있다. 

(52) -'. 민호는 가장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다， 

L ??민호는 가장 무거운 것도 들 수 없다 (전영철 1998) 

위의 예들에서 보면 (51 )은 ’ -도’가 부정극어 (negative polarity item)를 형성하 

는 경우이고， (52)는 긍정극어 (positive polarity item)를 형성하는 예이다 ‘하루’ 

7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쌍대 관계 외에 또 다른 쌍대 그룹을 형성하 
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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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의 척도상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반드시 명시적 부정 표현과 나타나며 척 

도 관계에 의해 부정극어 역할을 하게 된다 반연 (52)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게의 척도상에서 가장 무게가 큰 것으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가 

장 무거운 것까지 들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도’와 결합하여 긍정극어를 형성 

한다. 이러한 조사 ‘-도‘가 ‘아직’에도 결합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53) '. 철수는 아직도 자， 

」 철수는 아직도 안 자. (전영철 1998) 

이렇게 극어 형성소인 ‘ 도’가 ‘아직’에는 자연스럽게 결합하지만， ‘이미’나 ‘더 

이상 안’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왜 극어 형성소 ‘-도’는 ‘이미’나 ‘벌써 ’와 결합하 

지 못하고 ‘아직’과만 결합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척도 합의 (scale-entail

ment)를 통해 설명한다(전영철 1998 참조). 

(54) 1 민호는 XI 시점에 자고 있다. 

L. A Sca1e, ~ 
xO 

• 

xl 

• 

민호는 장이 들었다. 

민호는 3시간 전에 자고 있었다 

x2 민호는 2시간 30분 전에 자고 있었다 

• 

xn-2 민호는 1시간 전에 자고 있었다 

• 

xn-1 민호는 30분 전에 자고 있었다. 

• 

xn 민호는 아직 도 자고 있다. 

c 민호가 xi 시점에 자고 있다는 것은 화용론적으로 민호가 xi-l 

시점 (xi 시점 바로 이전의 시점)에 자고 있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전영철 1998) 

시간축 위에서 ‘아직’은 평가 시점 이전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하여 척도상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인 평가 시점까지 줄곧 그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하는 전칭양 

화표현이므로 ‘-도’와의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즉 극어 형성소 ‘-도’는 ‘아직’과 

결합하여 시간 척도상 가장 마지막 시점까지 상황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도’와 결합한 ‘아직’은 ‘아직도’라는 어휘 형성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 낸다- 다음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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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L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위 예문의 「과 」을 비교해 보면 이 문장들은 둘 다 어떤 상태가 평가 시점까 

지 지속됨을 얘기한다. 그러나 」 예문을 보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 

직’과 동일하지만 평가 시점에 ‘불이 꺼져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 

았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심리가 나타난다. 즉 ‘-도’가 결합됨으로써 ‘아직’ 

이 갖고 있는 미완료상의 성격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아직’이 갖 

고 있지 않은 예상보다 늦은 것에 대한 부정적 심리도 나타낸다. 그 차이를 다 

음 예에서 더 살펴보자. 

(56) 1 다행히 철수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 

L ?다행히 철수가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 

E 다행히 철수가 아직은 떠나지 않았다 

(57) 1 내가 그 때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직도!?‘아직 이렇게 살고 있진 

않을 텐데 

L 내가 그 때 열심히 공부했다연 아직은 이렇게 살고 있진 않을 

텐데 

(56L )문장을 보면 ‘아직도’가 ‘다행히’라는 부사와 결합되면 썩 좋지는 않다， 

‘다행히’는 화자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로 본다. 따라서 ‘다행히’와 

‘아직도’가 같이 나타나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은 ‘아직도’가 화자의 부정적 심 

리를 나타내는 것임을 반증하는 예이다 

4.2.2 ‘-는’과의 걸합 

‘-는’은 ‘화제 (topic)’나 ‘대조kontrast)'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에서는 보통 

화제가 되는 성분이 문장의 첫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특수조사 ‘-는’이 결합하여 

전형적인 주제 화제 (thematic topic)가 되지만 단순히 화제가 아니라 대조 화제 

(contrastive topic)가 되기도 한다. 이때 ‘대조’의 의미는 대조되는 예들의 집합 

이 화자의 마음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 이 담화맥락(discourse context)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 다. 즉 선택지 집합(altemative set)이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58) 1 철수， 영희， 기영이 시험을 치렀다. 

L 칠수는 합격했다 

E 영희와 기영이는 합격하지 않았다. 

E 철수는 합격했으나， 영희와 기영은 합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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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58，)의 사건을 전제로 할 때 (58L)의 발화가 (58c) 문장을 합의하고 

있으며， 이는 (58L )과 (58c) 사이에 서로 대조를 형성한다. 실제로 (58，)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을 때 문장 (58L )과 (582)은 동의문으로 보아도 좋을 정 

도이다 즉， 실제 문장에서 대조의 항목이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는’ 

이 사용되어 대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위의 예는 개체의 화제화(topicalization)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대조 화 

제의 예로 사건(event)이나 명제 (proposition)도 대조 화제가 될 수 있다(이정민 

l앉써b) 

(59) , 수희가 미영이를 밀기는 했다. 

L 수희가 미영이를 밀기는 했다. 그러나---(수희는 미영이를 때리 

지는 않았다) 

위 문장 (59 ，)은 (59L )을 함의한다 즉 (59 ，)의 발화는 (59L)의 괄호 속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한국어에서 ‘-기’ 등으로 활용 

하여 동사나 형용사도 대조 화제 해석을 얻는다.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에 대조 

화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사건 대조(event-contrast)이며， 담화 맥락에서 주어진 

사건이나 상태보다 더 강한 혹은 더 높은 척도 상의 함축(sca1ar implicature)을 

대조적으로 유발한다.8 

이러한 사건 대조는 여러 가지 언어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데9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간 부사어 ‘아직’에 ‘-은’이 결합한 ‘아직은’도 사건 대조의 개념을 이용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직은’의 경우 특수조사 ‘-는’이 대조 화제 표지로서 결 

합하여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사건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화 시점 후에 그 때까지의 상태와 대조되는 더 강한 혹은 더 높은 대조 함축 

을 유발한다. 다음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된 문장은 그 문장보다 척도 상 

더 높은 혹은 더 강한 대조 함축(contrastive imp!icature)을 갖는다. 

(60) , 아직은 그들의 종적을 모르고 있다. 

」 아직 은 그들의 종적 을 모르고 있지 만---(곧 알게 될지 도 모른다) 

위의 (60 ，)은 발화 시점까지 ‘그들의 종적을 모르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연 

8사건 대조의 경우에는 척도 합축이 반드시 들어 있고 그 때 주어와 목적어는 함축되 
거나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제시된 문장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만약 함축되거나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가 다른 경우는 명제 대조(proposition contrast) 2j- 한다. 

9 이정민(1앉)8)은 상(aspect)과 양상(modaD ， 시간 부사어 둥에서 사건대조표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영어는 시제에서 사건 대조가 잘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시간 
부사어 ‘전에’같은 것이 대조된다. 

(1) 전에는 잘 했지만---(지급은 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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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한 그 시점 이후에 ‘알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를 대조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대조 함축이 유발됨과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 함축된 내용， 즉 평가 

시점 이후 상태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평가가 ‘아직은’을 포함하는 문장 

에는 나타난다. 그 평가는 문장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 다음의 문장들을 비교해 

보자. 

(61) --, 아직은 괜찮다. 

L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게 여유가 있어 다행이었다. 

c 아직은 내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든든하다. 

己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들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62) --'. 아직은 아프다 

L 아직은 그녀의 파마머리가 어색하다. 

c 그의 인기는 아직은 최고가 아니다. 

근. 아직은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위의 (61), (62)를 비교해 보면 (61)은 상황의 지연이 긍정적인 것이고 상황의 

변화는 부정적인 것이다. (62)는 그와 반대로 현재의 상황은 부정적인 것이며 

미래의 변화는 모르기는 하지만 긍정적 상황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심리 

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아직은’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때 상황 

의 지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4.3 ‘드디어’ 

Löbner(l 999)는 독일어의 noch immer의 쌍대로 endlich를 설정하였다. 독일 

어의 endlich, 영어의 jinally, 불어의 enfin은 비교적 늦음 즉， 상황의 변화가 일 

어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표현한다. 

(63) Peter is finally in Madrid. 

위 문장 (63)을 발화할 때 Peter의 여행이 보통 때보다 너무 늦다거나 Peter가 

Madrid에 도착하는 것을 연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부사 endlich는 p 상황이 예 

상보다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나타낸다， 

(64) When he was told that the problem was finally solved, the pro

fessor was deeply satisfied. 

위 문장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교수가 기뻐한 것이 아니 

다 그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하 

는 것이다 부사 πnally/ endlich의 사용은 p 상황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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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하고， p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대화적으로 

함축한다. 

한국어에서는 ‘드디어’도 상황의 지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화자의 심 

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독일어의 endlich나 영어의 finally에 해당하는 어휘라 

볼 수 있다， ‘드디어’는 시작되었어야 할 일이 여러 고비를 거친 끝에 시작될 

때 쓰이는 말이다 10 

(65) '. 그는 드디어 그 문제를 다 풀었다. 

L 드디어 방학이 시작되었다. 

c 비 때문에 중지된 축구경기가 드디어 다시 속개되었다， 

(65)의 문장들은 모두 상황의 지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문 

제를 다 푸는 것’이나 ‘방학의 시작，’ ‘축구경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 

고， 위의 명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함축한다. 

4장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부사들의 의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에 

비해 ‘벌써’는 화자의 심리적 평가가 결부된 것이다， 또 ‘이미’와 쌍대 관계로 

보는 ‘아직’도 특수조사와 결합하여 예상보다 늦음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화자 

의 심리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쌍대성의 설명을 위해 ‘드 

디어’의 심리적 평가도 언급하였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미’와 ‘아직 ’의 

쌍대 관계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이 유의어들간의 쌍대 관계에 대해 설명함으 

로써 한국어 상 부사의 일부 그룹을 쌍대성의 관점에서 보일 것이다 

5. 한국어 상 부사어의 쌍대 관계 

5.1 표현적 의미 (exp ressive meaning)와 쌍대성 

우리는 2장에서 ‘이미’와 ‘아직’의 진리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이 쌍대 그룹을 

형성함을 설명하였다. 이제 3장에서 제시한 유의어들의 의미를 토대로 그들간 

의 가능한 쌍대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 유의어들이 ‘이미/아직’과 다른 의 

미를 갖는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 혹은 지속에 대해 화자가 어떤 평가를 내리 

는가 하는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에 있어서이다. 이러한 화자의 심리적 평가를 

10 한국어에서 상황이 예상보다 늦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드디어’ 외에도 ‘마칩 
니1 ，' ，결국’ 퉁이 있다. 상황의 지연에 대해 부정적 심리를 갖고 상황이 이루어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드디어’가 본 논문의 주장에 더 적합한 관계로 ‘드디어’를 

대표로 언급한다 반연 ‘마침내’나 ‘결국’은 상황이 이루어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1),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되었다 
L 회사측과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회사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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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öbner(1995, 1999)는 표현적 의미 (expressive mean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다. Löbner는 schon/noch의 사용에서 보이는 시간적인 판단 즉 ‘비교적 빠름’ 

혹은 ‘비교적 늦음’ 등과 같은 판단은 명확히 주관적인 것이며， 이들 부사의 쌍 

대 관계는 이러한 화용론적 의미가 부가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설명 

한다. 그러나 어떤 심리적 판단이나 기대와 같은 화용론적 요소가 분명히 이 

부사들에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쌍대 관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 

하였다. 따라서 그는 진리조건 외에 표현적 의미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표현 

적 의미는 Lyons(l977 50ft)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술적 의미 (descnpti ve 

meaning)와 구별하여 정의한 개념이다. 기술적 의미는 문장의 진리조건에 책임 

이 있는 반면 표현적 의미는 개인적 감정， 평가나 혹은 느낌에 기여한다. 

(66) Some bastard has parked Iús car on my lawn. 

표현적 의미는 명제 외적인 것이다 (66)의 명제적 의미는 Someone has parked 

fu’S car on my lawn이며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표현적 의미로 

더해진다 부사 endlich는 기술적 의미와 표현적 의미가 다 포항된 경우이다 

즉 endlich(te, p)의 기술적 의미는 오랜 시간 후에 p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고， 

표현적 의미는 p 상황의 지연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이다. 이에 근거하여 

endlicfψ10ch immer의 쌍대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dual negation 
endlich 

~ 7 
noch immer 

NEG subnegation NEG 

nα:h imner nidJt ιZ r뇨 endlich nicht mehr 
dual negation 

〈그림 4) 

결국 Löbner에 따르면 진리조건을 결정하는 기술적 의미로는 schon과 noch 

가 쌍대 관계임이 분명하지만 그 외에 표현적 의미라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살피 게 됨 으로써 endlich와 noch immer라는 또 다른 쌍대 그룹을 찾을 수 있 

었고， 상 부사들을 양화의 관점에서 보아 쌍대 그룹을 더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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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벌써’와 ‘아직은’의 쌍대 관계 

‘벌써’는 앞서 얘기한대로 ‘이미’의 뜻과 함께 ‘예상보다 빨리 했음’의 뜻을 내 

포한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이다. ‘아직은’은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적/유보적 예상을 나타낸 

다 물론 ‘벌써’와 ‘아직은’ 모두 다 문맥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 

가가 달라진다 이런 의미에 근거하여 표현적 의미를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67) ‘벌써 (μ， p) ’/‘아직은 안(μ， p) ’ 

표현적 의미 · ‘벌써’를 사용할 때는 p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 

에 대한 놀라움으로 평가된다 p가 긍정적인 맥락일 경 

우 명제 p가 빨리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p가 부정적 맥락일 경우 명제 p가 

빨리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이다-

‘아직은 안’을 사용할 때는 p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나타낸다 p가 긍정맥락일 경우 명제 p가 지연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며 부정맥락일 

경우는 긍정적 평가를 나타낸다 

(68) ‘아직은(μ， p) ’/‘벌써 더 이상 안(μ， p)’ 

표현적 의미 : ‘아직은’을 사용할 때는 not-p가 곧 이루어질 것에 대 

한 예상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not-p에 대한 주관 

적 평가는 맥락에 따라 다르다 

‘별써 더 이상 안’을 사용할 때는 예상보다 빨리 not-p 

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며 주관적 평 

가는 맥락에 따라 다르다. 

‘별써’와 ‘아직은’도 진리조건은 ‘이미 ’ ‘아직’과 동일하며 표현적 의미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된다. 그러므로 논리적 의미에서 ‘벌써’와 ‘아직은’은 쌍 

대 관계이다. 

쌍대부정 
‘벌써 ’ 

~ 7 
‘아직은’ 

부정 

‘아직은 안’ // 정 \\ ‘벌써 E 이 .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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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벌써’와 ‘아직은’의 쌍대 관계를 그림으로 보인 것이다. 다음으 

로 이들이 쌍대 관계임을 문장의 부정 관계를 통해 보인다 

(69) p: 그 차는 고장이 다 

「 그 차는 벌써 고장이다. 

L 그 차는 아직은 고장이 아니다 

드. 그 차는 아직은 고장이다. 

2 그 차는 벌써 더 이상 고장이 아니다 

위의 예문에서 보면 (69L )은 (69，)을 외적 부정한 문장이다. 이 문장을 다시 

내적 부정하연 (69c )이 된다 따라서 (69，)과 (69c)은 외적 부정과 내적 부 

정을 한 번씩 한 쌍대부정의 문장이 된다， 이 예는 화자의 부정적 평가를 보여 

주는 문맥에서 ‘별써’와 ‘아직은’의 쌍대 . 관계를 보이는 것이고， 다음의 예에서 

는 긍정적 평가 시점에 이 부사들의 쌍대 관계를 나타낸다 

(7이 p. 그 사람은 운전할 수 있다. 

「 그 사람은 벌써 운전할 수 있다. 

L 그 사람은 아직은 운전할 수 없다， 

드 그 사람은 아직은 운전할 수 있다 

己 그 사람은 벌써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다. 

위의 예에서와 같이 화자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도 ‘벌써’와 ‘아직은’의 쌍대 관계 

는 여전히 성 립한다 화자의 심리적 평가 다시 말해， 표현적 의미가 결합되더라 

도 진리조건에 의한 쌍대 관계는 변함이 없다. 다음의 질문-응답 검사를 통해 

‘벌써’와 ‘아직은’이 쌍대 관계임을 보자. 

(71) , 그 차는 벌써 고장이니? 

L 아니 아직은 고장이 아니야. 

(72) , 그 사람은 벌써 운전할 수 있니? 

L 아니， 아직은 운전할 수 없어. 

(71) , (72)에서 ‘벌써’와 ‘아직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질문-웅답의 관계로 성 립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부사 쌍이 쌍대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5.3 .. 드디어’와 ‘아직도’의 쌍대 관계 

‘드디어’가 갖고 있는 심리적 의미는 상황의 변화가 너무 늦게 되었다는 것이 

다 ‘아직도’는 상황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바라지 않던 바라는 부정 적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 근거하여 표현적 의미를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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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드디 어 (μ， p)’/ ‘아직 도 안(μ， p)’ 

표현적 의미 . ‘드디어’를 사용할 때는 p가 지연되는 것이 달갑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도 안’을 사용할 때도 p가 

지연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74) ‘아직도(μ， p) ’/ ‘드디어 더 이상 안(μ， p)’ 

표현적 의미 : ‘드디어 더 이상 안’을 사용할 때는 not-p가 지연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도’를 사용할 

때도 not-p가 지연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된다. 

드디어 

님 ̂ ~ , 。

τ; 
쌍대부정 

7 
아직도 

아직도 안 / 쌍대부정 \ 댁어 E 。 상 안 
〈그림 5) 

‘드디어’/‘아직도’는 쌍대이다. 다음 예문들의 부정관계를 통해 ‘드디어’와 ‘아 

직도’가 쌍대관계임을 보일 수 있다. 

(75) p 철수는 잔다 

「 철수는 드디어 잔다 

」 철수는 아직도 잔다. 

E 철수는 아직도 안 잔다. 

2 철수는 드디어 더 이상 안 잔다. 

(75 , )-(75 L ) , (75c)-(75己)은 외적 부정， (75 L )- (75c ), (75 ， )-(752)은 내정 

부정 관계이므로 (75)의 ，-드， L-2은 쌍대 관계이다. 

(76) ' . 철수는 드디어 갔니? 

L 아니. 아직도 안 갔어. 

(77) ' . 칠수는 드디어 자니? 

L 아니. 아직도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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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와 ‘아직도’는 서로 쌍대 관계이므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문과 웅 

답의 쌍으로 나타내어도 자연스러운 화답이 된다. 

6.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어 상 부사 ‘이미’와 ‘아직’의 상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 

로 그들이 쌍대 관계라는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쌍대 관계는 어떤 언어 표현이 외적 부정과 내적 부정을 한 번씩 

함으로써 다른 언어 표현을 얻을 때 그 표현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미’와 ‘아 

직’이라는 부사에 주목하여 이들이 쌍대 관계임을 밝히기 위해 2장에서는 쌍대 

성의 개념을 영어의 every와 some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주요한 이론적 기준이 된 Löbner의 독일어 schon과 noch에 대한 설 

명을 요약하였다， 

3장에서는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상의 상적 특성 및 시제/상들과의 연관 

관계 하에 우리가 논하고자 한 ‘이미’와 ‘아직’의 상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미’는 완료상， 계속상， 상태상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결합하면 

서 완료상을 나타내 주는 상 부사로 기능하며 반연 ‘아직 ’은 미완료상을 나타 

낸다. ‘이 미 ’는 동작의 완료와 더불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상과 결합할 수 

있으며 달성동사나 완성동사의 과거형과도 결합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가 상 

적인 종착점 이 하나라도 있으면 만족되는 존재양화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하였다. 또， 진행상이나 계속상을 나타내는 통사 형태와도 결합이 가 

능한데 이 때에는 사건의 종착점 도달 여부가 아닌 사건의 시작 여부가 관건이 

된다 계속의 의미를 갖는 동사 형태들이 존재적인 ‘이미’와 어올릴 수 있는 것 

은 시작 부분의 위상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반연 항시적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형’은 ‘이미’와 결합하지 못한다 ‘아직’의 경우는 사건의 시작이나 종료 후 

의 결과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지속에서 위상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 

므로 지속되는 사건이 부정이 되는 상태로 전환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아 

직’은 사건의 위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펌을 나타내는 상 부사이다 

그러한 ‘이미’와 ‘아직 ’의 상적 특성에 대한 기술을 토대로 3.2.에서는 이들의 

쌍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 미 ’와 ‘아직’의 상적 특성올 기초로 하여 

진리조건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해 일반 양화사 이론의 해석을 확장하여 ‘이미’ 

는 존재 양화사로 ‘아직’은 전칭 양화사로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미 ’가 

존재 양화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적인 종착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점에서이며， ‘아직’은 사건의 시작 후에 사건 진행중의 시구간이 

전칭적인 시점들로 구성되어 계속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전칭양화적이다 

즉 ‘이미’와 ‘아직’의 쌍대 관계란 영어의 every와 some처럼 전칭 양화사와 존 

재 양화사의 부정 관계로서 설명된다 3.3.에서는 이 부사들이 쌍대 관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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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타나는 언어 현상들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이미，’ ‘아직’의 유의어들 

로서 화자의 심리적 평가가 결합되는 부사들을 제시하고 이들의 가능한 쌍대 

관계를 설정하였다. ‘별써’와 ‘아직은’ ‘드디어’와 ‘아직도’가 그들이다 결론적으 

로 ‘이미’와 ‘아직’은 본래 갖고 있는 기술적 의미 즉 진리 조건적 의미를 중심 

으로 하여 쌍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쌍대성으로 인해 이 

부사들은 한 문장 내에 같이 쓰일 수 없으며 ‘이미’가 조사와의 결합이 용이하 

지 않음에 반해 ‘아직’은 조사와의 결합이 용이하다. 또한 이들은 같은 단조성 

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술어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과거시제를 나 

타내는 표현과는 ‘이미’만이 결합가능하며 ‘아직’이 결합할 때는 반드시 부정문 

이어야 한다 반면 현재시제에서 계속상이나， 상태상을 나타내는 서술어와는 

‘이미’나 ‘아직’이 모두 결합 가능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요하게 언급하는 점은 ‘이미 ’ ‘아직’의 유의어들인데 이들이 또 

다른 쌍대 관계의 쌍으로 성립되는 것은 Löbner의 지적대로 표현적 의미가 결 

부되지만 그것이 진리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드디어’와 ‘아직 

도’는 상황변화의 지연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포함되고， ‘벌써’와 ‘아직 

은’은 상황 변화가 화자의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짐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아직’을 근간으로 하여 여기에 특수조사 ‘-도’와 ‘-은’이 결합 

한 경우만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조사가 ‘이미’와 

달리 ‘아직’과는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그 의미가 화자의 심리라는 측연에서 차 

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 중 하나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앞서도 언 

급한 바 ‘이미，’ ‘아직’과 같이 상을 나타내는 부사들 중 이러한 쌍대 관계를 보 

일 만한 여러 부사들이 존재할 것이다. 또 부사뿐 아니라 익히 알려진 대로 기 

동상을 나타내는 ‘-기 시작했다’와 계속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의 관계도 쌍대 

관계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상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을 중심으로 

쌍대 관계를 찾고 그로 인한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까지 양화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쌍대 

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 개념에 대한 연구와 한 

국어 연구에의 적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어의 설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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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ality Between Aspectual Adverbs imi 
‘already ’ and acik ‘still ’ in Korean 

Seohyun 1m and Chungmin Le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duality in Generalized Quantifier 

Theory and apply it to some aspectual adverbs in Korean. Specifically, we 

argue that a du머 relation holds between imi ‘already’ and acik ‘s till ’ in 

Korean. We attempt to show how the as야ctual features of these adverbs 

are related to those of verbs. Imi is a perfective aspectual adverb, whereas 

Qαk is an imperfective one. Adopting Löbner ' s Phase Quantification Theory, 
we demonstrate that imi is an Existential Quantifier and acik a Universal 

Quantifier. T hese adverbs are duals of each other like some and every in 

English 

(1) A = Yeng hí-nun ku chayk-ul 1l11l sa- ess-ni? 

Yenghi -Nom that book-Acc already buy-PAST-Intro 

B am, acik an-sa-ess-e 

No, still not-buy-PAST-DEC 

However, there are other aspectual adverbs that are similar or related to 

!m! and acik in meaning. For those, we propose further dual pairs, as done 

by Löbner for German adverbials. T hey are pelsse ‘already ’/acikW1 'sti ll

ContrTOP’ and tutie ‘finally’/acikto ‘sti ll -even’. Those dual pairs have the 

S없ne truth- condi tions as imi and acik but addi tionaUy reflect spe빼er’s 

attitude in different contexts. In sum, we propose three dual pairs-imi/acik, 
pelsse/acik-un, tutie/aci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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