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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어 상태변화 구문 
‘-어지다’와 ‘-게 되다’ 연구

유 연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어지다’ 및 ‘-게 되다’ 구성의 기본 의미를 상태변
화로 간주하고, 이들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어지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어지다’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
국어 형용사의 특징과 의미 유형에 따라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다양한 상태
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다. 본고에서는 형용사
의 의미에 따라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나타내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제시하
였다.

‘-어지다’ 구성은 형용사 및 타동사와 폭넓게 공기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사
와의 결합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어지다’가 자동사와 공기하는 것
이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를, 자동사와 ‘자동사+-어지다’의 어휘상적 의미 및 논
항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쓰여지다’, ‘보여지다’ 
등의 표현들은 피동사 ‘쓰이다’, ‘보이다’가 다시 피동 구성 ‘-어지다’와 결합하는 
이중피동표현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쓰여지다’, ‘보여지다’와 같은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쓰이다’, ‘보이다’와 동일하지 않으며, 피동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피동사에 ‘-어지다’를 첨가하는 것도 아니다. 본고에서는 
‘-어지다’가 가지는 어휘상적인 특징으로 이와 같은 소위 이중피동표현을 다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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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게 되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형용사+-어지다’와 ‘형
용사+-게 되다’가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구문으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많아지다’, ‘높아지다’와 같은 어휘는 표제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의 
풀이는 ‘많게 되다’, ‘높게 되다’로 되어 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형용사+-어지다’
와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공통점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구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상태변
화 구문의 차이점을 밝히려 하였다.

한편으로,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와 같은 ‘동사+-게 되다’ 구문은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는 이 문장들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게 되다’가 ‘예정, 예정상’
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예정된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관
찰되며, 이미 실현된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동사+-게 
되다’ 구문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게 되다’로 인해 생기는 것
이 아니라고 보며, 이를 ‘-게 되다’에 선행하는 내포문이 나타내는 사건과 명제
의 두 가지 의미 범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건 범주를 나타내는 문장과 결합할 때에는 ‘-게 되다’ 구성이 완망상의 상적
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게 되다’의 완망상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게 되다’가 여러 어휘상 유형, 어미, 그리고 보조용언과 결합하는 양상을 분석
하였다. 우선, ‘-게 되다’가 여러 어휘상 유형과 모두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
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게 되다’가 결합되는 동사구의 내부 구조를 분석
하지 않고 동사구가 표현하는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게 되다’는 비완망상의 의미를 가지는 ‘-면서’, ‘-고’, ‘-는다’, ‘-고 있다’ 
등과는 공기할 수 없으며, 완망상의 의미를 가지는 ‘-고’나 사건의 내부 과정을 
분석하지 않는 ‘-어 있다’와는 자연스럽게 공기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
게 되다’가 완망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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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다’ 구성과 ‘-게 되다’ 구성에 대한 의미 해석의 혼란스러움과 소위 이
중표현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들 구문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어지다’, ‘-게 되다’, 상태변화, 극성변화, 척도변화, 어휘상, 완망상,
의미 범주, 사건, 명제

학  번: 2011-3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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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적과 대상
현대 한국어 연구에서 ‘-아/어 어지다’(이하 ‘-어지다’)와 ‘-게 되다’ 구성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고에서는 ‘-어지다’ 및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상태변화로 간주하고, 이들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어지다’ 및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어지다’의 의미 기능부터 살펴볼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어지다’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낸다는 것
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 형용사의 특징과 의미 유형에 따라 ‘형용사
+-어지다’ 구문1)이 다양한 상태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
이 없다. 다음 (1)을 보자. 

(1) 가. 철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나. 철수의 손이 차가워졌다.
다. 철수의 마음이 불안해졌다.
라. 철수의 머리숱이 많아졌다. 
마. 철수의 피부가 좋아졌다.
바. 철수의 키가 커졌다. 

(1)의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모두 주어 대상의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문장들에서 의미 차이가 발견된다. (1가)-(1다)의 ‘빨개지다’, ‘차가워지다’, ‘불안해
지다’는 각각 [-빨갛다]→[+빨갛다], [-차갑다]→[+차갑다], [-불안하다]→[+불안하

1)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용언+-어지다’, ‘용언+-게 되다’를 ‘용언+-어지다’ 구문, ‘용
언+-게 되다’ 구문이라고 부르고, ‘-어지다’, ‘-게 되다’를 ‘-어지다’ 구성, ‘-게 되다’ 구성이
라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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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상태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1라)-(1바)의 ‘많아지다’, ‘좋아지다’, ‘커지
다’가 사용되는 문장들은 주어 대상의 예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변화 양
상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형용사의 의미에 따라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나타내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어지다’ 구성은 형용사 및 타동사와 폭넓게 공기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
사와의 결합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어지다’가 자동사와 공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를, 자동사와 ‘자동사+-어지다’의 어휘상적 의미 및 논항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쓰여지다’, ‘보여지다’ 등의 표현들
을 피동사 ‘쓰이다’, ‘보이다’가 다시 피동 구성 ‘-어지다’와 결합하는 이중피동표현
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쓰
여지다’, ‘보여지다’와 같은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쓰이다’, ‘보이다’와 동일하지 않으며, 피동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피동
사에 ‘-어지다’를 첨가하는 것도 아니다. 본고에서는 ‘-어지다’가 가지는 어휘상적인 
특징으로 이와 같은 소위 이중피동표현을 다시 해석할 것이다.

셋째, ‘-어지다’가 타동사와 결합하기 전후의 어휘상적인 의미 변화를 관찰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어지다’가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할 때의 의미 관련
성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게 되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가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구문으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많아지다’, ‘높아지다’와 같은 어휘
는 표제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의 풀이는 ‘많게 되다’, ‘높게 되다’로 되어 
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공통점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구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상태변화 구문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동사+-게 되다’ 구문이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은 ‘-게 되다’ 구성이 ‘예정, 예정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해 왔
다. 다음 (2)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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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다.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2)의 문장들은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게 되다’에 ‘예정, 예정상’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2)의 문장들은 예정된 사
건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미 실현된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2)와 같은 ‘동사+-게 되다’ 구문
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게 되다’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
단하며, 이를 ‘-게 되다’에 선행하는 내포문이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 범주로 설명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본고에서는 ‘동사+-게 되다’ 구문에서 ‘-게 되다’ 구성이 완망상의 문법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게 되다’의 완망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는 ‘-게 되다’가 여러 어휘상 유형, 어미, 그리고 보조용언과 결합하는 양상을 분석
할 것이다.

‘-어지다’ 구성과 ‘-게 되다’ 구성에 대한 의미 해석의 혼란스러움과 소위 이중표
현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들 구문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예문은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1200만 어절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추출하였다. 간혹 적절한 예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필자가 만들어낸 예문
을 이용하였다. 

1.2. 연구사 개관
기존 한국어학 연구에서 언급한 ‘-어지다’ 구성의 기본 의미 기능은 크게 ‘피동’, 

‘기동(inchoative)’, 그리고 ‘변화, 상태변화’로 나뉠 수 있다. 
‘-어지다’가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최현배(1937) 등 한국어학 연구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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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논저들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나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의 
의미를 ‘피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쓰여지다, 잡혀지다’와 같
은 이중피동의 문제도 초래한다. 따라서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간주하
면서 형용사 및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에 따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보는 견해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
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하는 모든 ‘-
어지다’를 일괄적으로 피동화로 처리하는 입장이다(김차균 1980, 최규수 2005 등). 
둘째는 타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를 ‘피동’의 의미로 처리하는 반면에 형용사 및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를 상태변화로 처리하여 두 경우로 구분하는 입장이다
(배희임 1986, 남수경 2007 등). 

‘-어지다’가 여러 종류의 용언들과 공기할 때의 의미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는 크게 ‘기동’과 ‘변화, 상태변화’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기동으로 보는 측은 이상억(1970/1999), 우인혜(1992) 등이 있다. 이상억(1999: 
171)에서는 ‘-어지다’를 피동화의 요소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어지다’ 구문이 기동을 나타낸다고 본 논의이다. 우인혜(1992: 50)에서는 
용언 ‘지다’가 가지는 ‘생김’의 의미를 바탕으로 ‘-어지다’ 구성의 기본 기능을 기동
상 또는 기동화라고 보아야 함을 논술하였다. 즉 ‘-어지다’ 구문은 그 선행 용언으로 
하여금 기동상을 드러내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동상적 기능은 
선행 용언이 형용사일 때뿐만 아니라, 자동사나 타동사일 때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새로운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상태의 시
작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기동이라는 의미는 어떤 대상(theme)이 상태변
화가 일어날 때의 변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어지다’의 기능을 기동으로 
볼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6에서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어지다’가 여러 유형의 용언과 결합할 때의 기본 의미를 ‘변화, 상태변
화’로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손세모돌(1996), 이정택(2001/2004), 전영철
(2008) 등이 있다. 이정택(2001)에서는 15세기부터의 ‘-어지다’의 통시적 변천에 대
해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 변화에 대해 관찰하고, ‘상태변화’가 ‘-어지다’의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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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라고 판단하였다. 손세모돌(1996:251)에서는 우선 ‘-어지다’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타동사를 선행어로 하는 경우로 매우 제약된 경우라고 지적하였다. 
‘-어지다’는 타동사 이외의 용언을 선행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형용사와는 
거의 제약 없이 결합이 가능하다. 형용사에는 근본적으로 피동의 뜻이 표시될 수 없
다. 따라서 ‘-어지다’를 피동 보조동사로 처리하는 것은 더 많은 부분에 대해 눈감아 
버리는 결과가 된다. 의미 기능 가운데 적은 기능만을 부각시켜 하나의 범주로 세우
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하나의 기본 의미로 삼아야 된다면 다
른 쪽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것, 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쪽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며, 이런 점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변화’가 피동이나 기타의 
의미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영철(2008)
에서는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는 데에 여러 유형의 용언과 결합할 때의 공
통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상태변화’로 
처리한 바가 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은 크게 ‘피동’, ‘예정상’, 
그리고 ‘상태변화’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보는 견해부터 살펴보자. 최현배
(1961), 최규수(2005), 고영근·구본관(2008) 등이 이러한 견해에 속한다. 최현배
(1961: 400)에서는 타동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 구성은 피동표현인 반면에 자동사
나 형용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 구성의 경우는 피동표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한, ‘-게 되다’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일부 예는 피동과 무관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얼음이 녹아서 얼음지치기도 못하게 되었다.’의 의미를 ‘절로 됨’으로 설
명하고 있다. 즉 얼음이 녹아서 자연스레 일어난 일로 피동과는 무관한 상황을 나타
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규수(2005)에서는 ‘되다’의 피동성을 강조하며, 타동사, 자동
사, 그리고 형용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 구성이 모두 피동표현이라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최규수(2005: 106-108)에서 ‘철수가 영이를 책을 읽게 했다./영이가 (철수
에 의해) 책을 읽게 되었다.’, ‘영이가 물을 흐르게 한다./물이 (영이에 의해) 흐르게 
된다.’, ‘영이가 화면을 어둡게 했다./화면이 (영이에 의해) 어둡게 되었다.’와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게 되다’가 사용되는 문장을 ‘-게 하다’가 쓰인 문장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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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문으로 보았다. 또한, 고영근·구본관(2008: 102)에서는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
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면서 ‘-게 되다’를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보
조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어서 ‘-게 되다’를 ‘예정상’으로 처리하는 견해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논의는 고
영근(1986/2004), 민현식(1990) 등이 있다. 고영근(1986: 110)에서는 ‘저도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면서 ‘-게 되다’를 예정상을 나타내는 통사구조
로 제시하였다. 즉 어떤 행위가 발화시 현재 예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현식(1990: 27)에서는 상과 시간부사를 논의하는 데에 고영근(1986)과 같
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게 되다’를 예정상을 가지는 구성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으로 고영근(2004: 306)에서는 ‘-게 되다’의 ‘피동’의 의미를 인정하면서, ‘-게 되다’ 
구성을 ‘피동성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부 ‘용언+-게 되다’ 구문이 예정의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용언+-게 되다’ 구문이 나타내는 예정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또한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본고의 뒷부분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은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변화’, ‘상태변화’로 보는 견해이다. 서정수
(1991), 전영철(2008), 김정남(2009) 등이 있다. 서정수(1991)에서는 ‘-게 되다’의 
의미를 ‘이루어짐’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이 ‘변성’, ‘성취’, ‘완성’, 그리고 ‘기준에 이
름’, ‘기준에 맞음’ 등의 구체적인 용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변화, 상태변
화’는 바로 ‘새로운 상태나 상황의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전영철(2008: 94)에
서는 ‘-게 되다’의 의미가 선행 내포문이 표현하는 상황 전체에 대해 작용함을 가리
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내포문이 표현하는 상황으로 상태변화가 이루어짐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남(2009: 66-67)에서는 전영철(2008)의 
논의에 동의하면서 ‘-게 되다’의 기본 의미는 ‘피동’보다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디어 범인이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는 ‘잡
다’의 피동사 ‘잡히다’가 사용된 피동 구문에 다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되
다’가 통합한 구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게 되다’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있어 
굳이 ‘상태’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변화’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태’라는 개념을 쓸 경우 혹여 ‘되다’의 의미 영역이 형용사에만 국한되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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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써 기존 연구에서 ‘-어지다’ 구성과 ‘-게 되다’ 구성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구성들의 기본 의미 기능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많은 논란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다른 연구 방법과 관점에서 ‘-
어지다’ 구성 및 ‘-게 되다’ 구성의 의미 기능을 살필 것이며, 이들 구성이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할 때의 의미 관련성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목적을 밝힌 다음에, 기존 선행 연구에 대해 간략하

게 검토한다.
2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상태변화 구문의 개념을 제시하고, 상태변화 구문

을 살피는 데에 바탕이 되는 이론들을 소개한다. ‘-어지다’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용언이 ‘-어지다’와 결합하기 전후의 어휘상적인 특징과 논항 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어휘상 및 논항 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먼저 소개한다. ‘-게 되다’의 
의미를 살피는 데에 주로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 범주와 문법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는 문장이 나타낼 수 있는 사건과 명제의 두 가지 의
미 범주를 살펴보고, 문법상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어지다’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어지다’가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어지다’가 형용사를 선행어로 할 때에는 형용
사의 의미에 따라 다양한 상태변화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자동사 
및 타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하기 전후의 어휘상적 특징과 논항 구조의 변화를 분
석함으로써 ‘-어지다’의 기본 의미 기능을 밝힌다. 또한, 앞서 밝힌 ‘-어지다’의 의미 
기능으로 소위 ‘접미 피동사+-어지다’의 이중피동 현상을 재해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게 되다’ 구성의 기본 의미 기능을 밝힌다. 우선, ‘-어지다’와 ‘-게 되
다’가 모두 형용사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내는데,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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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다’의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게 되다’가 동사 구문
을 내포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게 되다’ 구성이 동사 구문을 내포할 때 문장이 중
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보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과 명
제의 두 가지 의미 범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게 되다’는 완망상 기능을 가진
다는 것을 보이고, 기존 연구에서 완망상 기능을 가지는 구성으로 언급된 기타 보조
용언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5장은 결론으로 본고의 주요 논의를 정리하고,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남은 문제
들을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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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상태변화 구문
2.1.1. 상태변화의 범위

기존 연구에서는 ‘-어지다’ 및 ‘-게 되다’ 구성의 기본 의미를 논의할 때에 ‘상태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의가 있고(이정택 2004, 전영철 2008), ‘상태’라는 단
어를 쓰지 않고 ‘변화’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손세모돌 1996, 김정
남 2009).

김정남(2009: 61)에서는 ‘-게 되다’의 기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상태’
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변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태’라는 단
어를 쓸 경우 혹여 ‘되다’의 의미 영역이 형용사에만 국한되거나 하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였다. 손세모돌(1996: 252)에서는 ‘-어
지다’ 구성의 기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변화’의 의미가 더 폭넓게 나타난
다고 하며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변화’로 보고 있다.

이 구성들의 기본 의미를 논의하는 데에 상태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의로는 
이정택(2004), 전영철(2008)이 있다. 이정택(2004: 126-131)에서는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모두 상태변화로 보고 있다. ‘-
어지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하나같이 상태변화와 관련된다고 하였
다. 그런데 이때의 상태변화는 주어의 생성과 소멸을 포함한 주어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주어와 그를 둘러싼 환경 사이의 관계 변화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지다’와 자동사 사이에 분명한 제약 현상이 있는 것도 ‘-어지다’가 가지는 
상태변화의 의미로 볼 때 무난히 설명된다고 하였다. 자동사가 이미 주어의 상태변
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상태변화를 표시하는 ‘-어지다’를 결합시킬 이유
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 타동사와 ‘-어지다’의 결합으로 구성된 서술어
2) 본고에서 후술하겠지만, 이정택(2004)에서 논의하는 주어의 상태변화를 표현하는 자동사는 [+

종결성]을 가지는 자동사 유형이다. [+종결성]을 가지는 자동사는 이미 주어의 상태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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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어의 상태변화를 표현한다고 하면서, 다음 (1), (2)를 제시하였다. 

(1) 가. 옷걸이가 너무 작게 만들어졌다. 
나. 엄청난 양의 한약재는 결국 불태워지고 말았다. 

(2) 가. ?개똥이의 머리가 건드려졌다. 
나. ?철수는 순희의 등이 밀어졌다. 

(1)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반면에 (2)가 어색해지는 것은 타동사 어간에 이어
지는 ‘-어지다’의 의미 기능인 상태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지다’와 어울려 
적격한 문장을 만드는 (1)의 타동사들은 목적어에 뚜렷한 상태변화를 야기하는 특성
을 가진 반면, (2)의 타동사들은 목적어에 상태변화를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영철(2008: 81)에서는 ‘-어지다’와 ‘-게 되다’의 기본 의미로 상태변화를 부여하
고 있으며, 상태변화를 부정의 상태가 긍정의 상태로 변했거나 혹은 그 반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정택(2004), 전영철(2008)의 논의에 따라 ‘-어지다’와 ‘-게 되다’의 
의미를 논의하는 데에 상태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의 상태변화는 대
상(theme)에게 일어나는 속성, 형태 등 일반적인 상태변화뿐만 아니라, 대상이 참여
하는 사건, 즉 상황의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즉 ‘어떤 상태나 상황의 변
화’, ‘어떤 상태나 상황이 이루어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태변화 구성이 형용사와 공기할 때에는 대상 ‘속성의 변화’를 나타
낸다. 예를 들어 ‘철수의 얼굴이 빨개졌다.’는 철수 얼굴의 속성이 [-빨갛다]에서 [+
빨갛다]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날씨가 더워졌다.’는 날씨의 속성이 [-덥다]에
서 [+덥다]의 상태로 변함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상태변화 구성이 동사와 공기할 
때에는 대상이 참여하는 사건, 즉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타내고 있으며, 같은 상태변화 기능을 가지는 ‘-어지다’와 공기하는 것이 어색하다. 그런데 [-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자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는 상태변화 기능을 
하는 ‘-어지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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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절로 걸어졌다.’는 어떤 대상이 ‘정지된 상태’에서 ‘걷는 상태’로 변했음을 나타
내며, ‘웃고 싶은데 웃어지지 않는다.’는 ‘웃지 않은 상태’에서 ‘웃는 상태’로 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대상에 일어나는 변화는 대상의 속성의 변화
가 아니라, 대상이 참여하는 어떤 상황의 변화이다.

상태변화 구성이 형용사와 결합하여 변화를 나타낼 때에는 ‘대상 속성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동사와 결합하여 변화를 나타낼 때에는 ‘대상이 참여하는 어떤 상황
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대상에 일어나는 속성의 변화와 대상
이 참여하는 상황의 변화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태변화라고 부르고자 한다.3) 

또한 후술하겠지만 본론에서 ‘-어지다’와 ‘-게 되다’의 의미를 살펴볼 때, 선행 용
언을 형용사 및 동사로 나누어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어지다’ 및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나 상황의 변화’, ‘어떤 
상태나 상황이 이루어짐’으로 기술할 것이다. 

2.1.2. 상태변화와 피동

상태변화는 피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관관계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박성종 1984, 손세모돌 1996, 전영철 2008 등). 이정택(2004: 10)에서는 “피
동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등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의 다른 힘에 의해 작용
을 입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4) 피동문에서의 피동주(patient)는 행동주
(agent)의 영향을 입어서 상태변화를 겪는다. 피동은 변화를 겪는 대상이 행동주의 
작용을 입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에 비해 어떤 대상에 상태변화가 일어날 때, 특정 
행동주의 영향에 기인한 변화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3) 조민정(2001), 홍윤기(2002), 남승호(2007) 등의 논의에서도 어휘상, 상황유형(situation 
types)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이와 같은 ‘걷지 않은 상태’에서 ‘걷는 상태’로의 변화를 상태변화
라고 하고 있다.

4)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피동의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수경 2011: 34 참조)
   가. 남의 힘을 입어 되는 움직임(최현배 1937)
   나. 행동주의 가치 저하, 탈행동성(임홍빈 1978)
   다. 동작성의 약화, 과정성의 강화(김차균 1980)
   라. 동작 또는 상태변화를 입어 그로 말미암은 상황 또는 상태에 이름의 표현(주체적 동작성의 

상실 또는 과정성의 부여) (박성종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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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종(1984: 15)에서는 다음 (3)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이 문장에서 대상에 
상태변화가 일어났지만 피동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3) 여보, 이 술잔 언제 깨졌어?

박성종(1984: 15)에서는 (3)과 같은 경우는 ‘동작의 입음’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고 하며, 술잔이 ‘깨다’라는 동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파열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아
울러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손세모돌(1996)에서는 ‘-어지다’ 구성에 대해 논의할 때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손세모돌(1996: 251)에 의하면 ‘-어지다’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제약
적이다. 이는 타동사를 선행어로 하는 경우로, 이때에도 모두 피동의 뜻으로 해석되
는 것은 아니다. ‘-어지다’는 타동사 이외의 용언을 선행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
히 형용사와는 거의 제약 없이 결합이 가능하다. 형용사에는 근본적으로 피동의 뜻
이 표시될 수 없다고 하며, 이런 점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변화’가 피동이나 
기타의 의미들을 포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영철
(2008: 81)에서는 상태변화와 피동의 긴밀한 관계를 영어, 아르메니아어(Modern 
Eastern Armenian), 칸나다어(Kannada)의 예를 통해 알아보고, 상태변화를 의미하
는 구문은 피동의 의미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피동문에서는 피동주가 행동주의 영향을 받아 상태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반대로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구문을 모두 피동문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
이다. 

2.2. 어휘의 의미 구조
어휘의 상적인 의미(aspectual meaning)와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는 어휘 

의미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상적 
의미와 논항 구조는 서로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면서, 이 두 가지 의미 요소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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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의미 합성에서 중요한 성분을 이룬다. 본고에서는 ‘-어지다’ 구성의 의미 기
능을 살필 때, 용언이 ‘-어지다’와 결합하기 전후의 어휘상적인 특징과 논항 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어지다’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2.2.1. 어휘상

동사의 어휘상(lexical aspect)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Vendler(1967)의 논의가 바탕이 되어 왔다. 그 후에 Comrie(1976), Dowty(1979), 
Smith(1991) 등은 Vendler(1967)의 논의의 상당부분을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Vendler(1967: 97)에서 동사를 상태(state)동사, 행위(activity)동사, 완성
(accomplishment)동사, 그리고 달성(achievement)동사의 네 가지 상적 유형으로 세
분하였다. 또한 이 네 가지 어휘상 유형은 일반적으로 [역동성(dynamic)], [지속성
(durative)], [종결성(telic)]의 의미 자질에 의해 구분된다.5) 이 네 가지 어휘상 유형
이 내포하는 의미 자질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가. 상태(state)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나. 행위(activity)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다. 완성(accomplishment)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라. 달성(achievement)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6)

Vendler(1967), Comrie(1976), Dowty(1979), Smith(1991) 등의 논의를 적용한 최
근의 한국어 연구로는 박덕유(1998), 조민정(2001), 홍윤기(2002), 남승호(2004), 
5) 영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설정된 상적자질은 다음과 같다. (조민정 2001: 51 참조)
  a. Vendler(1967): [process], [definite], [momentary]
  b. Dowty(1979): [change], [definite], [complex]
  c. Mourelatos(1981): [states], [process], [punctuality]
  d. Carlson(1981): [moment], [progressive], [durative]
  e. Bach(1986): [states], [process], [moments]
  f. Smith(1991): [stative], [telic], [duration]
6) Smith(1991)에서는 Vendler(1967)의 논의를 발전시켜 ‘상태동사’, ‘행위동사’, ‘완성동사’, ‘달성

동사’ 외에 ‘순간(semelfactive)동사’를 추가하여 동사의 어휘상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어휘상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Vendler(1967)의 논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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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신(2006) 등이 있다. 조민정(2001: 15), 홍윤기(2002: 14)에서는 
Vendler(1967), Comrie(1976), Dowty(1979), Smith(1991) 등에서 제시한 상적 의미 
자질 및 어휘상 유형에 관한 이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서 
본고에서 논의하게 될 상적인 의미 자질 및 어휘상 유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역동성]의 의미 자질을 보자. 역동적이냐 정적이냐 하는 구분은 가장 기
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태는 정적이고, 사건은 역동적이다. [-역동성]을 가지는 
상태동사는 가장 간단한 어휘상 유형으로 그 내부의 시간적 도식에서 보면, 구분되
지 않는 순간들의 단계로만 구성되고 끝점은 없다. 정적인 상태는 상태의 지속에 노
력이 필요 없는 반면에 역동적 상황은 끊임없이 행동주에 에너지를 주입한다. [+역
동성]의 유형은 사건을 움직이는 힘을 포함하고 활동과 변화가 있다. 이것은 구분되
지 않는 순간들이 아니라, 변화를 가진 단계들로 구성된다. [+역동성]을 가지는 사
건은 명령문, 그리고 방식, 태도와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어울린다. 

다음은 [±지속성]의 의미 자질이다. 어떤 사건은 지속적이고 어떤 사건은 순간적
이다. 지속적인 사건은 직·간접적으로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어울리며, 기간을 
뜻하는 부사어 ‘T-동안’ (‘for-T’) 등의 형식과 잘 어울린다. 또한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으며 사건 내부의 지속 과정을 드러낸다. 이에 
비해 순간적 상황의 핵심 특징은 지속 기간이 없다는 것이다. [-지속성]의 사건이 
‘T-동안’과 ‘-고 있다’ 구성과 공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건 내
부 과정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적인 의미 전이가 일어나 예비 과정의 
지속이나 순간 사건의 반복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3.2.5.1에서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 다시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종결성]의 의미 자질을 보자. [+종결성]을 가지는 유형은 사건의 
결과나 끝점에 도달하는 상태의 변화를 수반한다. [+종결성]을 가지는 사건은 목표
점을 향해 나아가고 목표점에 도달되었을 경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건은 종결
된다. 이때 목표점은 종결성을 가진 사건에 있어 본질적인 것으로서 사건의 끝점을 
구성한다. 이에 비해 [-종결성]을 가지는 사건은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끝점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종결성이 없는 사건은 자의적인 끝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시간에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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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시간 소비를 나타내는 동사 ‘take’, ‘spend’와 관련된다. ‘take’는 [+종결성]을 
가지는 동사구와 공기하고, ‘spend’는 [-종결성]을 가지는 동사구와 공기한다. [+종
결성]과 [-종결성]의 구별은 가산명사(count noun)와 불가산명사(mass noun)의 구
별과 유사한 점이 있다. 종결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T-만에’(‘in-T’)와 어울린다.

이어서 상태동사, 행위동사, 완성동사, 그리고 달성동사의 네 가지 어휘상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상태동사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진다. 상태는 한 
순간 혹은 일정한 구간에서 정적인 상황을 일컫는다. 어떤 상태가 어떤 구간을 점유
하고 있다면, 그 구간의 모든 하위 구간에서도 동일하다. 상태 동사는 진행형과 공
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자세동사 제외). 상태 동사가 진행형에 쓰일 때에는 우
연히 발생하는 상황,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 동사구는 단순한 기간을 나타
내는 부사어와 잘 어울린다. 상태변화를 수반하는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형식이 
상태 동사구와 결합하면 문장은 상태변화로 해석된다. 형용사들은 모두 상태동사에 
속한다. 이 외에 ‘know, believe, love’ 등 심리 동사도 상태동사에 포함된다. 

행위동사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진다. 행위사건은 본질적인 끝
이 없다. 행위사건의 과정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되나, 그러한 과정은 주어가 끝
나고자 할 때 끝날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종결점을 가지지 않고, 임의적인 종결점만
을 가진다.7) 또한 이러한 행위사건의 과정은 역동적이며 지속적인데, 이러한 과정에
서 각각의 단계는 동일하다. 다시 말해, 과정이 지속되는 전체 시구간을 ‘I’라 하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 구간들을 I1,I2, I3, …In이라 할 때, 각각의 하위 구간에서 사태는 
동일하다. 이러한 특성을 균질성 조건이라 하는데, 이러한 균질성 조건에 의해 행위
동사구를 다른 동사구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다. 시간 부사어 ‘T-동안’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으며, ‘T-동안’이 사건의 지속 과정을 수식한다. ‘T-만에’와 결합하면 
사건의 시작을 의미한다. 즉 ‘T-만에’와 공기할 때에는 ‘T’가 사건의 내부 구조와 관
계없으며 사건이 시작하기 전의 시간을 나타낸다. 

완성동사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진다. 완성사건은 본질적인 종
7) 본질적인 종결점이란 동사의 어휘 의미가 가진 종결점인 반면, 임의적인 종결점은 행위의 주체

가 행위를 끝냄으로 도달되는 종결점이다. 예컨대, 행동주가 ‘걷는’ 행위를 1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한 시간을 ‘걷다가’ 끝낼 수도 있는데, 이 때 임의적인 종결점은 1분 후이거나 1시간 후에 
있게 된다. 반면, ‘가라앉다’라는 사건이 가진 본질적인 종결점은 주어가 ‘가라앉은 상태’에 도달
할 경우에만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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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상 유형 의미 자질 한국어 예

상태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많다, 높다, 날씬하다…
행위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걷다, 뛰다, 자다…
완성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가라앉다, 짓다, 외우다…
달성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도착하다, 끊다, 죽다…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는 사건이 종결점에 도달한 뒤 드러나는 결과 상태를 나
타낸다. 완성사건의 과정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단계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단
계들은 종결점을 향해 나아간다. 예컨대, ‘동생이 구구단을 외운다.’에서 동생이 구
구단을 외우는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외워야 할 구구단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사건
이 종결되면 구구단의 모든 부분이 다 외워진 상태에 도달한다. 이때 ‘구구단’은 완
성사건 속에서 한정적인 상태 변화를 경험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달성동사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진다. 달성사건은 순간적인 사
건이면서 상태의 변화를 초래한다. 달성사건은 과정과는 무관하며 사건의 이루어짐
은 순간적이다. 달성사건은 과정을 나타내는 형식과 공기할 수 있으나 과정의 지속
은 사건 자체와 분리된다. 즉 달성사건이 단순한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공기할 
때에는 사건 자체가 아닌 예비 단계나 결과 상태의 지속에 초점을 둔다. 달성사건은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시작과 동시에 종결되며, 사건 종결 후 종결된 상태가 
지속된다. 

각 어휘상 유형의 대표적인 한국어 예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Vendler(1967)에 따른 한국어 어휘상 분류

어휘상 유형의 통사적 특징 및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3.2.5.1에서 다시 자세히 살
펴볼 것이다. 

2.2.2. 어휘의 논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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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나 동사는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들이 있다. 
이러한 필수 성분들을 필수 보어라고 부른다. 술어의 보어는 대부분 명사구로 실현
되고, 언어에 따라 전치사구나 형용사구, 혹은 부사구로 실현될 수도 있다. 필수 보
어들은 통사적으로 술어와 맺는 관계, 즉 문법적 관계에 따라 주어, 목적어, 혹은 간
접 목적어 등으로 분류된다. 필수 보어는 술어와 통사적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미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보어의 의미역(semantic role)이라고 부
른다. 의미역에는 행동주(agent), 피동주(patient), 대상(theme), 처소(location), 도구
(instrument) 등이 포함된다. 

Fillmore(1971)는 어휘 의미론에서 술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에 논항의 의미역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영어의 동사 ‘break’와 ‘hit’가 어떤 의미 차이가 있고, 이들
이 어떤 통사적 차이를 야기하는지 밝히기 위해 이 두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의미역
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였다. Fillmore(1971)에서 다루어진 의미역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5) 행동주(agent), 반행동주(counter-agent), 대상(object), 결과(result), 
도구(instrument), 기점(source), 착점(goal), 경험주(experiencer)

위에서 ‘반행동주’는 ‘행동주’의 행위에 반하는 혹은 그것을 저지하는 개체를 가리
키며, ‘대상(object)’은 이후에 흔히 ‘theme’이라고 불리는 의미역으로서 이동하는 개
체, 혹은 처소 변화나 상태변화를 겪는 개체를 가리킨다. ‘결과’는 어떤 변화의 결과
로 존재하게 되는 개체를 가리키고, ‘도구’는 ‘자극’이나 ‘원인’을 포괄하는 의미역으
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역에 기초하여 Fillmore(1970)은 ‘break’ 부류의 동사들은 
[행동주, 도구, 대상]의 의미역을 취하고, ‘hit’ 부류의 동사들은 [행동주, 도구, 처
소]의 의미역을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승호(2007)에서는 Fillmore(1971)의 논의를 수용하여 한국어 술어의 논항 구조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남승호(2007: 6)에 의하면 어떤 술어의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란 그 술어가 문장을 구성하면서 요구하는 논항들의 수와 그 의미역 집합
을 말한다.8)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은 격틀(case frame)이라고 한다. 예
를 들면 다음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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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가다’: 논항 구조=[행동주A+착점G]
[진이가]A [학교에]G 갔다. 

나. ‘차다’: 논항 구조=[행동주A+피동주P]
[연이가]A [축구공을]P 힘껏 찼다. 

다. ‘지루하다’: 논항 구조=[경험주E+자극S]
[근이는]E [그 영화가]S 무척 지루했다. 

(6)에서 예시된 술어(동사, 형용사)는 모두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것들인데, 술
어에 따라 고유한 의미역 집합을 요구한다. 즉 ‘가다’는 [행동주+착점]의 의미역 집
합을, ‘차다’는 [행동주+피동주]의 의미역 집합을, ‘지루하다’는 [경험주+자극]의 의
미역 집합을 요구한다. 위에 제시한 술어가 모두 두 개의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한
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의미역이 서로 다르므로 논항 구조가 달리 표상된다. 이
러한 논항들이 통사적으로 어떠한 격을 취하면서 실현되는지를 살펴보면 의미와 통
사의 상관성이 드러난다.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은 격틀인데, ‘가다’의 두 
논항은 [행동주-가, 착점-에]로 실현되고, ‘차다’의 두 논항은 [행동주-가, 피동주-
를]로, ‘지루하다’의 두 논항은 [경험주-가, 자극-가]로 실현된다.9) 

술어가 하나 이상의 논항을 취할 때, 이들 논항 가운데 어느 것이 술어의 필수적
인 논항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수의적인 논항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통사 이론
에서도 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을 보어(complement)라고 하고, 수의적으
로 취하는 논항을 부가어(adjunct)라 하여 구분한다. 전통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은 필수 논항의 수가 하나(주어)인지, 아니면 둘(주어와 목적어)인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8) 여기에서 논항 구조는 해당 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들의 의미역으로 이루어진다. 따라
서 수의적인 논항은 제외되었다. 예를 들면, (6)의 술어는 모두 시간 논항이나 처소 논항을 수
의적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6)의 논항은 수의적이어서 그 의미역이 논항 구조에서 제외된
다. 

9) 의미역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남승호(2007)에서 제시한 분
류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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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장의 의미 구조
문장의 의미는 여러 층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게 되다’ 구성의 의미 

기능을 살피는 데에 있어서는 주로 ‘-게 되다’ 구성의 문법상 기능, 그리고 ‘용언+-
게 되다’ 구문이 나타내는 여러 의미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본론
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문법상과 문장의 의미 범주와 관련된 기본 논의를 정리한다. 

2.3.1. 문법상

문장의 상적인 의미는 어휘상(lexical aspect)과 문법상(grammatical aspect)의 합
성을 통해 해석된다. 어휘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용언에 내재된 상적인 자질에 따
라 상태동사, 행위동사, 완성동사, 그리고 달성동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문법상은 관점상(viewpoint aspect)라고도 하여, 용언에 결합되는 문법 형식을 통해 
실현되며 용언이 표현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관점을 나타낸다. 

Comrie(1976: 3)에서 문법상은 ‘상황 내의 시간 구성(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을 바라보는 방법’을 나타내는 문법범주로서, 일반적으로 ‘완망상
(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관계를 말한다. 완망상이란 ‘상황의 내
적 시간구성을 언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뜻하며, 비완망상이란 
‘내적 시간구성을 언급하는 방법’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완망상은 ‘외부에서(from 
outside) 전체 상황을 한 덩어리(blob)로 축소시켜’ 바라보는 것이며, 비완망상은 ‘상
황 내부에 들어가 바라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완망상과 비완망상의 대립은 
상황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점이 상황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부에 위
치하고 있느냐의 차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mith(1991)에서는 상에 대하여 ‘상황유형(situation type)’과 ‘관점상(viewpoint 
aspect)’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각각 어휘상과 문법상에 대응된다. 
문장의 상 의미는 이 두 부분의 상이 합성됨으로써 산출된다. 상황유형 상은 술어와 
논항들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완망과 비완망의 관점상은 ‘어떠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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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황이 초점화되는가’를 나타내면서 주로 문법 형식에 의해 실현된다. 완망상
은 사건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드러내는 반면에 비완망상은 사건의 내적 
구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기존의 한국어 연구에서는 ‘perfective aspect’를 ‘완료상, 완결상’으로 널리 부르
고 있다. Comrie(1976: 18)에서는 ‘perfective’는 사태를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것
이며 상황의 끝만을 강조하는 ‘complete’나 ‘completed’가 아니라고 하였다. 즉, 
‘perfective’의 본질은 ‘완료, 완결, 종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전모를 시야에 
넣고 바라본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진호(2011), 김천학(2012) 등에서는 
‘완망상/비완망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0) 박진호(2011: 304)에 따르면, 완
망상은 완전한 조망(complete view), 비완망상은 불완전한 조망(incomplete view)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완망상/비완망상’이라는 술어가 ‘perfective/imperfective’의 본
질을 구별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하고 이를 따르고자 한다.11)

한편으로, 완망(perfective)과 완료(perfect)는 문장의 상을 관찰하는 두 가지 측면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완망상은 사건의 내부 구성을 분석하지 
않고 사건의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주로 슬라브어, 러시아어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 유형이다. 반면에 Comrie(1976: 12)에 의하면 완료는 과거 사건
의 현재와의 관계(present relevance)를 나타내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His 
arm has been broken.’과 같은 문장에서처럼 과거 사건의 현재 결과가 여기에 해당
된다. 따라서 완료를 시제 범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어 연구에서 완망상 표지로 언급되고 있는 문법 형식으로는 ‘-어 버리다’, ‘-
어 내다’, ‘-어 놓다’ 등의 보조용언이 있다.12) 그러나 이들 보조용언이 진정한 완망

10) 한국어 연구에서는 ‘perfective’를 ‘perfect’(완료)와 구별하기 위해 ‘perfective/imperfective’의 
번역어로 ‘완망상/비완망상’ 외에도 ‘완결상/비완결상(문숙영 2009)’, ‘外望상/內望상(한동완 
1991)’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11) 중국어 연구에서는 상(aspect)을 ‘體’로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perfective/imperfective’를 
‘完整體/非完整體’라고 부르고 있다(戴耀晶 1997 등). 중국어 연구에서 ‘完整體’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은 ‘perfective’의 의미를 완성, 완료보다는 상황을 하나의 온전한(unbroken) 전체로 보
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 기존 연구에서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 등 보조용언들의 상적 의미에 대해 논의
할 때 이들을 ‘perfective aspect’를 의미하는 보조용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완료상’이나 ‘완결
상’ 보조용언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연구에서 ‘완망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 등을 ‘perfective aspect’ 기능을 가지는 보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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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2.3.2. 문장의 의미 범주

전통 문법에서 문장이라는 것은 완전한 생각을 전달하는 단위로 인식되었다. 임홍
빈·장소원(1995: 195)에서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7) 문장은 원칙적으로 단어들이 결합되어 이룬 자립적인 통사적 구성으로, 서술어
(또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의 핵)가 요구하는 성분을 완전히 갖추어야 하며, 그 
의미 관련이 온전해야 함과 동시에, 발화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의
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의 의미 범주(semantic category 
of sentenc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3.2.1. 사건과 명제

하나의 문장은 여러 의미 범주(semantic category)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의미적인 
특성은 통사적 수단에 의해 실현된다. 강범모(2000)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
다. 강범모(2000: 2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사실, 
그리고 사건의 의미 범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3) 예를 들어, 정수가 뛰고 있고 그
것을 명희가 보았을 때, 명희가 “정수가 뛰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때 우리
는 명희가 상황(사건)을 정확히 기술했다고 할 수도 있고, 명희가 사실을 말했다고 

언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다.
13) Ernst(1998, 2004)에서는 문장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 범주를 ‘화행(speech act)>사실

(fact)>명제(proposition)>사건(event)>세부 사건(specified event)’으로 설정하고 있다. 
Ernst(2004: 53)에서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따져야 하는 존재이며, 사실은 ‘참인 명제’라고 하
고, 사실 범주를 명제 범주 위에 두고 있다. 사실과 명제의 관계에 대해 강범모(2000)에서는 
Ernst(2004)와 달리 설정하고 있다. 강범모(2000: 209)에서는 명제를 상위 범주로 설정하고, 
이에 ‘비사실 명제’와 ‘사실’이 하위 범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강범모
(2000)의 설정에 따라 ‘사실’을 명제의 하위 범주인 ‘참인 명제’로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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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고, 명희가 올바른(참의) 진술 혹은 명제를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다. 여
기서 언급된 상황(사건), 사실, 명제는 상황이론(situation theory)에서 명확히 구별되
는 것이며, 이론적 기반이 되는 대상들이다(Barwise and Perry 1983, Barwise 
1989). 화용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하나의 문장은 크게 사건과 명제의 두 가지 의미 
범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범모(2000: 209)에서 제시한 사건(event), 
명제(proposition), 사실(fact)의 관계를 보이면 다음(8)과 같다. 

(8) 문장의 의미 범주: 
     [1] 사건(event)
     [2] 명제(proposition, 넓은 의미): (1) 사실(fact, 참인 명제)

(2) 명제(비사실)14)

다시 말해 사건은 실세계에 존재하지만 명제는 화자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존재
한다. 세부적으로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따져야 하는 것이며, 사실은 참인 명제를 
말한다. 또한, Asher(1993: 58)에서는 명제와 사건의 구분은 시공간성의 유무가 가
장 핵심이라고 하고 있다. 사건은 현실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여 발생하는 
것인 반면, 명제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Lyons(1977: 442-447)에서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개체를 1차 개체(first-order 
entities), 2차 개체, 3차 개체로 나눈 바 있다. 1차 개체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인식
되고 시간상 어떤 시점에 존재하며, 적어도 심리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관
찰 가능한 인물, 동물, 사물을 가리킨다. 2차 개체는 시간상 어떤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 과정, 사태 등을 가리키고, 3차 개체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명제와 같
은 추상적 개체를 가리킨다. 2차 개체는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순간적이라 하
더라도 지속 시간을 상정할 수 있고 관찰 가능하지만, 3차 개체는 공간이나 시간에 
위치하지 않아 관찰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실재(real)’ 여부보다 ‘참(true)’ 여부의 대
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3차 개체는 믿음, 판단과 같은 명제적 태도의 대

14) 강범모(2000: 209)에서는 ‘사실’을 ‘명제’의 하위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명제’라는 말은 혼동
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넓은 의미의) 명제’ 혹은 ‘(비사실) 명제’ 등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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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3.2.2. 사건과 명제의 구별

문장의 의미적인 특성은 통사적 수단에 의해 실현될 수 있으며, 문장의 의미 범주
에 따라 서로 다른 통사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과 명제의 의미 
범주가 실제 언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하나의 문장이 사건 범주를 의미하는지 명제 범주를 의미하는지는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인(2016: 65)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장이 사건, 
명제, 사실, 그리고 화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를 보였다.

(9)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아니! 어디에서?

(10)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뭐? 확실한 거야?

(11)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오, 그것 참 다행이네. 

(12)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그거,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김태인(2016: 65)에 의하면, (9)-(12)에서 화자 A는 모두 동일한 문장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청자 B는 이에 대한 대답을 달리하고 있다. (9)의 청자 B는 ‘어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물음으로써 ‘단우가 떡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사건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 한편 (10)의 청자 B는 그것이 확실하냐고 되물으면서 참과 거짓에 
대해 따지고 있다.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의미론적 범주는 명제이다. (11)의 청
자 B는 ‘단우가 떡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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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12)의 청자 B는 A가 말한 것에 대하여 그것
이 갖는 화행적 성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곧 내용 그 자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청자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
고 있는 것이다.

Vendler(1967)에서는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문장이 명사화 혹은 보문화
되어 모문 속으로 들어갈 때, 보문을 취하는 양상을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
다고 하였다. Vendler(1967: 141)에서 ‘존의 죽음(John’s death)’을 예로 들고 있다. 
‘존의 죽음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John’s death may surprise us.)’, 또한 
‘존의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John’s death is slow.)’라고 할 수도 있다. 전
자의 ‘존의 죽음’은 ‘존이 죽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명제를 나타내는 반면에, 후자
의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나타낸다. 또한 Vendler(1967: 141)에서 
문장이 사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 ‘that/which절’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13)과 
같이 제시하였다.

(13) 가. John died, which surprised me.
나. *John died, which was slow.

(13가)에서는 ‘John died’가 ‘존이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때 ‘that/which절’
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13나)에서는 ‘John died’가 현실 세계에서 ‘존이 죽었다’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문장이 ‘that/which절’을 취할 수는 없다.

강범모(2000: 205)에서도 영어에서는 사건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보문구조를 취할 
수 없다는 언급이 있다. 강범모(2000: 205)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가. the statement/proposition that Mary is clever
나. *the scene/situation/event that Mary sang

(14)에서 보듯이, 영어의 보문 및 보문명사 표현에 관한 명제와 사건의 의미 유형
이 명확히 구분된다.

한국어 보문 논의에 있어서는 ‘-는’ 보문구조와 ‘-다는’ 보문구조의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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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기심(1983: 18), 이익섭·임홍빈
(1983: 279)에서 한국어 ‘-는’ 보문구조와 ‘-다는’ 보문구조가 내포하는 보문명사와 
보문동사가 특정한 의미 영역의 명사와 동사들임을 논의한 바 있다. 장경희(1987: 
488)에서는 ‘-는’ 보문주조를 ‘불구보절’이라고 부르고 ‘-다는’ 보문구조를 ‘완형보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구보절은 사건을 나타내지만, 완형보절은 현실 
세계의 사태를 지시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발화나 정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불구
보절 명사에는 ‘일’, ‘사건’, ‘죄’, ‘행운’, ‘기적’, ‘장면’, ‘까닭’, ‘수’, ‘바’ 등이 있으
며, 완형보절 명사에는 ‘말, 소문, 생각, 기대, 판단, 의견, 가정, 예상’ 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불구보절 명사와 완형보절 명사는 분명히 구별되어 존재한다고 하
며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15) 가. 순이가 철수를 때린 {일, 사건, 죄…}가 있다. 
나. 순이가 철수를 때렸다는 {소문, 말, 기록…}이 있다. 

(16) 가. 순이가 거기에 {간, *갔다는} 까닭을 모르겠다.
나. 내가 {들은, *들었다는} 바에 의하면, 영호가 잘못했어.
다. 순이가 집에 {*있는, 있다는} 소문이 있다. 
라. 나는 순이가 안 올지도 {*모르는, 모른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15), (16)에서 보듯이, 불구보절 명사 ‘일, 사건, 죄, 까닭, 바’는 완형보절 ‘-다
는’을 내포하지 못하며, 그 반대로 완형보절 명사 ‘소문, 말, 기록, 생각’은 불구보절 
‘-는’을 내포하는 것이 어색하다. 또한, 장경희(1987: 491)에서는 불구보절 명사는 
사건을 범주화하는 명사로 유형화하였고, 완형보절 명사는 정보를 전달하는 명사라
고 하였다.

강범모(2000: 206)에서는 사건 지시 명사와 명제 지시 명사를 다음 (17), (18)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7) 사건 지시 명사: 
상황, 사건, 상태, 일, 장면, 광경, 모양,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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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명제 지시 명사:
명제, 내용, 주장, 진술, 생각, 믿음, 소문…

또한, 강범모(2000: 206)에서 제시한 이들 사건 지시 명사와 명제 지시 명사가 보
문구조를 취하는 양상을 보면 다음 (19), (20)과 같다. 

(19) 가. 준철이 영수를 때리는 장면/광경
나. *준철이 영수를 때린다는 장면/광경

 
(20) 가. *준철이 영수를 때린 주장/진술/말

나. 준철이 영수를 때렸다는 주장/진술/말

(19), (20)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사건 의미 범주를 가리키는 명사와 명제 의
미 범주를 가리키는 명사들이 모두 보문을 취할 수 있다. 사건 지시 명사가 ‘-는’ 보
문구조를 취하는 반면에, 명제 지시 명사는 ‘-다는’(또는 축약되지 않은 ‘-고 하는’) 
보문구조를 취한다. 

또한, 사건과 명제의 구분은 문장이 명사화 혹은 보문화되어 모문 속으로 들어갈 
때 보문을 취하는 동사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강범모(2000: 211)에 의하면, 
동사 ‘보다’, ‘듣다’ 등은 장면과 상황, 즉 사건을 목적어로 취하는 반면에 동사 ‘알
다’, ‘주장하다’ 등은 정보, 사실 등 명제 내용을 목적어로 취한다. 이는 다음 (21),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 가. 영희는 철수가 공을 차는 것을 보았다. 
나. *영희는 철수가 공을 찬다는 것을 보았다. 

(22) 가. *영희는 철수가 똑똑한 것을 주장했다. 
나. 영희는 철수가 똑똑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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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은 사건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보다’가 사용되는 문장인데, 이때 ‘-는’ 보문
구조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다는’ 보문구조를 취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반면에 (22)는 명제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주장하다’가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
는 ‘-다는’ 보문구조를 취해야 하고, ‘-는’ 보문구조를 취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Vendler(1967), 강범모(2000)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도 사건과 명제를 구분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보다’, ‘듣다’ 등의 동사는 사건을 목적
어로 취하는 반면에 ‘알다’, ‘주장하다’ 등의 동사는 명제를 목적어로 취하는데, 이를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23) A: 철수가 공을 찼어. 
B: 나도 봤어./나도 알고 있어. 

(24) A: 아기가 지금 웃는다. 
B: 나도 봤어./나도 알고 있어. 

(25) A: 영에 일을 더하면 일이다. 
B: *나도 봤어./나도 알고 있어. 

(23)에서 보듯이, ‘철수가 공을 찼어.’라는 A의 발화에 청자 B가 ‘나도 봤어.’ 및 
‘나도 알고 있어.’의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대답할 수 있다. ‘나도 봤어.’로 대답하
는 것은 A의 발화를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나도 알고 있어.’로 대답하는 것
은 A의 발화를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24)에서는 화자 A가 ‘아기가 지금 
웃는다.’라는 발화를 하고 있다. 이때도 역시 청자 B는 ‘나도 봤어.’로 대답할 수도 
있고, ‘나도 알고 있어.’로 대답할 수도 있다. 이는 ‘아기가 지금 웃는다.’라는 문장
은 사건 범주 및 명제 범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25)에
서는 화자 A가 ‘영에 일을 더하면 일이다.’라는 발화에 청자 B가 ‘나도 알고 있어.’
로만 대답할 수 있다. 즉, ‘영에 일을 더하면 일이다.’라는 문장은 명제의 범주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다시 말해, (23), (24)의 문장들은 사건과 명제의 의
15) 이 방법은 Vendler(1967), 강범모(2000)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거칠게나마 명제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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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25)의 문장은 명제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로써 하나의 문장은 사건 및 명제의 내포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문장의 의미 범주는 통사적으로 반영되어 문장이 보문화되는 경우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취하는 보문 명사와 동사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
였다. 다시 말해, 사건과 명제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장이 취하는 
보문 구조의 차이, 문장이 보문화할 때 취하는 동사와 명사의 차이, 그리고 대화를 
통해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다.

건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5분간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발생했
다.’라고 할 때, ‘나도 알고 있어.’로 대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나도 봤어.’로 대답할 수는 있
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1923년에 발생한 사건을 목격할 수 없으
나 ‘나’ 말고는 ‘누군가’가 그 사건을 봤을 수는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나도 봤
어.’를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사건을 목적어로 취하는 대표적인 대답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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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지다’의 의미 기능

3.1. 들어가기
용언 ‘지다’는 ‘-아/어’ 뒤에 쓰여 ‘-아/어지다’(이하 ‘-어지다’)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지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루어 왔으며 또한 논란도 많이 
있어 왔다. 이 장에서는 ‘-어지다’ 구성의 기본 의미 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어지다’ 구성의 의미는 동사 ‘지다’의 의미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
견이 없을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사 ‘지다’의 네 번째 의미로 ‘어떤 현
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가 제시되고 있다. 예들 들어 ‘나무 아래에 그늘이 지다./
커피를 쏟아서 옷에 얼룩이 졌다./그 상처는 아직도 얼굴에 동전만 한 흉이 져서 남
아 있다.’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지다04’는 보조동사로도 사용된다
고 제시되고 있다.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를 의미하는 ‘지다04’가 보조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다시 세 가지 의미로 나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지다04’가 보조동사로 사용될 때의 뜻풀이와 예
문을 제시하면 다음 (1)과 같다.

(1) 지다04 
 [II]「보조동사」
「1」((동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

동을 입음을 나타내는 말. ¶ 이 건물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보태어졌다./약속 
시간이 1시간 늦춰졌다./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다.

「2」((동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대로 하게 됨을 나타
내는 말. ¶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진다./나는 왠지 그 휘파람 소
리가 무척 야비하게 느껴졌다. ≪오정희, 불의 강≫

「3」((형용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
내는 말. ¶ 마음이 따뜻해지다/얼굴이 고와지다/방이 깨끗해지다/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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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지다’의 의미를 이와 같이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에 문제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어지다’ 구성은 타동사, 자동사, 그리고 형용사와 모두 결
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동사의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미「1」과「2」는 모두 ‘-어지다’ 구성이 타동사를 선행어로 취하는 경우인데 그 
의미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으로, 제시된 이 세 가지 의미는 ‘앞말이 뜻하는 행
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어지다’ 구성의 기본 의미 기능은 크게 ‘피동’, ‘기동
(inchoative)’, 그리고 ‘변화, 상태변화’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어지다’의 기본 의미
를 ‘피동’으로 보는 견해부터 살펴보자. ‘-어지다’가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한국어학 연구의 초기 논저들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유길준(1909), 최현배(1937) 
등이 있다. 그러나 형용사나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의 의미를 ‘피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쓰여지다, 잡혀지다’와 같은 이중피동의 문제도 
초래한다. 따라서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간주하면서 형용사 및 자동사
와 결합하는 ‘-어지다’에 따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보는 견해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
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하는 모든 ‘-
어지다’를 일괄적으로 피동화로 처리하는 입장이다(김차균 1980, 최규수 2005 등). 
둘째는 타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를 ‘피동’의 의미로 처리하는 반면에 형용사 및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를 상태변화로 처리하여 두 경우로 구분하는 입장이다
(배희임 1986, 남수경 2007 등). 

우선, 첫 번째 입장부터 보자. 이는 타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뿐만 아니라 형용
사 및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도 기본적으로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
는 견해이다. 그러나 ‘-어지다’의 의미를 모두 피동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 (2)를 보자. 

(2) 가. 불안하다면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있다.
나. 친정에 잘 가지지 않는다. 
다. 그 금덩어리는 땅 깊숙이 묻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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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와 (2나)에서 볼 수 있듯이, ‘-어지다’는 형용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
으며, 일부 자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주어는 행동주의 힘을 입은 피
동주로 간주하기가 어렵다. 특히 (2가)에서는 ‘스스로’와 같은 주어의 자율성을 나타
내는 부사어와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피동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2나)처럼 ‘-어지다’와 결합하는 자동사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자동
사는 ‘-어지다’와 결합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피동의 의미로 설명하기가 힘든 현상이
다. 마지막으로, (2다)는 접미 피동사 ‘묻히다’가 다시 ‘-어지다’ 구성과 결합하는 문
장이다. 이렇게 피동이라는 한 가지 기능을 위하여 문법적 기제가 이중으로 사용된
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16). 이로써 ‘-어지다’ 구성이 형용사 및 
자동사와 결합할 때 그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처리하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
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어지다’의 의미를 모두 피동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입장은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타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와 형용사 및 자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로 구분하는 견해이다. 타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는 그 기능
이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과 유사하므로 이 경우는 피동문으로 간주하고, 형용사나 
자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동문이 아
니라 상태변화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배희임(1986), 남수경(2007) 등이 있다. 

배희임(1986: 48-56)에서는 피동의 범주를 ‘타동사+-어지다’로 한정한다. 즉 명사 
어근이나 상태동사 어근에 ‘지다/-어지다’가 결합한 것은 피동의 대상이 되지 않으
며, ‘자동사+-어지다’도 의사 피동일 뿐, 피동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배희
임(1986: 54)에서는 이중피동에 관해서는 파생 접미사에 ‘-어지다’가 연결될 때에는 
피동 기능이 1차적으로 접미 피동사에 의해 행해지고, ‘-어지다’는 상대적으로 가능
화나 기동화 등의 2차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배희임(1986)에서는 
‘-어지다’의 의미를 접미 피동형이 따로 없는 타동사가 선행되는 경우엔 피동의 기
능을 하지만, 그 외의 형용사나 자동사, 접미 피동사인 경우에는 ‘기동’이나 ‘가능’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았다. 
16) 임홍빈(1977)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소위 ‘이중피동’ 혹은 ‘중첩피동’ 현상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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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경(2007)에서도 ‘-어지다’가 타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대응 능동문의 존재 
및 행동주의 강등과 피동주의 승격 등의 면에서 피동문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므로, 
‘-어지다’ 구문을 피동문으로 처리한다. 동시에 형용사 및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지
다’에 비(非)의도의 의미를 부여한 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
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동일한 본동사 ‘지다’에서 유래한 ‘-어지다’ 구성이 둘로 나
누어진다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가능한 한 더 적극적으로 이들의 
관련성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어지다’가 여러 종류의 용언들과 공기할 때의 의미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는 크게 ‘기동’과 ‘변화, 상태변화’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기동으로 보는 입장으로는 이상억(1970/1999), 우인혜(1992) 등이 있다. 이상억
(1970/1999)에서는 ‘-어지다’를 피동화의 요소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어지다’ 구문이 기동을 나타낸다고 본 논의이다. 우인혜(1992)에서
는 용언 ‘지다’가 가지는 ‘생김’의 의미를 바탕으로 ‘-어지다’ 구성의 기본 기능을 기
동상 또는 기동화라고 보아야 한다고 논술하였다. 즉 ‘-어지다’ 구문은 그 선행 용언
으로 하여금 기동상을 드러내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동상적 
기능은 선행 용언이 형용사일 때뿐만 아니라, 자동사나 타동사일 때도 그대로 발휘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새로운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상
태의 시작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기동이라는 의미는 어떤 대상이 상태변
화가 일어날 때의 변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날씨가 추워졌다.’를 예로 들
자면, 이는 ‘날씨가 춥지 않은 상태에서 추운 상태로의 변화’를 뜻한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어지다’의 기능은 변화의 ‘시작’을 유표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어지다’의 기능을 기동으로 볼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6
에서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어지다’가 여러 유형의 용언과 결합할 때의 기본 의미를 ‘변화, 상태변
화’로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손세모돌(1996), 이정택(2001/2004), 전영철
(2008) 등이 있다. 이정택(2001)에서는 15세기부터의 ‘-어지다’의 통시적 변천에 대
해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 변화에 대해 관찰하고, ‘상태변화’가 ‘-어지다’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판단하였다. 손세모돌(1996)에서는 우선 ‘-어지다’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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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타동사를 선행어로 하는 경우로 매우 제약된 경우라고 지적하였다. ‘-어지
다’는 타동사 이외의 용언을 선행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형용사와는 거의 제
약 없이 결합이 가능하다. 형용사에는 근본적으로 피동의 뜻이 표시될 수 없다. 따
라서 ‘-어지다’를 피동 보조동사로 처리하는 것은 더 많은 부분에 대해 눈감아 버리
는 결과가 된다. 의미 기능 가운데 적은 기능만을 부각시켜 하나의 범주로 세우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의미를 하나의 기본 의미로 삼아야 
된다면 다른 쪽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것, 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쪽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며, 이런 점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변화’가 피동이
나 기타의 의미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
영철(2008)에서는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는 데에 여러 유형의 용언과 결합
할 때의 공통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상
태변화’로 처리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어지다’ 구성의 기본 의미를 ‘상태변화’로 보는 입장을 취하며, ‘-어
지다’가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할 때의 의미 관련성을 포착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어지다’가 여러 유형의 용언과 결합할 때
의 의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용언들이 ‘-어지다’와 결합하기 전후 
어휘의 의미 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용언’과 ‘용언+-어지다’의 어휘상
(lexical aspect)적인 특징과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어지다’의 기본 의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3.2. ‘형용사+-어지다’ 구문의 의미
‘-어지다’ 구성은 형용사와 폭넓게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17) 일반

적으로 ‘-어지다’가 형용사를 선행어로 하는 경우는 ‘앞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이라
는 ‘상태변화’의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
17) ‘-어지다’에 선행하는 형용사의 분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다음 4.2.3에서 제시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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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모돌(1996: 252)에서는 ‘-어지다’가 ‘변화’를 의미 기능으로 한다는 것은 형용
사를 선행어로 하는 경우에 잘 나타난다고 한 바가 있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고정
된 상태나 속성을 표시하는데 ‘-어지다’가 첨가되면 변화 가능한 상태나 속성을 표
시하게 된다. 고영근(2004: 307)에서는 ‘날씨가 점점 더워진다.’라는 예문을 제시하
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어지다’는 ‘한 상태가 끝나고 다른 상태로 변화하다’라
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 즉 ‘날씨가 점점 더워진다.’는 ‘덥지 않은 상
태가 끝나고 더운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표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작용할 
때 사용된다고 하고 있다. 

전영철(2008: 81)에서는 ‘-어지다’의 기본 의미로 ‘상태변화’를 부여하면서 도식 
(3)을 제시하였다. ‘상태변화’는 시점 t0 이전에는 부정의 상태였다가 이 시점부터 긍
정의 상태가 시작됨을 나타내며 그 반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할 수도 있
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철수의 얼굴이 빨개졌다.’는 t0 이전에는 ‘철수의 얼굴’의 상
태가 [-빨갛다]였다가 이 시점부터 [+빨갛다]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3) ---------------■+++++++++++++++
   ─────────────────────────➤
                                t0  

그런데 결합되는 형용사의 의미 유형에 따라 ‘형용사+-어지다’ 구문에서 의미 차
이가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4), (5)를 보자. 

(4) 가. 철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나. 철수의 손이 차가워졌다.
다. 철수의 마음이 불안해졌다.

(5) 가. 철수의 머리숱이 많아졌다. 
나. 철수의 피부가 좋아졌다.
다. 철수의 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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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의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모두 주어 대상의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그러
나 (4)와 (5)의 문장에서 의미 차이가 발견된다. 

(4') 가. 철수의 얼굴이 빨갛지 않다. → 얼굴이 빨개졌다. → 얼굴이 빨갛다.
나. 철수의 손이 차갑지 않다. → 손이 차가워졌다. → 손이 차갑다.
다. 철수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 마음이 불안해졌다. → 마음이 불안하다.

(5') 가. 철수의 머리숱이 많지 않다. → 머리숱이 많아졌다. → ??머리숱이 많다. 
나. 철수의 피부가 좋지 않다. → 피부가 좋아졌다. → ??피부가 좋다.
다. 철수의 키가 크지 않다. → 키가 커졌다. → ??키가 크다. 

(4)와 (4')에서 보듯이, ‘얼굴이 빨개졌다.’, ‘손이 차가워졌다.’, ‘마음이 불안해졌
다.’는 각각 ‘얼굴이 빨갛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 상태로 변함’, ‘손이 차갑지 않은 상
태에서 차가운 상태로 변함’,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로 변함’
을 뜻한다. 즉, 변화 후의 결과는 ‘얼굴이 빨갛다.’, ‘손이 차갑다.’, ‘마음이 불안하
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와 (5')의 경우는 다르다. (5가), (5가')에서 보듯이, ‘철수의 머리숱이 
많아졌다.’라고 할 때, 변화 후에 머리숱이 많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가령, ‘철수의 머리숱이 많아졌다. 치료 효과가 좋아서 이제 일반인보다도 많다.’라
고 하면 ‘지금은 머리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철수의 머리숱이 많아졌다. 그러
나 아직은 일반인에 비하면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하면 ‘철수의 머리숱이 이전 상
태에 비해 늘었지만 아직은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5나)의 ‘피부가 좋아졌다.’, 
(5다)의 ‘키가 커졌다.’의 경우도 역시 ‘피부가 예전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졌
다.’, ‘키가 예전의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어 대상의 
변화 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로써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문장에서 실현될 때 결합되는 형용사의 유형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이와 같이 ‘형용사+-어지다’ 구
문에서 의미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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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극성변화 및 척도변화

앞서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결합되는 형용사의 유형에 따라 의미 차이를 가진
다는 것을 보였다. 예문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 (6)과 같다.

(6) 가.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
나. 밤이 되면 손이 차가워진다. 
다. 약을 제대로 바르면 머리숱이 많아질 것이다.   
라. 열심히 관리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

(6)에서 보듯이, (6가)와 (6나)의 ‘형용사+-어지다’는 ‘[-A]18)의 상태에서 [+A]의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빨개지다’는 ‘빨갛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 상태로의 
변화’, ‘차가워지다’는 ‘차갑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
기서 사용되는 ‘빨개지다’, ‘차가워지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get red’, ‘get cold’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 (6다)와 (6라)의 경우의 ‘형용사+-어지다’는 ‘[-A]의 상태에서 
[+A]의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약을 제대
로 바르면 머리숱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머리숱이 예전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
로 늘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열심히 관리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도 
역시 ‘피부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 문
장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많아지다’와 ‘좋아지다’는 각각 ‘be more (increase)’, ‘get 
better’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본고에서는 ‘형용사+-어지다’가 상태변화를 나타낼 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
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6가), (6나)와 같은 [-A]→[+A]로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6다), (6라)와 같은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정
도성의 변화이다. 전자의 변화 양상을 ‘극성변화(polarity change)’라고 부르고, 후자

18)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형용사’를 ‘A’로 바꿔 표시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시점 t0 
이전에는 부정의 상태였다가 이 시점부터 긍정의 상태가 시작됨’이라는 상태변화 과정에서 ‘부정
의 상태’는 [-A]로 표시하고, 긍정의 상태는 [+A]로 표시하겠다. 또한 ‘부정의 상태였다가 긍
정의 상태가 됨’을 ‘[-A]→[+A]로의 변화’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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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양상을 ‘척도변화(scale change)’라고 부르기로 한다.19)
한편, 하나의 ‘형용사+-어지다’가 이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나타낼 수도 있다. 

다음 (7), (8)을 보자. 

(7) 가. 여기는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진다. 
나. 날씨가 갈수록 더워진다. 

(8) 가.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 
나.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더욱 빨개진다. 

(7가)와 (7나)에서 모두 ‘더워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르
게 해석된다. (7가)에서 ‘여기는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진다.’는 [-A]→[+A]로의 
극성변화를 의미하며, (7나)에서 ‘날씨가 갈수록 더워진다.’의 ‘더워지다’는 상대적인 
척도변화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8)도 마찬가지로 (8가)의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는 극성변화를 나타내며 (8나)의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더욱 빨개
진다.’는 척도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전영철(2008: 81)에서 제시한 ‘상태변화’의 도식에 ‘형용사+-어지다’가 나타내는 
극성변화와 척도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형용사+-어지다’가 나타내는 두 가지 변화 양상

         ②척도변화          ①극성변화       ③척도변화
           |―⇢|              |―⇢|          |―⇢|
[-A]-----------------■++++++++++++++++[+A]
─────────────────────────────────➤
                                 t0

19) 유연(2015: 342)에서는 (6가), (6나)와 같은 변화 양상을 ‘결과적 변화’라고 부르고, (6다), 
(6라)와 같은 변화 양상을 ‘상대적 변화’라고 불렀다. 본고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전영철 선생님
께서 제안해 주신 ‘극성변화’ 및 ‘척도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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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서 보듯이 t0은 바로 [-A]의 상태에서 [+A]의 상태로의 극성변화가 일
어나는 시점을 의미한다. t0의 왼쪽은 [-A]의 상태이며, 오른쪽은 [+A]의 상태의 시
간 구간이다. 그리고 [-A]의 구간과 [+A]의 구간에서 모두 척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문을 다시 보자. 

(9) 가. 여기는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진다. 
나. 열심히 공부하니 성적이 좋아졌다. 
다.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점점 빨개진다. 

(9가)의 문장은 ‘덥지 않은 상태에서 더운 상태로의 변함’을 의미하며 과정 ①로 
표시할 수 있다. (9나)는 ‘성적이 예전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올랐다.’를 의미하며, 
척도변화를 나타낸다. 이때의 척도변화는 ‘좋다’가 형성하는 척도 방향에 따라 일어
나는 변화를 의미하며, t0과 상관없이 시간축의 어느 위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A]의 구간에서 일어나는 과정 ②일 수도 있고, [+A]의 구간에서 일어나는 과정 
③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열심히 공부하니 성적이 좋아졌다. 그러나 아직은 평
균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정 ②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
약 ‘열심히 공부하니 성적이 좋아졌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때도 반에서 10등 정
도였는데 이제는 5등 안에 들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③과 같은 변화 과정을 의미한
다. (9다)의 문장은 ‘얼굴이 이전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간 상태로의 변화’를 의
미하며 척도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나)와 달리 (9다)에서 의
미하는 척도변화는 [+A]의 구간에서만 일어날 수 있으며 과정 ③만을 나타낼 수 있
다. 다시 말해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점점 빨개진다. *그러나 얼굴이 아직 빨갛지는 
않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원인에 대해 3.2.2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데에 결합되는 형용사의 의
미에 따라 극성변화와 척도변화의 두 가지 상태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형용사+-어지다’가 이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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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두 가지 변화 양상과 형용사

앞에서 우리는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상태변화를 나타낼 때 [-A]에서 [+A]로
의 극성변화와 상대적인 척도변화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용
사+-어지다’가 두 가지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은 선행하는 형용사와 관련이 있
다.

Leech(1981: 13), 김창섭(1987: 159) 등의 논의에 의하면, 형용사는 사용되는 문
장에 따라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가령 우리 반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우리 반에는 미국학생이 많다.’와 비교
구문 ‘우리 반에는 미국학생이 일본학생보다 많다.’에서 사용되는 ‘많다’는 각각 다른 
의미로 실현된다. 원구문 ‘우리 반에는 미국학생이 많다.’에서의 ‘많다’는 원급으로 
사용되며 ‘많다’가 형성하는 척도상에서 대상 ‘상태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비교구문 ‘우리 반에는 미국학생이 일본학생보다 많다.’에서 사용되는 ‘많다’는 대상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20) 

기술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김창섭(1985: 160), Cruse(1986: 210)의 표시 방
법에 따라 ‘상태의 위치’를 의미하는 형용사 원급 ‘많다’를 ‘많다1’로 표시하고, ‘상태
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교급 ‘많다’를 ‘많다2’로 표시하기로 한다. ‘많다1’과 ‘많다2’
의 관계는 다음 (10)과 같다. 

(10) 우리 반에는 미국학생이 일본학생보다 많다2.
⇏21) 가. 우리 반에는 미국학생이 많다1.
⇏ 나. 우리 반에는 미국학생이 많지1 않다.
⇏ 다. 우리 반에는 일본학생이 많다1.

20) 김창섭(1985: 160)에서는 ‘띠가 길다./띠가 긴 편이다.’에서의 ‘길다’는 ‘양의 위치’를 나타내고, 
‘흰 띠가 검은 띠보다 10cm 더 길다.’에서의 ‘길다’는 ‘양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고에
서는 ‘양’과 관련되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형용사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
창섭(1985: 160)의 논의를 참조하여 ‘-어지다’에 결합되는 형용사가 가지는 두 의미를 ‘상태의 
위치’, ‘상태의 차이’로 기술하고자 한다. 

21) 본고에서 기호 ‘⇒/⇏’로 함의 관계를 표시한다. ‘⇒’ 는 함의함을 표현하고, ‘⇏’는 함의하지 않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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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 반에는 일본학생이 많지1 않다. 

(10)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급 ‘많다2’는 대상 상태의 차이만을 나타낸다. (10)은 
(가), (나), (다), (라)를 모두 함의하지 않으며 비교 대상 각각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어의 경우에는 형용사의 원급과 비교급의 형태가 다르지만, 한
국어의 경우에는 형용사의 원급과 비교급의 형태가 동일하다. 즉 ‘많다1’과 ‘많다2’
는 형태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형용사가 원급과 비교급이 같은 형태로 실현된다는 특징이 ‘형
용사+-어지다’ 구문이 극성변화와 척도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형용사의 원급을 형용사1(이하 ‘형1’)로 표시하
고, 비교급을 형용사2(이하 ‘형2’)로 표시하겠다. ‘형용사+-어지다’가 [-A]에서 [+A]
로의 극성변화를 나타낼 경우에는 형용사가 원급 형1로 실현되며, 상대적인 척도변
화를 의미할 경우에는 형용사가 형2로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용사+-어지다’는 ‘형1+-어지다’와 ‘형2+-어지다’의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형1+-어지다’와 ‘형2+-어지다’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결합되
는 형용사가 원급 형1의 의미로 실현되느냐 비교급 형2의 의미로 실현되느냐에 따
라 각각 다른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했던 예문을 형1과 형
2로 나누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22).

(11) 가.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1.
나. 밤이 되면 손이 차가워진다1. 
다. 약을 제대로 바르면 머리숱이 많아질2 것이다.   
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진다2.

(11가), (11나)는 무표적으로 극성변화를 나타내며, 이때 ‘-어지다’와 결합되는 형
용사 ‘빨갛다’, ‘차갑다’는 원급 형1로 실현된다. 반면에 (11다), (11라)는 무표적으
로 척도변화를 의미하며, 형용사 ‘많다’, ‘좋다’는 비교급 형2의 의미로 실현된다.

22) ‘빨갛다1’과 ‘-어지다’의 결합은 ‘빨개지다1’로 표시하고, ‘빨갛다2’와 ‘-어지다’의 결합은 ‘빨개
지다2’로 표시하겠다. 다른 형용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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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여기는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진다1. 
나. 날씨가 갈수록 더워진다2. 

(13) 가.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1. 
나.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더욱 빨개진다2. 

 
(12), (13)에서는 하나의 ‘형용사+-어지다’가 극성변화 및 척도변화의 두 가지 의

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가), (13가)와 같이 문장이 극
성변화를 나타낼 때에는 ‘-어지다’에 결합되는 형용사가 원급 형1로 실현되고, (12
나), (13나)와 같이 척도변화를 의미할 때에는 ‘-어지다’에 선행하는 형용사가 비교
급 형2로 실현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극성변화 및 척도변화의 두 가지 의미를 모
두 나타내는 것은 결합되는 형용사가 원급 형1의 의미로 실현되기도 하고 비교급 형
2의 의미로 실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3.2.3. ‘형용사+-어지다’ 구문의 모호성

앞서 제시했듯이 ‘형용사+-어지다’ 구문에서 형용사는 원급 형1로 실현되느냐 비
교급 형2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극성변화와 척도변화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가
령 ‘친구가 날씬해졌다.’라고 할 때에는 지금 친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중의성(ambiguity)을 가지는 문장인
가, 아니면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모호성(vagueness)을 가지는 문장인
가? 이 절에서는 ‘형용사+-어지다’ 구문의 의미적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Kempson(1977: 127)에서는 중의성과 모호성을 구별하는 중의성 검사(ambiguity 
test)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다. Kempson(1977: 127-132)에서 ‘do so, do so too, 
so do’와 같은 대용어 구문을 이용한 중의성 검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용 
표현은 동사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형태들인데, 중의성 검사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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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음 (14)와 같다. 

(14) 가. Duffy discovered a mole.
나. Duffy discovered a mole, and so did Clark. 

(14가)에서의 ‘mole’은 ‘두더지’와 ‘간첩’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 다의어다. 따라
서 (14가)는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14나)는 중의성 검사를 위하여 (14가)에 ‘so do’
절을 첨가한 것인데, 이때 ‘so do’절은 앞의 동사구의 의미와 동일해야 한다. ‘so 
do’와 같은 대용 표현은 선행 동사구와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는 동일성 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uffy가 두더지를 발견했으면 Clark도 두더지를 발견한 것이고, 
Duffy가 간첩을 발견했으면 Clark도 간첩을 발견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so do’절
을 첨가하였을 때 의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 그 문장은 중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교차 해석(crossed interpretation)이 불가능
하다는 뜻이 된다. 곧 Duffy가 두더지를 발견하고 Clark가 간첩을 발견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의성 검사 방법을 한국어 예문에 적용한 논의로 윤평현(2008)이 있다. 
윤평현(2008: 269)에서는 다음 (15)-(17)을 제시하면서, ‘so do’와 같은 대용 구문
으로 ‘그러하다’류를 첨가하여 중의성과 모호성을 구별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15) 가. 영이가 차를 준비했다. 
나. 영이가 차를 준비하고, 수자도 그랬다. 

(15가)는 어휘적 중의성의 예로 든 것이며, (15나)는 (15가)에 동사구의 대용으로 
‘그러하다’를 덧붙인 것이다. (15나)에서 영이가 차(茶)를 준비했으면 수자도 차(茶)
를 준비한 것이고, 영이가 차(車)를 준비했으면 수자도 차(車)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
된다. 즉 ‘그러하다’ 대용 표현에서도 의미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모호성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고 하였다. 

(16) 가. 철호는 좋은 학생이고, 영수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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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수는 역에 가고, 영이도 그랬다. 

윤평현(2008: 271)에 의하면, (16가)에서 ‘학생’을 수식하는 ‘좋은’이 구체적인 정
보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모호성을 가지며, 마찬가지로 (16나)의 ‘가다’도 동사의 행
위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모호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러하다’를 첨가할 
때 (16가)의 경우에 철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영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철호가 성품이 좋고 영수도 성품이 좋을 수 있지만, 철
호가 성품이 좋고 영수는 교우 관계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나)의 경우도 
여러 가지 ‘가는’ 방법 가운데 창수가 버스를 타고 가고 영이도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창수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영이는 택시를 타고 갔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모호성은 의미적 동일성이 절대적인 규정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 (17)과 같이 
교차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17) 가. 철호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고, 영수도 건강이 좋은 학생이다. 
나. 창수는 걸어서 역에 가고, 영이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역에 갔다. 

윤평현(2008: 271)에서는 이와 같이 교차 해석이 가능한 것은 형용사 ‘좋다’와 동
사 ‘가다’의 의미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단어의 속성으로 인해
서 모호성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대용어 구문을 이용한 중의성 테스트 방법으로 ‘형용사+-어
지다’ 구문의 의미적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18)을 보자.

(18) 다이어트를 한 달 했는데, 친구가 날씬해졌고 친구의 동생도 그랬다.
⇒ 지금 친구는 날씬한 편이지만, 친구의 동생은 아직 날씬한 편이 아니다. 
⇒ 지금 친구는 아직 날씬하지 않지만, 친구의 동생은 날씬한 편이 되었다. 

(18)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를 사용한 대용절을 첨가한 문장에서는 앞절 동사
구와 뒷절 대용 표현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앞절을 ‘날씬해지다1’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대용절을 ‘날씬해지다2’의 의미로 해석하는 교차 해석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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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18)과 같은 대용절의 의미와 앞절 동사구
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중의성이 아닌 모호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19) 6살이 되면서 우리 애가 말이 많아졌고, 조카애도 그랬다. 
⇒ 지금 우리 애가 말이 많은 편인데, 조카애는 아직 말이 많지 않다. 
⇒ 지금 우리 애는 아직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조카애는 말이 많은 편이 되었

다. 

(19)에서 보듯이, ‘많아지다’도 대용어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대용절과 
앞절 동사구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많아지다1’과 
척도변화를 의미하는 ‘많아지다2’의 교차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이로써 ‘날씬해지다’, ‘많아지다’와 같은 ‘형용사+-어지다’ 구문에서 결합되는 형용
사 ‘날씬하다’, ‘많다’의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게 되며 모호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4.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용사의 상태변화 차이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결합되는 형용사의 의미에 따라 ‘형1+-어지다’로 실현되
어 극성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형2+-어지다’로 실현되어 척도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결합되는 형용사의 의미 유형에 따라 무표적
(unmarked)으로 나타나는 의미가 다르다. 다음 (20), (21)을 보자. 

(20) 가. 철수의 얼굴이 빨개졌다1. 
나. 철수의 손이 차가워졌다1. 
다. 철수의 마음이 불안해졌다1. 

(21) 가. 철수의 머리숱이 많아졌다2. 
나. 철수의 피부가 좋아졌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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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수의 키가 커졌다2. 

예문의 무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수의 신체 부위’를 주어로 하는 문장들을 선정
하였고 부사어 등 기타 요소를 첨가하지 않았다. (20)에서 보듯이, ‘얼굴이 빨개졌
다’, ‘손이 차가워졌다’, ‘마음이 불안해졌다’의 세 문장은 모두 [-A]에서 [+A]로의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발화 시간에 상태변화를 겪은 ‘얼굴’이 
[+빨갛다]의 상태, ‘마음’이 [+불안하다]의 상태, 그리고 ‘손’이 [+차갑다]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21)의 ‘머리숱이 많아졌다.’, ‘피부가 좋아졌다’, ‘키가 
커졌다’의 세 가지 문장은 무표적으로 상대적인 척도변화를 의미한다. 즉, 이 문장들
이 의미하는 변화를 겪은 ‘철수’가 반드시 ‘많은 머리숱’, ‘좋은 피부’, ‘큰 키’를 가진
다고 할 수가 없다. 영어로 표현할 때 ‘빨개지다’, ‘차가워지다’, ‘불안해지다’는 
‘get/become+형용사 원급’으로, ‘많아지다’, ‘좋아지다’, ‘커지다’는 ‘get/become+형
용사 비교급’이나 그에 상당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형용사+-어지다’에 사용되는 형용사 ‘빨갛다’, 
‘차갑다’, ‘불안하다’와 형용사 ‘많다’, ‘좋다’, ‘크다’의 의미 속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Cruse(1976: 281)에 의하면, 형용사는 비교구문을 이룰 때 비교구문이 전
제를 가지게 되는 경우와 비교구문이 아무런 전제도 내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22)를 보자. 

(22) 가. It’s hotter today than yesterday.
나. This one is longer than that one.

(22가)는 ‘hot’의 비교구문인데 ‘It’s hot today.’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반면
에 (22나)의 ‘long’ 비교구문은 대상 길이의 정보에는 아무런 전제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때 ‘this one’의 길이는 길 수도 있고 길지 않을 수도 있다. 

Cruse(2004)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Cruse(2004: 
164)에서 반의성(antonymy)과 반의어(antonyms)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반의어를 
양극 반의어(polar antonyms), 등가 반의어(equipollent antonyms), 중첩 반의어
(overlapping antonym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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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우선 양극 반의어24)의 경우는 그 비교 구문이 원구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양극 반의어의 양쪽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Cruse(2004: 165)에서는 “X is 
longer than Y does not presuppose that X is long, similarly is shorter.”라고 하였
다. 예를 들면, “It’s fast, but it’s slower than the other one.”라고 할 수 있으며, 
“It’s slow, but it’s faster than the other one.”라고 할 수도 있다 (윤희수 2015: 
517). 한국어의 경우는 ‘X는 길다. 그러나 Y보다는 짧다.’라고 할 수도 있고, ‘Y는 
짧다. 그러나 Z보다는 길다.’로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등가 반의어25)의 경우는 그 비교 구문이 반드시 원구문을 전제로 한다. 
등가 반대어의 양쪽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Cruse(2004: 165)에서는 “hotter 
presupposes hot, and colder presupposes cold.”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This 
coffee is cold, but it’s hotter than that one.” 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며, “*This 
coffee is hot, but it’s colder than that one.”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어 예
로 들면, ‘*오늘은 춥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덥다.’라고 할 수 없으며, ‘*오늘은 덥
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춥다.’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다.

마지막으로 중첩 반의어26)의 경우는 한쪽은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전제로 하고, 다
른 한쪽은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John is a bad 
boy, but he’s better than Tim.”라고 할 수 있으나 “*Tim is a good boy, but he’s 
worse than John.”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다 (윤희수 2015: 517). 한국어 예로 제시
하면 ‘철수는 나쁜 남자다. 그런데 정수보다는 착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철수
는 착한 남자다. 그런데 정수보다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다.

위와 같이 Cruse(2004)에서는 반의어의 하위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지
만, 반의어의 대립쌍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용사의 하위 유형으로 볼 때
에는 (22)에서 제시한 ‘덥다’류와 ‘길다’류로 나눌 수 있다. ‘덥다’류 형용사는 비교구
23) 이 용어들의 한국어 번역은 윤희수(2015: 516)를 따른 것이다.
24) Cruse(2004: 164)에서 제시한 양극 반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long/short’, ‘heavy/light’, 

‘fast/slow’, ‘wide/narrow’, ‘strong/weak’, ‘large/small’, ‘thick/thin’, ‘high/low’, ‘deep/shallow’ 
등.

25) Cruse(2004: 166)에서 제시한 등가 반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hot/cold’, ‘bitter/sweet’, 
‘painful/pleasurable’, ‘happy/sad’, ‘proud of/ashamed of’ 등.

26) Cruse(2004: 166)에서 제시한 중첩 반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good/bad’, ‘kind/cruel’, 
‘clever/dull’, ‘pretty/plain’, ‘polite/rud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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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원구문을 전제로 하는 유형이며, ‘길다’류 형용사는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전제
로 하지 않는 유형이다. Cruse(2004)에서 제시한 양극 반의어는 모두 ‘길다’류에 해
당하고, 등가 반의어는 모두 ‘덥다’류에 해당한다. 중첩 반의어의 경우는 대립쌍의 
한쪽은 ‘길다’류에 속하고 다른 한쪽은 ‘덥다’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용사의 의미 차이에 대해 Rusieki(1986)에
서도 논의한 바가 있다. Rusieki(1986: 8)에 따르면, 정도 형용사는 비교구문과 원구
문 사이의 함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 관계를 가지는 형용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함의하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함의하지 않는 유형이다. 다음 (23), (24)를 보자.

(23) 이 꽃이 저 꽃보다 붉다.
⇒ 가. 이 꽃이 붉다.
⇏ 나. 이 꽃이 붉지 않다. 
⇒ 다. 저 꽃이 붉다. 
⇏ 라. 저 꽃이 붉지 않다.

(24) 엄마는 이모보다 손이 크다. 
⇏ 가. 엄마의 손이 크다. 
⇏ 나. 엄마의 손이 크지 않다. 
⇏ 다. 이모의 손이 크다. 
⇏ 라. 이모의 손이 크지 않다. 

(23)의 ‘붉다’ 구문은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함의하는 유형이다. ‘이 꽃이 저 꽃보
다 붉다.’라고 할 때 ‘이 꽃이 붉다./저 꽃이 붉다.’라는 것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이　꽃’과 ‘저 꽃’의 상태가 모두 [+붉다]의 범위에 있어야 ‘이 꽃이 저 꽃보다 붉
다.’라는 비교가 의미가 있다. 만약 ‘이 꽃’은 붉은 색이고, ‘저 꽃’은 노란 색이면, 
‘이 꽃은 저 꽃보다 붉다.’, ‘저 꽃은 이 꽃보다 노랗다.’와 같은 비교구문으로 표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24)의 ‘크다’ 구문은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함의하지 않는 
유형이다. ‘엄마는 이모보다 손이 크다.’라고 할 때 ‘엄마의 손이 크다./이모의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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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류 형용사 ‘길다’류 형용사

색채 형용사 빨갛다, 시커멓다, 노랗다…

계량 형용사28)

(반의어 쌍)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넓다, 좁다, 무겁다, 
가볍다, 빠르다, 느
리다 …

감각 형용사 덥다, 춥다, 차갑다…

심리 형용사 슬프다, 불안하다, 그립다…

기타 복합어 먹음직스럽다, 둥글둥글하
다, 두툼하다…

크다.’라는 것을 모두 함의하지 않는다.
Cruse(1976/2004), Rusieki(1986), 김창섭(1985)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설

정하는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용사의 대표적인 예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표 2> ‘덥다’류 형용사 및 ‘길다’류 형용사 목록27)

‘덥다’류와 ‘길다’류 형용사의 의미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용사의 의미 차이
  ──────────────longer──────────────➤
                                 |──────hotter──────➤
 -------------------■+++++++++++++++++++

   [-A]                                              [+A]
([-long]/[-hot])                                      ([+long]/[+hot])

27) 모든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용사의 예를 다 포함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
만을 제시하였다. 

28) 김창섭(1985/2008: 352)에서는 형용사 중에 [+계량]을 가지는 형용사와 [-계량]을 가지는 
형용사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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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보듯이, ‘덥다’류 형용사의 비교급은 [+hot]의 범위에서만 적용되지
만, ‘길다’류 형용사의 비교급은 [-long]와 [+long]에 범위에서 모두 적용된다는 특
징이 있다. ‘빨갛다, 차갑다, 불안하다’와 같은 ‘덥다’류 형용사들은 ‘형용사+-어지다’ 
구문을 이룰 때 무표적으로 형1로 실현되고 극성변화를 나타내며, ‘많다, 좋다, 크
다’ 등 ‘길다’류 형용사들은 ‘형용사+-어지다’ 구문을 이룰 때 무표적으로 형2로 실
현되며 척도변화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편으로,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용사가 ‘형용사+-어지다’ 구문을 이룰 때 
모두 극성변화와 척도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변화 양상에 또 차이를 보인다.

(25) 가.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1. 
나. 그녀가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점점 빨개진다2.

(26) 가. 여기는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진다1. 
나. 날씨가 갈수록 더워진다2. 

(27) 가. 난 네가 좋아졌다1.
나. 전학 가고 나서 성적이 좋아졌다2.

(28) 가. 작은 것도 쌓이면 커진다1. 
나.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진다2.

(25)-(28)에서 제시했듯이, (25-28가)의 문장들은 모두 극성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에 (25-28나)의 문장들은 척도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25나), (26나)와 (27나), 
(28나)에서도 의미 차이가 발견된다. 다음 (29), (30)을 보자. 

(29) 가. 그녀가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점점 빨개진다2. 지금 얼굴이 아주 빨갛다.
나. 날이 갈수록 더워진다2. 지금 날씨가 아주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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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학 가고 나서 성적이 예전보다 좋아졌다2. 지금 성적이 아주 좋다.
라.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진다2. 지금 규모가 아주 크다. 

(30) 가. *그녀가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점점 빨개진다2. 그러나 아직은 빨갛지 않다. 
나. *날이 갈수록 더워진다2. 그러나 아직은 덥지 않다. 
다. 전학 가고 나서 철수의 성적이 예전보다 좋아졌다2. 그러나 아직은 좋지 않

다.
라.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진다2. 그러나 아직은 크지 않다. 

‘덥다’류 형용사 ‘빨개지다’, ‘더워지다’ 및 ‘길다’류 형용사 ‘좋아지다’, ‘커지다’는 
모두 척도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29), (30)
에서 제시했듯이, ‘빨개지다2’, ‘더워지다2’의 경우에는 주어 상태 정도성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 후의 결과가 [+A]여야 한다. 이에 비해 ‘좋아지다2’, ‘커지다2’는 
척도의 변화를 의미할 때 변화 후의 결과가 [+A]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다. 
이들의 차이를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용사의 상태변화 차이

         ②척도변화          ①극성변화       ③척도변화
           |―⇢|              |―⇢|          |―⇢|
[-A]-----------------■++++++++++++++++[+A]
─────────────────────────────────➤
                                 t0

‣ ‘덥다’류 형용사+‘-어지다’: ①극성변화(무표적), ③척도변화
‣ ‘길다’류 형용사+‘-어지다’: ①극성변화, ②척도변화(무표적) ③척도변화(무표적)29)

29) 엄밀히 말하면 ‘길다’류 형용사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낼 때 무표적으로 나타
내는 의미는 과정 ②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정 ③의 변화를 표현할 때에는 ‘언니 머리 더 길어
졌다/짧아졌다.’와 같이 유표적으로 ‘더’를 사용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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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류 형용사 ‘빨갛다’, ‘덥다’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빨개지다2’, ‘더워지다2’
로 실현되어 척도변화를 의미할 때에는 그 변화 과정이 ③의 구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즉, ‘원래도 빨간데 더욱 빨간 상태가 됨’과 ‘원래도 더운데 더욱 더운 상태가 
됨’의 의미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구간 ②에서의 변화 과정을 나타낼 수 없다.

이에 비해 ‘길다’류 형용사 ‘좋다’, ‘크다’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좋아지다2’와 
‘커지다2’로 실현될 때에는 구간 ②, ③에서 일어나는 척도변화 과정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즉, ‘좋아지다2’는 ③의 변화 과정과 더불어 ‘원래는 좋지 않았고, 그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가 되었으나 아직도 좋은 상태는 아님’이라는 구간 ②에서의 
변화 과정까지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커지다2’도 ‘좋아지다2’와 같이 ②, ③의 변
화과정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

‘덥다’류 형용사+‘-어지다’와 ‘길다’류 형용사+‘-어지다’가 척도변화를 의미할 때 
이러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 3>에서 제시한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
용사의 의미 속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표 3>에서 제시했듯이, ‘덥다’류 형용
사의 비교급 ‘hotter’는 [+A]의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어지다’와 결합하여 
척도변화를 나타낼 때에도 [+A]의 구간에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 ③만을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길다’류 형용사의 비교급 ‘longer’는 [-long]과 [+long]의 범위에서 모
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어지다’와 결합하여 척도변화를 나타낼 때에도 [-A]와 
[+A]의 전구역에서 일어나는 변화 ②, ③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덥다, 빨갛다, 차갑다, 불안하다’와 같은 ‘덥다’류 형용사들은 ‘-
어지다’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낼 때 극성변화 ①과 척도변화 ③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길다, 많다, 크다, 좋다’와 같은 ‘길다’류 형용사들은 ‘-어지다’와 결합
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낼 경우에는 극성변화 ①과 척도변화 ②, ③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덥다’류 형용사+‘-어지다’는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데 반해 
‘길다’류 형용사+‘-어지다’는 척도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낸다.30) 
30) 김창섭(1996)에서는 ‘지다’가 ‘-어지다’로 쓰일 때 형용사를 선행어로 하는 경우에는 ‘-어지

다’를 보조용언으로 간주하였는데, ‘-어지다’가 아래와 같은 대등접속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창섭 1996: 105).

가. 음식이 [맵고 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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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형용사+-어지다’ 구문의 의미는 결합되는 형용사의 의미 속
성과 아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형용사의 이러한 의미 
속성은 상태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구문인 ‘형용사+-게 되다’ 구문과 ‘형용사
+-어지다’ 구문의 의미 차이를 밝히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3.2.5. ‘형용사+-어지다’의 어휘상 특성

앞서 ‘-어지다’가 여러 종류의 용언과 결합할 때의 의미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
어지다’의 기본 의미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어지다’가 각각 형용사, 자동사 그
리고 타동사와 결합할 때의 의미 관련성을 포착하기 위해 여기서는 상(aspect) 이론
을 이용하여 ‘형용사+-어지다’의 어휘상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언+-어지다’의 선행 용언에 따른 상적 특성에 대한 고찰은 오민석(2006)에서 
진행한 바 있다. 오민석(2006: 61-69)에서는 상적 특성 검증을 진행하는 데에 주로 
여러 부사어와의 공기 양상을 관찰하였다. 오민석(2006: 63)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
섯 용언이 ‘-어지다’와 결합하기 전후의 상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31) 가. 철수가 책을 읽다.(행위타동사)/책이 읽어지다.
나. 그녀가 걷다.(행위자동사)/ 그녀가 걸어지다. 

나. 영희가 [상냥하고 다정해]졌다.
     이러한 대등접속문에서 ‘-어지다’에 결합되는 형용사가 어떠한 의미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고

찰도 흥미롭다. 즉, 대등접속문에서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용사가 동시에 출현하면 그 의
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가. 머리카락이 [굵고 풍성해]졌다. 
나. 커트하고 나서 앞머리가 [무겁고 불규칙해]졌다.

  (가), (나)에서의 ‘굵다’, ‘무겁다’는 ‘길다’류 형용사에 속하고, ‘굵어지다’, ‘무거워지다’는 척도
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낸다. ‘풍성하다’, ‘불규칙하다’는 ‘덥다’류 형용사에 속하고 ‘풍성해지다’, 
‘불규칙해지다’는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낸다. 그렇다면 ‘굵고 풍성해졌다’와 ‘무겁고 불규칙
해졌다’는 어떤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지, 또한 문장이 나타내는 상태변화 양상이 두 가지 형용사
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순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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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가 저물다.(작용자동사)/ ?해가 저물어지다. 
라. 이 옷과 잘 어울린다.(관계동사)/*이 옷과 어울려지다. 
마. 하늘이 파랗다.(상태동사)/ 하늘이 파래지다. 

오민석(2006: 63-67)에서는 Van Valin(1997: 94-96)에서 제안한 ‘static(정태성)’, 
‘active(행위성)’, ‘punctual(점성)’, ‘telic(종결성)’의 의미 자질과 다섯 가지의 검증 
방법31)에 따라 (31)의 문장들이 ‘-고 있다’, ‘부지런히’, ‘단숨에/천천히’, ‘계속’, ‘결
국’과 공기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32) 가. 읽어지다: [-static], [+active], [±punctual]32), [+telic]
나. 걸어지다: [+static], [-active], [+punctual], [+telic]
다. 파래지다: [-static], [-active], [±punctual], [+telic]33)

또한, ‘읽다’, ‘걷다’, ‘파랗다’의 어휘상적 특징과의 비교를 통해, ‘용언+-어지다’ 
구성은 선행동사에 따라 상적 특성이 다음과 같이 변함을 제시하였다. 

(33) 가. 행위타동사: [-telic]→[+telic]
나. 행위자동사: [-static]→[+static], [+active]→[-active], 

       [±punctual]→[+punctual], [-telic]→[+telic]
다. 상태동사: [+static]→[-static], [-telic]→[+telic]

31) Van Valin(1997: 94-94)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의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상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법: ‘-고 있다’와의 공기 여부 검토. 
    나. 행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법: ‘부지런히, ‘활발하게’ 등의 부사어와의 공기 여부 검

토.
    다. 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법: ‘재빨리, 천천히’ 등의 부사와의 공기 여부 검토.
    라.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법: ‘계속, 끊임없이’ 등의 부사와의 공기 여부 검토.
    마. 종결성 여부(즉, 끝점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법: ‘결국, 끝내’ 등의 부사어

와의 공기 여부 검토.
32) [±punctual]는 일시성과 지속성 여부에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33) ‘저물어지다’, ‘어울려지다’는 ‘-어지다’ 구성이 비적격성을 보여 테스트 결과를 따로 보이지 않

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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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 선행동사의 의미자질에 상관없이 [+telic]이라는 상적 특성을 획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위자동사의 상적 특성은 [±punctual]→[+punctual]의 변
화를 보이는데, 이는 상태변화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설명을 덧붙였
다. 

그런데 부사어가 용언을 수식할 때에는 상적인 요소 외에 양태적 의미의 영향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부사어와의 공기 양상만을 통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오
민석(2006)에서는 ‘-어지다’와 결합되는 일부 용언 유형의 경우만을 고찰하였다. ‘-
어지다’가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할 때의 의미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
게 포착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어지다’에 선행하는 모든 유형의 용언에 대해 논
의할 것이다.

3.2.5.1. 어휘상의 검증 방법

앞서 2장에서 동사의 어휘상 유형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동사의 어휘상을 논의
하는 데에 있어 일반적으로 Vendler(1967), Comrie(1976), Dowty(1979), 
Smith(1991) 등의 논의가 바탕이 되어 왔다. Vendler(1967: 97)에서는 동사를 네 가
지 사건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역동성(dynamic)], [지속성(durative)], 
[종결성(telic)]의 시간적 자질로 이들 동사 유형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 가. 상태(state)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나. 행위(activity)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다. 완성(accomplishment)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라. 달성(achievement)동사: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Vendler(1967), Comrie(1976), Dowty(1979), Smith(1991) 등의 어휘상 이론을 한
국어 연구에 적용한 논의로는 조민정(2001), 홍윤기(2002), 남승호(2004), 김윤신
(2006) 등이 있다. 본고는 ‘형용사+-어지다’의 어휘상적 특징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검증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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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역동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용언이 ①명령형 어미와 공기하는지 여
부34), ②‘천천히, 빨리’ 등 방식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공기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역동성]을 가지는 용언만이 명령형 어미나 방식, 수단 부사어와 
공기할 수 있다. 조민정(2001: 59)에서 제시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5) 가. 너는 눈을 감아라.
나. 철수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36) 가. *너는 가슴이 답답하여라.
나. *철수가 가슴이 천천히 답답했다.

[+역동성]을 가지는 ‘감다’는 ‘-어라’, ‘천천히’와의 공기가 자연스러운 반면에, [-
지속성]을 가지는 ‘답답하다’는 ‘-어라’, ‘천천히’와의 공기가 어색하다. 

다음으로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①지속 시간 부사어 ‘T-동안’과의 공기 
여부, ②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 구성과의 공기 양상, ③과정의 중단을 의미하는 
구성과의 공기 양상, 그리고 ④과정의 지속을 의미하는 부사어 ‘천천히, 계속’ 등과
의 공기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①‘T-동안’은 일정한 시구간 동안 지속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동사구와 가장 자연
스럽게 결합한다. [+지속성]을 가지는 동사는 ‘T-동안’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
으며 이때 행위의 지속 과정을 나타낸다. 반면에 [-지속성]을 가지는 동사는 ‘T-동
안’과의 공기가 어색하거나 상적인 의미 전이가 일어난다. [-지속성]의 동사가 ‘T-
동안’과 공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위의 지속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사건
을 의미한다. 다음을 보자. 

(37) 가. 영희가 한 시간 동안 걸었다. 
나. 철수가 책을 한 시간 동안 읽었다. 

34) 조민정(2001: 60)에 의하면, [-역동성]을 가지는 용언은 명령법 외에 약속법(‘-하마’), 의도
법(‘-하려고 하다’), 청유법(‘-하자’)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모두 어울릴 수 없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명령법과의 공기 양상만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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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 *그 노인은 한 시간 동안 죽었다.
나. #버스가 한 시간 동안 도착했다. 

(37)에서 보듯이, [+지속성]을 가지는 ‘걷다’, ‘읽다’는 ‘T-동안’과 자연스럽게 공
기할 수 있으며, ‘걷는 과정의 지속’, ‘책을 읽는 과정의 지속’을 의미한다. 반면에 
(38가)에서 [-지속성]을 가지는 ‘죽다’는 ‘T-동안’과 공기하는 것이 어색하며, (38나)
에서 [-지속성]을 가지는 ‘도착하다’는 ‘T-동안’과 공기하면 ‘버스들이 한 시간 동안 
하나씩 도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순간 사건의 반복을 의미한다. 문장에서 상적
인 의미 전이가 일어난다고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장에서 상표
지가 원래 의미대로 해석되는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이 경우는 ‘#’로 표시하기로 한
다. 

②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는 [+지속성]을 가지는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동사
가 의미하는 사건의 지속 과정을 나타내는데, [-지속성]을 가지는 달성동사와 공기
할 경우는 상적인 의미 전이가 일어난다. 달성동사가 ‘-고 있다’와 결합할 때, 사건
이 일어나는 과정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실현되기 전의 예비단계
의 지속이나 종결 후 결과 상태의 지속, 그리고 사건의 반복을 나타낸다.

(39) 가. 철수가 달리고 있다. 
나. 영희가 웃고 있다. 

(40) 가. #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나. #엄마가 전화를 끊고 있다. 

(39)에서 [+지속성]의 ‘달리다’, ‘웃다’가 ‘-고 있다’와 공기하면 ‘걷는 사건의 지속 
과정’, ‘웃는 사건의 지속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40가)에
서 [-지속성]의 ‘도착하다’가 ‘-고 있다’와 공기할 때에는 ‘도착하기 전의 예비 과정
의 지속’을 의미하거나 ‘버스들이 하나씩 도착하고 있다’의 반복 사건의 의미로 해석
해야 한다. (40나)의 ‘엄마가 전화를 끊고 있다.’는 ‘전화를 끊기 전의 예비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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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전화를 끊은 후의 상태의 지속’35)을 나타낼 수도 있다.
③ ‘-다가 말다’ 구문은 중단을 의미한다. [+지속성]을 가지는 동사들은 ‘-다가 말

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으며 행위 과정의 중단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속
성]을 가지는 동사들은 ‘-하다 말다’와 공기하면 문장이 비문이 되거나 동사가 지시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조민정(2001: 73)에서 제시한 예를 보이
면 다음과 같다. 

(41) 가. 그는 대학생만이 이 땅의 학생이냐고 따지다 말았다. 
나. 그는 부평초처럼 여기저기 떠돌다가 말았다.

(42) 가. 그는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다가 말았다. 
나. 그는 병마개로 소주병 주둥이를 덮다가 말았다36). 

(41)는 [+지속성]을 가지는 ‘따지다’, ‘떠돌다’가 ‘-하다 말다’와 공기하는 경우이
다. 이때 이 문장들은 ‘따지는 행위 과정의 중단’, ‘떠도는 행위 과정의 중단’을 의미
한다. 이에 비해 (42)에서는 [-지속성]을 가지는 ‘끄다’, ‘덮다’가 ‘-하다 말다’와 공
기하여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끄다’, ‘덮다’는 모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이므로 ‘끄다가 말았다’, ‘덮다가 말았다’는 과정의 중단이 아니라 ‘끄는 행위’, ‘덮는 
행위’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④부사어 ‘천천히, 계속’은 동사를 수식할 때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의 지속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지속성]의 동사는 ‘천천히, 계속’과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반면에 
[-지속성]의 동사는 ‘천천히, 계속’과 공기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상적인 의미 전이가 
일어난다. [-지속성]의 동사가 ‘천천히, 계속’과 결합할 때에는 행위의 지속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단계의 지속을 의미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35) ‘사건 종결 후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고 있다’는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구별

된다. 선행 연구에서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를 ‘-고 있다1’로 표시하고, 결과 상태의 지속
을 의미하는 ‘-고 있다’를 ‘-고 있다2’로 구별해서 표시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따로 ‘-고 있
다1’, ‘-고 있다2’로 표시하지 않고, 진행이나 결과 상태 지속이라는 의미 차이로 구별하겠다.

36) 조민정(2001: 100)에서 한국어 중단 표현으로 ‘-다가 말다’, ‘-다가 그만두다’, ‘-다가 멈추
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이 중에서 ‘-다가 말다’를 검증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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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 영희가 천천히 걷는다. 
나. 철수가 책을 천천히 읽는다. 

(44) 가. #버스가 천천히 도착했다. 
나. #그 노인은 천천히 죽었다. 

(43)의 ‘천천히’가 [+지속성]을 가지는 ‘걷다’, ‘읽다’와 공기할 때에는 ‘걷는 행위
의 지속 과정’, ‘읽는 행위의 지속 과정’을 수식한다. 그러나 (44)에서 ‘천천히’가 [-
지속성]을 가지는 ‘도착하다’, ‘죽다’와 공기할 때에는 ‘도착하기 전의 예비 과정’, 
‘죽기 전의 예비 과정’을 수식한다.

마지막으로 [±종결성]을 검증 방법을 살펴보겠다. [±종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①시간틀 부사어‘T-만에’와의 결합 양상, ②시간 부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③
시간 관련 의존명사 ‘지’(‘-은 지 T 되다’)와 공기할 때의 의미, 그리고 ④사건 종결 
후 결과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어 있다’와의 공기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①‘T-만에’가 [+종결성]을 가지는 사건과 결합할 때에는 ‘사건이 T-만에 종결되었
음’을 의미하며, [-종결성]을 가지는 사건과 공기할 때에는 ‘사건이 T-만에 시작되
었음’을 의미한다. 홍윤기(2002: 77), 남승호(2004: 101)에서 제시한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45) 가. 얼음이 3분 만에 녹았다. 
나. 인부들은 두 달 만에 그 집을 지었다. 

(46) 가. 근이는 한 시간 만에 컴퓨터 게임을 했다. 
나. 영희가 한 시간 만에 피아노를 쳤다. 

홍윤기(2002: 77)에서는 (45가)와 같은 [+종결성]의 완성 사건이 ‘T-만에’와 자연
스럽게 결합해서 특정한 시간적 양상을 나타내는데, 사건이 그 시간 동안 지속되다
가 끝나고, 그 시간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소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얼음이 



- 59 -

3분 만에 녹았다.’는 이 사건이 3분 동안의 과정을 거치고 3분이 되는 순간 그 시간
은 모두 소모되는 것이고, 사건의 끝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남승호(2004: 
101)에서 제시한 (45나), (46가)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종결성]을 가지는 ‘짓다’
가 ‘T-만에’와 공기하는 문장은 ‘그 집을 짓기 시작해서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두 
달임’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종결성]을 가지는 사건 ‘컴퓨터 게임을 하다’는 ‘T-
만에’와 공기할 때 ‘한 시간 만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건’의 지속 시간을 의미
하거나 그 사건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근이가 컴퓨
터 게임을 하려고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겨우 게임을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한 
시간 만에’는 기다리기 시작해서 컴퓨터 게임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구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수식되고 있는 시구간은 ‘컴퓨터 게임을 하다’라는 사건과는 관계없이 담화
상에서 설정된 시구간이라고 하였다. (46나)도 (46가)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②‘-하는 데 T 걸리다’는 시간 부사어에서 변형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기간을 
요구하는 ‘-하는 데 T 걸리다’는 [+종결성]의 사건과 공기할 경우에는 ‘T-만에’ 구문
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으며 사건이 시작해서부터 종결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반면에 [-종결성]의 사건과 공기할 때에는 ‘T-동안’ 구문으로 바꿔 표현
할 수 있기도 하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조민
정(2001: 69)의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47) 가. 그녀는 욕실에서 옷을 입고 갈 채비를 마치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 
나. 그가 박물관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데 일 년이 걸렸다. 

(48) 가. 철수가 뛰는 데 10분 걸렸다.  
나. 영희가 공부하는 데 2시간 걸렸다. 

(47가)에서는 [+종결성]을 가지는 사건이 ‘-하는 데 T 걸렸다’와 자연스럽게 공기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때 ‘그녀는 욕실에서 옷을 입고 갈 채비를 마치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는 ‘그녀는 한 시간 만에 욕실에서 옷을 입고 갈 채비를 마쳤다’로 바
꿔 표현할 수 있으며, 사건이 시작해서부터 T 시간의 과정을 거치고 T 시간이 다 소
모되는 순간에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47나)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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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동안’ 구문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그녀는 한 시간 동안 욕실에서 옷을 입고 갈 
채비를 마쳤다.’, ‘*그가 박물관 설계도를 일 년 동안 완성했다’는 매우 어색한 문장
들이다. 

이에 비해 (48)에서 [-종결성]을 가지는 사건이 ‘-하는 데 T 걸리다’와 공기하는 
문장들은 해석에 차이를 보인다. ‘철수가 뛰는 데 10분 걸렸다.’는 ‘철수가 10분 동
안 뛰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철수가 기다리다가 뛰기 시작할 때까지 10
분 경과했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영희가 공부하는 데 2시간 걸렸다.’는 ‘영희가 2
시간 동안 공부했다.’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으며, ‘영희가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2
시간 후에 공부하기 시작했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③‘-은 지 T 되다’ 구문으로도 사건의 [±종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종결성]을 
가지는 사건이 ‘-은 지 T 되다’ 구문과 공기할 때에는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현
재까지 T 동안의 시간이 경과했다’는 뜻으로 우선 해석되며, [-종결성]을 가지는 사
건이 ‘-은 지 T 되다’와 공기할 때에는 ‘사건이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 소요되는 시
간’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을 보자. 

(49) 가. 배가 가라앉은 지 한 시간 되었다.
나. 이 집이 지어진 지 한 달 되었다. 

(50) 가. 철수가 걸은 지 한 시간 되었다. 
나. 철수가 공부한 지 한 시간 되었다. 

(49)에서는 [+종결성]을 가지는 ‘가라앉다’, ‘지어지다’가 ‘-은 지 T 되었다’ 구문
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때 ‘가라앉은 지 한 시간 되었다’는 ‘가라앉는 사건이 종결되
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한 시간 지났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 집이 지어진 지 한 
달 되었다.’는 ‘이 집이 완공되고 나서 현재까지 한 달 경과했다’를 나타낸다. 반면에 
(50)에서 [-종결성]의 ‘걷다’, ‘공부하다’가 ‘-은 지 T 되다’와 공기하는 문장은 다르
게 해석된다. ‘걸은 지 한 시간 되었다’는 ‘걷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한 시간 경
과했다’를 의미하며, ‘공부한 지 한 시간 되었다’도 역시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현
재까지 한 시간 경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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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 있다’ 구성은 사건 종결 후 결과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조민정(2001: 
169), 남승호(2004: 103)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어 있다’는 [+종결성]을 가지는 
자동사와만 공기할 수 있으며, 형용사, 타동사, 그리고 [-종결성]을 가지는 자동사
는 ‘-어 있다’와의 공기가 어색하다. 조민정(2001: 169), 남승호(2004: 103)에서 제
시한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51) 가. 연이가 아침 일찍 도착해 있다. 
나.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빨래는 말라 있었다. 

(52) 가. *근이가 하루 종일 지루해 있다. 
나. *인부들이 집 두 채를 지어 있다. 
다. *진이가 하루 종일 자 있다. 

(51)에서는 [+종결성]을 가지는 자동사 ‘도착하다’, ‘마르다(乾燥)’가 ‘-어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것을 보여준다. ‘도착해 있다’는 ‘도착한 후의 결과 상태의 지
속’을 의미하며 ‘말라 있다’는 ‘마른 후의 마른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반면에 
(52)에서 형용사 ‘지루하다’, 타동사 ‘짓다’, 그리고 [-종결성]을 가지는 자동사 ‘자
다’는 ‘-어 있다’와 공기하는 것이 어색하다.  

이 절에서 다루고 있는 ‘-어지다’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상태동사에 해당하며 [-역
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형용사가 ‘-어지다’와 결합한 후에
는 어떤 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앞서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형1+-어지다’와 ‘형2+-어지다’의 두 가지 의미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형1+-어지다’와 척도변화를 의미하는 ‘형2+-어지다’는 상
적인 특징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2.5.2. ‘형1+-어지다’와 ‘형2+-어지다’의 어휘상 검증

이 절에서는 ‘날씬해지다’를 예로 들어,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1’과 척
도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2’의 어휘상 특징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날씬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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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척도변화의 의미를 유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더 날씬해지다
2’로 예문을 구성할 것이다.  

[1] [±역동성] 테스트

우선, [±역동성]을 검증하기 위해 명령을 의미하는 어미 ‘-아/어라’, 방식 부사어 
‘빨리’와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자.

(53) 가. *날씬해라. 
나. 날씬해지1어라. 
다. 더 날씬해지2어라.

(54) 가. *빨리 날씬해서 새 옷을 사고 싶다. 
나. 빨리 날씬해져1서 새 옷을 사고 싶다. 
다. 빨리 더 날씬해져2서 새 옷을 사고 싶다.

(53가), (54가)에서 보듯이, [-역동성]을 가지는 형용사 ‘날씬하다’는 명령을 의미
하는 어미 ‘-아/어라’와 공기할 수 없으며, 부사어 ‘빨리’와도 공기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날씬하다’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다2’로 사용될 때
에는 명령을 뜻하는 어미 ‘-아/어라’와 모두 공기할 수 있으며, 부사어 ‘빨리’의 수식
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다2’가 [+역동성]을 가진다는 것
을 보여준다.  

 
[2] [±지속성] 테스트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과의 공기 

(55) 가. 친구가 지난 1년 동안은 날씬했다. 
나. *친구가 지난 1년 동안은 날씬해졌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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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구가 지난 1년 동안은 날씬해졌2다. 

(55)에서는 형용사 ‘날씬하다’, ‘날씬해지다1’, 그리고 ‘날씬해지다2’가 지속 시간 
부사어 ‘T-동안’과 공기하는 양상을 제시하였다. (55가)에서는 [+지속성]을 가지는 
형용사 ‘날씬하다’가 ‘T-동안’과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것을 보여준다. (55나), (55다)
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계속 날씬해졌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살이 빠지는 과
정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척도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2’만이 
가능하다. 즉 척도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2’는 ‘T-동안’과 공기할 수 있으며 [+
지속성]을 가지는 반면에,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1’은 ‘T-동안’과 공기할 
수 없으며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고 있다’와의 공기 

다음은 ‘-고 있다’와의 공기 양상을 보자.

(56) 가. */#친구가 계속 날씬해지1고 있다.37)  
나. 친구가 계속 날씬해지2고 있다.
다. 친구가 더 날씬해지2고 있다. 

‘친구가 계속 날씬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친구가 살이 빠지고 있다.’의 의미로 해
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이는 척도변화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며 ‘날씬해지다
2’만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척도변화의 지속의 의미는 (56다)에서 더욱 잘 드러
난다. 반면에 (56가)에서처럼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1’이 사용되면 직관에 
따라 비문이 되거나 ‘친구가 날씬한 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예비단계의 지속’으로 해
석될 수 있다.38) 이러한 ‘-고 있다’와의 공기 양상을 통해 ‘날씬해지다1’은 [-지속
성], ‘날씬해지다2’는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7) 비문인 경우는 ‘*’로 표시하고, 문장에서 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로 표시한다. 
38) ‘친구가 날씬해지고 있다.’라는 발화는 ‘친구가 계속 살이 빠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직관에 따라 ‘친구가 계속 날씬해지1고 있다.’를 비문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 64 -

③중단 표현과의 공기 

(57) 가. *친구가 날씬해지1다가 말았다. 
나. 친구가 더 날씬해지2다가 말았다. 

‘-다가 말다’는 어떤 사건의 과정의 중단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친구가 사과를 먹
다가 말았다.’는 ‘사과를 먹는 동작을 진행하다가 중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56가)
에서 보듯이 이러한 과정의 중단을 의미하는 표현이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
다1’과 공기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반면에 (56나)에서의 ‘친구가 더 날씬해지다가 
말았다.’는 ‘친구가 살이 더 빠지다가 말았다.’의 의미로 해석되며 척도변화 과정의 
중단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 양상은 ‘날씬해지다1’은 [-지속성]을, ‘날씬해
지다2’는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④방식 부사어와의 공기

(58) 가. */#친구가 천천히 날씬해졌1다. 
나. 친구가 천천히 날씬해졌2다. 

(58나)에서 보듯이, ‘친구가 천천히 날씬해졌다.’라고 발화할 때, ‘살이 천천히 빠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천천히’는 척도변화의 지속 
과정을 수식한다. 반면에 (58가)에서처럼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1’이 사용
되면 직관에 따라 비문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되면, (58
나)의 ‘천천히’가 수식하는 것은 ‘친구가 날씬한 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예비단계의 
지속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천천히’와의 공기 양상을 통해 ‘날씬해지다
1’은 [-지속성], ‘날씬해지다2’는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 [±종결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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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와의 공기

(59) 가. *친구가 한 달 만에 날씬했다.
나. 친구가 한 달 만에 날씬해졌1다.
다. 친구가 한 달 만에 더 날씬해졌2다. 

부사어 ‘T-만에’는 [+종결성]을 가지는 어휘상 유형과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59
가)에서 보듯이 [-종결성]을 가지는 형용사 ‘날씬하다’는 부사어 ‘T-만에’와의 공기
가 매우 어색하다. 이에 비해 (59나), (59다)는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들이다. (59나)
에서의 ‘친구가 한 달 만에 날씬해졌1다.’는 ‘친구가 날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씬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한 달 걸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59다)는 ‘친구가 원래 상
태보다 더 날씬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한 달 걸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공기 
양상을 통해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1’과 척도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
2’는 모두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는 데에 T 걸
리다’와 같은 시간 부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시간 부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60) 가. 친구가 날씬해지1는 데에 한 달 걸렸다. 
→ 친구가 한 달 만에 날씬해졌1다.
나. 친구가 더 날씬해지2는 데에 한 달 걸렸다. 
→ 친구가 한 달 만에 더 날씬해졌2다. 

우선 ‘철수가 걷는 데에 1시간 걸렸다.’의 경우를 보면, ‘책을 읽다’는 [-종결성]
을 가지는 행위사건이다. 이 경우에는 ‘걷는 데에 T-걸렸다.’라고 하면 ‘T-동안 걸었
다.’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기다리다가 걷기 시작할 때까지 한 시간 경과했다’를 의
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60)을 보자. (60가)에서 ‘날씬해지1는 데에 T-걸렸다.’는 
‘T-만에 날씬해졌1다.’로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60나)의 ‘더 날씬해지2는 데에 
T-걸렸다.’도 역시 ‘T-만에 더 날씬해졌2다.’로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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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다2’가 모두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한
다. 

 ③‘-은 지 T되다’와의 공기 

이어서 이 용언들이 시간 관련 표현 ‘-은 지 T 되다’ 구성과 공기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동사와 [+종결성]을 가지는 달성동사, 완성동
사가 ‘-은 지 T 되다’와 공기할 때에는 의미 차이를 보인다. 다음 (61)을 보자.

(61) 가. 철수가 걸은 지 한참 되었다. (행위동사)
나. 철수가 달린 지 한참 되었다. (행위동사)
다. 버스가 도착한 지 한참 되었다. (달성동사)
라. 정상에 도달한 지 한참 되었다. (달성동사)
마. 배가 가라앉은 지 한참 되었다. (완성동사)
바. 해가 뜬 지 한참 되었다. (완성동사)

(61가), (61나)는 [-종결성]의 행위동사 ‘걷다’, ‘달리다’가 사용된 문장들이다. ‘걸
은 지 한참 되었다’와 ‘달린 지 한참 되었다’는 각각 ‘걷기 시작한 지 한참 되었다’, 
‘달리기 시작한 지 한참 되었다’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61가), (61나)의 ‘-은 지 T 
되었다’에서의 기간 T는 ‘걷는 사건’과 ‘달리는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난 시간
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61다)-(61바)에서 [+종결성]을 가지는 동사들이 사용되는 
문장들은 다르게 해석된다. ‘도착한 지 한참 되었다’, ‘도달한 지 한참 되었다’, ‘가라
앉은 지 한참 되었다’, 그리고 ‘뜬 지 한참 되었다’는 각각 ‘버스가 도착하는 사건’, 
‘정상에 도달하는 사건’, ‘배가 가라앉는 사건’, 그리고 ‘해가 뜨는 사건’이 종결된 후 
한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결성]을 가지는 동사들이 ‘-은 지 T 되었다’
와 공기할 때 T는 사건이 종결된 후 지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 지 T 되었다’ 구성이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다2’와 공기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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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가. 친구가 날씬해진1 지 한참 되었다. 
나. 친구가 더 날씬해진2 지 한참 되었다. 

(62가), (62나)의 문장은 각각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다2’의 사건이 종결된 후 
한참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다2’가 [+종결
성]을 가진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④‘-어 있다’와의 공기 

마지막으로 이 용언들이 ‘-어 있다’ 구성과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어 있다’
는 사건이 종결된 후의 결과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며, [+종결성]을 가지는 달성자동
사 및 완성자동사와만 공기할 수 있다.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자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대부분의 타동사는 모두 ‘-어 있다’와 공기할 수 없다. 다음 (63)을 보자. 

(63) 가. 버스가 이미 도착해 있다. (달성자동사)
나. 해가 이미 떠 있다. (완성자동사)
다. *철수가 이미 걸어 있다. (행위자동사)
라. *철수가 이미 피곤해 있다. (형용사)
마. *철수가 이미 집을 지어 있다. (타동사)

(63가), (63나)에서 보듯이, ‘-어 있다’는 [+종결성]을 가지는 달성자동사 ‘도착하
다’ 및 완성자동사 ‘뜨다’와 모두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반면에 (63다)에서 보
듯이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자동사 ‘걷다’는 ‘-어 있다’와 공기할 수 없다. (63라), 
(63마)에서는 ‘-어 있다’가 형용사나 타동사와 공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렇다면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다2’가 ‘-어 있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자. 

(64) 가. *친구가 날씬해 있다.
나. 친구가 이미 날씬해져1 있다.
다. 오랜만에 만났더니 친구가 더 날씬해져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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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가)에서 보듯이 형용사 ‘날씬하다’는 ‘-어 있다’와 공기할 수 없다. 이에 비해 
(64나)와 (64다)에서는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다2’가 모두 ‘-어 있다’와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다2’가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날씬해지다1’과 ‘날씬해지
다2’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서로 상이한 상적 특징을 보인다. ‘날씬해지다1’은 [+역
동성], [-지속성], [+종결성]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달성(achievement)동사와 같은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 ‘날씬해지다2’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지
며 완성(accomplishment)동사와 동일한 의미 자질을 가진다. 

3.2.5.3. ‘형용사+-어지다’에서 ‘-어지다’의 기능

‘형용사+-어지다’의 어휘상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박덕유(1998), 김윤신(2009) 등
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다. 

박덕유(1998: 146)에서는 ‘형용사+-어지다’ 동사들을 일괄적으로 [+역동성, +지속
성(-순간성), +종결성]의 자질을 가지는 ‘변화동사’로 설정하고 있다. 즉 이들 변화
를 나타내는 ‘형용사+-어지다’ 동사는 완성동사와 같은 상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
았으며, 다만 완성동사는 유정물이 주체라면 변화동사는 무정물이 주체가 된다고 한 
바가 있다. 박덕유(1998)의 논의는 본고에서 제시한 ‘형2+-어지다’의 경우에 해당하
며, 본고에서 제시한 ‘형2+-어지다’의 상적 특성도 박덕유(1998)에서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박덕유(1998)에서는 ‘형1+-어지다’의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였고, 
또한 ‘형용사+-어지다’ 구문의 주어가 반드시 무정물이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김윤신(2009)에서는 ‘높아지다, 커지다, 무거워지다’와 같은 ‘형용사+-어지다’를 
척도의 특징이 반영된 ‘등급 상태변화 동사(gradable change of state verb)’로 부르
고 있다. 김윤신(2009: 41)에 의하면, ‘많다지다’, ‘높아지다’와 같은 등급 상태변화 
동사들이 끝이 열린 척도의 경우에는 사건의 [종결성]을 보장할 수 없으나, 화용론
적 맥락이나 실제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여 그 종결점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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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단계의 척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만을 의미한다면 그 종결성이 보장될 수도 
있다. 즉, 척도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단계별로 나눠서 한 단계씩 종결을 지을 수 있
다는 것이다. 김윤신(2009)에서는 Dowty(1979)에 따라 이러한 ‘형용사+-어지다’를  
‘정도 달성 동사(degree achievement verb)’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달성동사는 [-지속성]을 가지는 어휘상 유형이며, ‘정도 달성동사’의 설정
은 달성동사의 순간성이라는 의미 자질과 모순되는 것이다. ‘형용사+-어지다’의 어휘
상 유형을 ‘정도 달성동사’로 설정한 것은 ‘형용사+-어지다’의 의미가 ‘형1+-어지다’
와 ‘형2+-어지다’의 두 가지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형용
사+-어지다’는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형1+-어지다’로 실현될 때는 달성동사이며, 척
도변화를 의미하는 ‘형2+-어지다’로 실현될 때는 정도성을 가지는 완성동사로 나누
어 설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형용사가 ‘-어지다’와 결합한 후의 어휘상적 변화를 통해 ‘-어지다’의 기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1+-어지다’와 ‘형2+-어지다’의 어휘상적 특성을 앞서 제시한 표
에서 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형1+-어지다’와 ‘형2+-어지다’의 어휘상적 특성

         ②척도변화          ①극성변화       ③척도변화
           |―⇢|              |―⇢|          |―⇢|
[-A]-----------------■++++++++++++++++[+A]
─────────────────────────────────➤
                                 t0

‣ ‘형1+-어지다’ (①극성변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 ‘형2+-어지다’ (②, ③척도변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형용사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지는데, ‘형1+-어지다’는 [+역동
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용사+-어지다’가 ‘형1+-어지
다’의 의미로 실현될 때에는 ‘-어지다’가 형용사에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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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의미구조
선행 형용사 ‘-어지다’와 결합한 후 (‘형용사+-어지다’)

어휘상적 

특성

[-역동성] [+역동성]
[-종결성] [+종결성]
[+지속성] [±지속성]

논항 구조 1항 논항(주어) 1항 논항(주어)

을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2+-어지다’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
성]을 가지고 있다. ‘형용사+-어지다’가 ‘형2+-어지다’로 실현될 때에는 ‘-어지다’가 
형용사에 [+역동성], [+종결성]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일단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는 선행 형용사에 [+역동성], [+종결
성]의 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형1+-어지다’와 ‘형2+-어
지다’의 상적 차이는 [±지속성]에 있다. 극성변화를 의미하는 ‘형1+-어지다’는 [-지
속성]을 가지는 반면에 ‘형2+-어지다’는 [+지속성]을 가진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지다’의 의미 기능을 다음 <표 
6>과 같이 제시한다. 

 <표 6>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지다’의 기능

한편으로,『표준국어대사전』에 ‘많아지다’, ‘높아지다’, ‘길어지다’ 등 ‘형용사+-어
지다’가 표제어로 등제되어 있는데, 이들을 각각 ‘많게 되다’, ‘높게 되다’, ‘길게 되
다’로 풀이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를 모
두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 구문이 완전히 동일한 의
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에 4장에서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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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동사+-어지다’ 구문의 의미
‘-어지다’ 구성은 형용사 및 타동사와 모두 폭넓게 공기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사

와의 결합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어지다’가 자동사와의 공기가 어려운 것은 자동
사가 ‘-어지다’ 구성과 논항 구조 및 상적 특성 등 어휘의 의미 구조면에서 많은 공
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지다’는 형용사와는 어휘상적 특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타동사와는 논항 
구조도 다르며 어휘상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어지다’ 구성은 형용사 
및 타동사와 결합하여 선행 용언의 어휘상적 특징과 논항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에 
비해, ‘-어지다’ 구성은 자동사와는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휘상적 특성
에 있어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지다’가 자동사와 공기하게 되면 
의미적으로 잉여적이게 되는 부분이 많아 자동사와의 결합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어지다’의 용언 ‘지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나 상황이 이루어지다’를 의미한
다. 따라서 ‘-어지다’ 구성은 ‘이루어짐’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며, 선행 용언에 [+
종결성]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이는 ‘형용사+-어지다’의 상적 특징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다. ‘-어지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일부 자동사를 대략 살펴보면 [-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 자동사가 ‘-어지다’와 가장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경향이 있
다. 다음 (65)를 보자.

(65) 가. 발바닥이 지표면에 닿지도 않고 저절로 걸어지는 것 같았다.
나. 웃고 싶은데 웃어지지 않는다. 

(65)에서는 행위자동사 ‘걷다’, ‘웃다’가 ‘-어지다’와 결합된 ‘걸어지다’, ‘웃어지다’
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장들의 의미로 볼 때 이들은 모두 
‘행위의 이루어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자동사와 ‘자동사+-어지다’ 구문의 어휘상적인 특성을 살핌으로써 ‘-
어지다’ 구성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동사, 완성자동사, 그리고 달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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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3.1. 행위 자동사+‘-어지다’

우선 ‘-어지다’ 구성이 행위자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앞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어휘상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행위자동사 ‘걷다’, ‘날다’와 ‘-어지다’와 결
합한 ‘걸어지다’, ‘날아지다’의 상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 용언들의 [±역동성], [±지
속성], [±종결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역동성] 테스트

우선, 명령을 의미하는 어미 ‘-아/어라’와의 공기, 그리고 방식 부사어 ‘빨리’와의 
공기여부를 통해 ‘걷다’/‘걸어지다’, ‘날다’/‘날아지다’의 [±역동성]을 검증한다.

(66) 가. 제발 빨리 걸어라.
나. 제발 빨리 걸어져라.

(67) 가. 제발 빨리 날아라.
나. 제발 빨리 날아져라.

(66), (67)에서 보듯이 ‘걷다’와 ‘걸어지다’, ‘날다’와 ‘날아지다’는 모두 명령을 의
미하는 어미 ‘-아/어라’ 및 방식 부사어 ‘빨리’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이는 
‘걷다’, ‘걸어지다’, ‘날다’, ‘날아지다’가 [+역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속성] 테스트

‘걷다’와 ‘걸어지다’, ‘날다’와 ‘날아지다’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 ②‘-고 있다’ 구성, ③중단을 의미하는 표현, ④‘천천히’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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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의미하는 부사어와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과의 공기

(68) 가. 철수가 한 시간 동안 걸었다. 
나. *철수가 한 시간 동안 걸어졌다.

(69) 가. 종이비행기가 30분 동안 날았다.
나. *종이비행기가 30분 동안 날아졌다.

(68가), (69가)에서 보듯이, ‘걷다’와 ‘날다’는 ‘T-동안’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
으며 각각 ‘걷는 동작이 한 시간 동안 지속됨’, ‘나는 동작이 30분 동안 지속됨’을 
나타낸다. 반면에 (68나), (69나)의 ‘걸어지다’와 ‘날아지다’는 ‘T-동안’과 공기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②‘-고 있다’와의 공기

이어서 이 용언들이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 구성과 공기하는 양상을 보자. 

(70) 가. 철수가 걷고 있다.
나. ?철수가 걸어지고 있다. 

(71) 가. 종이비행기가 날고 있다. 
나. ?종이비행기가 날아지고 있다.

(70가), (71가)에서 보듯이, ‘걷다’, ‘날다’는 ‘-고 있다’와 아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으며 각 문장은 ‘걷는 동작의 진행’, ‘나는 동작의 진행’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70나), (71나)의 경우에는 ‘걸어지다’, ‘날아지다’가 ‘-고 있다’와의 공기가 약간 어
색한 면이 있으나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라고 판단된다. 이들은 각각 ‘걸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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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지속 과정’, ‘날아지는 사건의 지속 과정’을 의미한다.

③중단 표현과의 공기 

‘-다가 말다’ 표현은 어떤 지속되고 있는 과정의 중단을 의미할 수 있다. ‘걷다’, 
‘걸어지다’, ‘날다’, ‘날아지다’가 ‘-다가 말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2) 가. 철수가 걷다가 말았다. 
나. ?철수가 걸어지다가 말았다. 

(73) 가. 종이비행기가 날다가 말았다. 
나. ?종이비행기가 날아지다가 말았다. 

(72가), (73가)에서의 ‘걷다’와 ‘날다’는 ‘-하다 말다’ 구성과 아주 자연스럽게 공기
할 수 있다. ‘걷다가 말았다.’와 ‘날다가 말았다.’는 각각 ‘걷는 동작 과정의 중단’ 및 
‘나는 동작 과정의 중단’을 의미한다. (72나), (73나)에서 ‘걸어지다’, ‘날아지다’는 ‘-
하다 말다’와의 공기가 어색하다. 이들이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걸어지
다가 말았다.’, ‘날아지다가 말았다.’는 각각 ‘걸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날아지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를 통해 ‘걸어지다’, ‘날아지다’가 
표현하는 사건의 지속성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방식 부사어와의 공기

마지막으로 이 용언들이 지속을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 ‘천천히’와 공기하는 양상
을 보자. 

(74) 가. 철수가 천천히 걷고 있다.
나. 철수가 천천히 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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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가. 종이비행기가 천천히 날고 있다. 
나. 종이비행기가 천천히 날아지고 있다.

(74), (75)에서 보듯이, ‘걷다’와 ‘날다’, ‘걸어지다’와 ‘날아지다’는 모두 과정의 지
속을 의미하는 부사어 ‘천천히’와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천천히’는 각각 ‘걷는 과정’, 
‘나는 과정’, ‘걸어지는 과정’, ‘날아지는 과정’을 수식한다. 

지금까지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걷다’, ‘날다’는 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 구성, 중단을 의미하는 ‘-다가 말다’ 표현, 그
리고 과정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 ‘천천히’와 모두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이는 
‘걷다’, ‘날다’가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걸어지다’, ‘날아
지다’는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과정의 지속을 의미하는 부사어 ‘천천히’와 공
기할 수 있으나, 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 중단을 의미하는 ‘-다가 말다’ 표현과
의 공기는 매우 어색하다. 즉 ‘걸어지다’, ‘날아지다’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지속
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걷다’와 ‘날다’에 비해 [지속성]이 매우 약해졌다고 볼 수 있
다. 여기서 약화된 지속성을 [￬지속성]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3] [±종결성] 테스트 

이어서 ‘걷다’와 ‘걸어지다’, ‘날다’와 ‘날아지다’의 [±종결성]을 검증하도록 하겠
다. 이 용언들의 [±종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 ②시간 부
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③시간 관련 표현 ‘-은 지 T 되다’, ④‘-어 있다’ 구성과
의 공기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와의 공기

앞서 제시했듯이, ‘T-만에’가 사용되는 문장은 용언의 어휘상 유형에 따라 두 가
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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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가. 엄마가 30분 만에 저녁을 차렸다. 
나. 동생이 하루 만에 구구단을 외웠다. 

(77) 가. 철수가 일주일 만에 공부했다.
나. 영희가 30분 만에 책을 읽었다.39) 

 (76)과 같이 [+종결성]을 가지는 용언은 ‘T-만에’와 결합할 때에는 ‘사건이 시작
할 때부터 종결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엄마가 30분 만에 저녁을 차
렸다.’는 ‘엄마가 저녁을 차리기 시작할 때부터 다 차릴 때까지 30분 걸렸다.’의 뜻
으로 해석되고, ‘동생이 하루 만에 구구단을 외웠다.’도 역시 ‘동생이 구구단을 외우
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 외우는 시점까지 하루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77)과 같이 [-종결성]을 가지는 용언은 ‘T-만에’와 공기하는 경우는 ‘안 하다가 하
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철수가 일주일 만에 공부했다.’는 ‘철수
가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하기 시작할 때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경과했다. 철수는 일
주일 동안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희가 30분 만에 책을 읽었다.’는 
‘영희가 책을 읽지 않고 있다가 30분 후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30분 동안 책을 읽
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걷다’, ‘날다’와 ‘걸어지다’, ‘날아지다’가 ‘T-만에’와 공기하는 양상을 살
펴보자. 

(78) 가. 환자가 한 시간 만에 걸었다. 
나. 환자가 한 시간 만에 걸어졌다. 

(79) 가. 종이비행기가 30분 만에 날았다. 
나. 종이비행기가 30분 만에 날아졌다.

39) ‘영희가 30분 만에 책을 읽었다.’는 ‘책을 읽기 시작해 다 읽을 때까지 30분 걸렸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부사어 ‘다’를 추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화자가 ‘책을 읽기 시작해 다 읽을 때까지 30분 걸렸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영
희가 30분 만에 책을 다 읽었다.’로 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77 -

(78), (79)에서 보듯이, ‘걷다’와 ‘날다’, ‘걸어지다’와 ‘날아지다’는 ‘T-만에’와 모두 
공기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78가), (79가)의 ‘한 시간 만에 걸었
다.’와 ‘30분 만에 날았다.’는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지
된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한 시간 만에 걸었다.’
는 ‘걷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걷기 시작할 때까지 한 시간 지났다.’를 뜻하며, ‘30분 
만에 날았다.’도 역시 ‘정지된 상태에서 30분이 지난 후에 날기 시작했다.’로 해석된
다. 이 경우에는 ‘30분’이라는 시간 구간은 ‘걷는 사건’, ‘나는 사건’의 내부 시간구
조와 관계가 없다. 30분 후에 ‘걷는 사건’ 및 ‘나는 사건’이 시작되고 언제 종료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78나), (79나)에서의 ‘걸어지다’, ‘날아지다’는 ‘T-만에’와 공기할 때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한 시간 만에 걸어졌다.’는 ‘걸어지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
지 한 시간 걸렸다.’를 의미하며, ‘30분 만에 날아졌다.’도 ‘날아지는 사건이 시작점
부터 종결점까지 30분 걸렸다.’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한 시간 만에 걸어졌다’는 
‘걸어지는 사건’이 한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한 시간이 되는 순간 실현되었음을 의미
한다. 한 시간 후에 이어지는 사건은 ‘걸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걷는 사건’이다. ‘30
분 만에 날아졌다’도 역시 ‘날아지는 사건’이 30분 동안 지속되다가 30분이 되는 순
간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30분 후에 ‘날아지는 사건’이 종결되고 이어서 지속되는 사
건은 ‘나는 사건’이다.

이상으로 ‘T-만에’와 공기할 때의 의미 차이를 통해 ‘걷다’, ‘날다’는 [-종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걸어지다’, ‘날아지다’는 [+종결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시간 부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이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하는 데 T 걸리다’ 표현을 이용하여 이 용언들의 [±종
결성]을 검증할 것이다. 우선 다음 (80), (81)을 보자. 

(80) 가. 엄마가 저녁을 차리는 데에 30분 걸렸다. 
→ 엄마가 30분 만에 저녁을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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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생이 구구단을 외우는 데에 하루 걸렸다. 
→ 동생이 구구단을 하루 만에 외웠다.

(81) 가. 철수가 공부하는 데에 10년 걸렸다. 
→ 철수가 210년 동안 공부했다.
나. 영희가 달리는 데에 30분 걸렸다. 
→ 영희가 30분 동안 달렸다.

(80)에서 보듯이, [+종결성]을 가지는 용언들이 ‘-하는 데 T 걸리다’ 표현과 같이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T-만에’ 구문으로 대응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81)처럼 [-
종결성]을 가지는 용언들이 ‘-하는 데 T 걸리다’와 같이 쓰이는 문장은 ‘T-동안’ 구
문으로 대응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걷다’, ‘날다’과 ‘걸어지다’, ‘날아지다’가 ‘-하는 데 T 걸리다’와 공기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자. 

(82) 가. 철수가 오늘 걷는 데에 한 시간 걸렸다. 
→ 철수가 한 시간 동안 걸었다. 
나. 철수가 오늘 걸어지는 데에 한 시간 걸렸다. 
→ 철수가 한 시간 만에 걸어졌다. 

(83) 가. ?종이비행기가 나는 데에 30분 걸렸다. 
→ 종이비행기가 30분 동안 날았다. 
나. 종이비행기가 날아지는 데에 30분 걸렸다. 
→ 종이비행기가 30분 만에 날아졌다. 

(82가), (83가)에서 보듯이, [-종결성]을 가지는 ‘걷다’, ‘날다’가 사용되는 ‘걷는 
데에 한 시간 걸렸다.’와 ‘나는 데에 30분 걸렸다’는 ‘동작 과정의 지속 시간’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즉 ‘T-동안’ 구문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82나), (83나)의 
‘걸어지는 데에 한 시간 걸렸다.’와 ‘날아지는 데에 30분 걸렸다.’는 ‘걸어지다’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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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다’의 ‘동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T-만에’ 구문으로 해
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공기 양상을 통해, ‘걷다’, ‘날다’는 [-종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걸어
지다’, ‘날아지다’는 [+종결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③‘-은 지 T 되다’와의 공기

의존명사 ‘지’는 ‘-은 지 T 되다/지나다’의 구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떤 사건
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낸다. 이 표현이 [+종결성]을 가지는 용언
과 결합할 때와 [-종결성]의 용언과 결합할 때에 문장에서 의미 차이를 보인다. 다
음 (84), (85)를 보자. 

(84) 가. 배가 가라앉은 지 한참 되었다.
나. 동생이 구구단을 외운 지 한참 되었다. 

(85) 가. 철수가 달린 지 한참 되었다. 
나. 영희가 책을 읽은 지 한참 되었다. 

(84)에서 보듯이, [+종결성]을 가지는 용언이 ‘-한 지 T 되다’와 결합할 때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시간’의 의미로 우선 해석된다. ‘배가 가라앉
은 지 한참 되었다.’는 ‘배가 다 가라앉은 상태에 도달하고 한참 지났다.’의 의미로 
해석되고, ‘동생이 구구단을 외운 지 한참 되었다.’도 역시 ‘동생이 구구단을 외우는 
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한참 지났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85)처럼 [-종결성]을 가지는 용언과 공기하면 ‘사건이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의 
지속 시간’을 무표적으로 나타낸다. ‘철수가 달린 지 한참 되었다.’는 ‘철수가 달리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영희가 책을 읽은 지 한참 
되었다.’도 ‘영희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경과했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걷다’, ‘날다’와 ‘걸어지다’, ‘날아지다’가 ‘-은 지 T 되다’ 표현과 공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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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의미를 살펴보자. 

(86) 가. 철수가 걸은 지 한참 되었다. 
나. 철수가 걸어진 지 한참 되었다. 

(87) 가. 종이비행기가 난 지 한참 되었다. 
나. 종이비행기가 날아진 지 한참 되었다. 

(86가), (87가)에서 보듯이, ‘걸은 지 한참 되었다.’, ‘난 지 한참 되었다.’는 각각 
‘걷는 행위가 시작되고 나서 현재까지 한참 되었다.’, ‘나는 행위가 시작되고 현재까
지 한참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86나), (87나)의 ‘걸어진 지 한참 
되었다.’와 ‘날아진 지 한참 되었다.’는 각각 ‘걸어지는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지
금까지 한참 되었다’, ‘날아지는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다음 (88), (8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88) 가. 철수가 걸은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걷고 있다. 
나. *철수가 걸어진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걸어지고 있다.

(89) 가. 종이비행기가 난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날고 있다.  
나. *종이비행기가 날아진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날아지고 있다.

(88가), (89가)에서 볼 수 있듯이, ‘걷다’, ‘날다’가 ‘-은 지 T 되었다.’와 공기할 
때에는 ‘사건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을 나타내는 ‘아직도 하고 있다’와 공기할 수 있다. 반면에 (88나), (89나)처럼 
‘걸어지다’, ‘날아지다’가 ‘-은 지 T 되었다.’와 공기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나타내므로,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는 ‘아직도 하고 있다’와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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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 있다’와의 공기

결과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어 있다’는 [+종결성]을 가지는 자동사와만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걷다’, ‘날다’, ‘걸어지다’, 
‘날아지다’가 ‘-어 있다’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90) 가. *환자가 이미 걸어 있다. 
나. 환자가 이미 걸어져 있다. 

(91) 가. *종이비행기가 이미 날아 있다. 
나. 종이비행기가 이미 날아져 있다. 

(90가), (91가)에서 보듯이, ‘걷다’, ‘날다’는 ‘-어 있다’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이는 ‘걷다’, ‘날다’가 [-종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90나), (91나)
와 같이 ‘걸어지다’, ‘날아지다’는 ‘-어 있다’와 공기할 수 있다. 이는 ‘걸어지다’, ‘날
아지다’가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행위자동사 ‘걷다’, ‘날다’는 [+역동성], [+지속성], [-종
결성]을 가지는 반면에 ‘걸어지다’, ‘날아지다’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위자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행위자동사+어지다’
가 될 때 [+역동성]의 자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반해, [+지속성]의 의미가 약화되
면서 [+종결성]의 의미자질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다. 

3.3.2. 완성 자동사+‘-어지다’

이어서 ‘-어지다’ 구성이 완성자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어지다’
가 완성자동사와 결합하기 전후의 어휘상적인 차이를 통해 ‘-어지다’의 기능을 밝히
고자 한다. 완성자동사 ‘마르다(乾燥)’, ‘가라앉다’와 ‘말라지다’, ‘가라앉아지다’의 예
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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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동성] 테스트

우선, 명령을 의미하는 어미 ‘-아/어라’, 방식 부사어 ‘빨리’와의 공기 양상을 통해 
이 용언들의 [±역동성]을 검증한다. 

(92) 가. 제발 빨리 말라라.
나. ??제발 빨리 말라져라. 

(93) 가. 제발 빨리 가라앉아라. 
나. ??제발 빨리 가라앉아져라. 

(92), (93)에서 보듯이, ‘마르다’, ‘말라지다’, ‘가라앉다’, ‘가라앉아지다’는 모두 ‘-
아/어라’ 및 ‘빨리’와 공기할 수 있다. 다만 ‘빨리 말라져라.’와 ‘빨리 가라앉아져라.’
는 ‘빨리 말라라.’, ‘빨리 가라앉아라.’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어지다’의 
사용이 잉여적이게 느껴지므로 ‘??’로 표시한다.40) 

‘-아/어라’ 및 ‘빨리’와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용언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속성] 테스트

이어서 ‘마르다’와 ‘말라지다’, ‘가라앉다’와 ‘가라앉아지다’의 [±지속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 용언들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 ②  
‘-고 있다’ 구성, ③중단을 의미하는 표현, ④‘천천히’ 등 지속을 의미하는 부사어와
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겠다.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과의 공기

40) 본고에서는 ‘가라앉다’, ‘마르다’가 ‘-어지다’와 결합된 ‘가라앉아지다’, ‘말라지다’의 사용이 잉
여적인 느낌이 있으나 문법적이라고 판단된다. 직관에 따라 ‘가라앉아지다’, ‘말라지다’를 비문법
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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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가. ?페인트는 두 시간 동안 말랐다. 
나. *페인트는 두 시간 동안 말라졌다. 

(95) 가. ?배는 한 시간 동안 가라앉았다. 
나. *배는 한 시간 동안 가라앉아졌다. 

(94), (95)에서는 이 용언들이 ‘T-동안’과 공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94
가), (95가)의 ‘마르다’와 ‘가라앉다’는 ‘T-동안’과의 결합이 어색한 느낌이 있으나 문
법적인 문장들이라고 판단된다. 그 의미는 ‘페인트가 마르는 과정이 두 시간 지속
됨’, ‘배가 가라앉는 과정이 한 시간 지속됨’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94나), (95
나)에서의 ‘말라지다’와 ‘가라앉아지다’는 ‘T-동안’과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②‘-고 있다’와의 공기

이어서 이 용언들이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자.

(96) 가. 페인트가 마르고 있다. 
나. ??페인트가 말라지고 있다. 

(97) 가. 배가 가라앉고 있다.
나. ??배가 가라앉아지고 있다. 

(96), (97)에서 보듯이, ‘마르다’와 ‘가라앉다’는 ‘-고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말라지다’와 ‘가라앉아지다’는 ‘-고 있다’와 공기할 때 비문이 
아니나, (96가), (97가)의 문장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어지다’의 사용이 
잉여적이게 느껴진다.

③중단 표현과의 공기 



- 84 -

이 용언들이 중단을 의미하는 표현 ‘-다가 말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98) 가. 페인트가 마르다가 말았다.
나. ?페인트가 말라지다가 말았다. 

(99) 가. 배가 가라앉다가 말았다.
나. ?배가 가라앉아지다가 말았다. 

‘마르다’, ‘가라앉다’는 ‘-하다 말았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마르는 과정이 중단됨’과 ‘가라앉는 과정이 중단됨’을 나타낸다. 이이 비해 ‘말라지
다’와 ‘가라앉아지다’는 ‘-다가 말다’와의 공기가 어색하다. 만약 (98나), (99나)를 문
법적으로 맞는 문장으로 받아들이면, ‘말라지다가 말았다’는 ‘말라지는 사건’이 이루
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가라앉아지다가 말았다’는 ‘가라앉아지는 사건’이 실현되
지 못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말라지다’, ‘가라앉아지다’
의 지속성이 매우 짧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방식 부사어와의 공기

이어서 이 용언들이 과정의 지속을 드러내는 방식 부사어 ‘천천히’와 공기하는 양
상을 보자. 

(100) 가. 페인트가 천천히 말랐다. 
나. 페인트가 천천히 말라졌다.

(101) 가. 배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나. 배가 천천히 가라앉아졌다. 

(100), (101)에서 보듯이, ‘마르다’와 ‘가라앉다’, ‘말라지다’와 ‘가라앉아지다’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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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천천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천천히’는 각각 ‘마르는 과정’, ‘가라앉는 과정’, 
‘말라지는 과정’, ‘가라앉아지는 과정’을 수식하고 있다. 다만 (100나), (101나)의 ‘천
천히 말라졌다’와 ‘천천히 가라앉아졌다’는 모두 (100가), (101가)와 같은 의미를 표
현하고 있으며, ‘-어지다’의 사용이 잉여적이게 느껴져 ‘??’로 표시한다.41) 

지금까지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르다’, ‘가라앉다’는 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 구성, 중단을 의미하는 ‘-다가 말다’ 
표현, 그리고 과정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 ‘천천히’와 모두 공기할 수 있다. 이는 
‘마르다’, ‘가라앉다’가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말라지다’, ‘가라앉아지다’는 지금까지 제시한 지속을 나타내는 여러 표
지들과 공기할 때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된다. 다시 말해 ‘말라지다’, ‘가라앉
아지다’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마르다’와 ‘가라앉다’에 비해 
[지속성]이 매우 약해진 것이다. 여기서 약화된 지속성을 [￬지속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3] [±종결성] 테스트

이어서 완성자동사 및 ‘완성자동사+-어지다’의 [종결성]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겠
다. 이 용언들의 [±종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 ②시간 부
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③시간 관련 표현 ‘-은 지 T 되다’, ④‘-어 있다’ 구성과
의 공기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와의 공기

(102) 가. 페인트가 두 시간 만에 말랐다.
나. 페인트가 두 시간 만에 말라졌다.

(103) 가. 배가 한 시간 만에 가라앉았다. 

41) 직관에 따라 ‘말라지다’, ‘가라앉아지다’가 비문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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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가 한 시간 만에 가라앉아졌다.

(102), (103)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르다’ 및 ‘말라지다’, ‘가라앉다’ 및 ‘가라앉아
지다’는 모두 ‘T-만에’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102)의 ‘마르다’와 ‘말라지다’
가 ‘T-만에’와 공기하는 구문은 모두 ‘페인트가 마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103)의 ‘가라앉다’와 ‘가라앉아지다’가 ‘T-만에’와 공기하
는 구문은 ‘배가 가라앉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뜻한다. 

②시간 부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이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하는 데 T 걸리다’ 표현을 이용하여 이 용언들의 [±종
결성]을 검증할 것이다.

(104) 가. 페인트가 마르는 데에 두 시간이 걸렸다.
→ 페인트가 두 시간 만에 말랐다.
나. 페인트가 말라지는 데에 두 시간이 걸렸다.
→ 페인트가 두 시간 만에 말라졌다.

(105) 가. 배가 가라앉는 데에 한 시간 걸렸다. 
→ 배가 한 시간 만에 가라앉았다. 
나. 배가 가라앉아지는 데에 한 시간 걸렷다. 
→ 배가 한 시간 만에 가라앉아졌다. 

(104), (105)에서 보듯이, 이 용언들이 ‘-하는 데 T 걸리다’ 표현과 같이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T-만에’ 구문으로 자연스럽게 대응된다. 

③‘-은 지 T 되다’와의 공기

이어서 ‘마르다’, ‘가라앉다’와 ‘말라지다’, ‘가라앉아지다’가 ‘-은 지 T 되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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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기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자. 

(106) 가. 페인트가 마른 지 한참 되었다. 
나. 페인트가 말라진 지 한참 되었다.

(107) 가. 배가 가라앉은 지 한참 되었다.
나. 배가 가라앉아진 지 한참 되었다.

(106)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른 지 한참 되었다.’와 ‘말라진 지 한참 되었다.’는 모
두 ‘마른 상태에 도달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7)에
서 ‘가라앉은 지 한참 되었다.’와 ‘가라앉아진 지 한참 되었다.’도 역시 ‘가라앉은 상
태에 이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를 다음 (108), (10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8) 가. *페인트가 마른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마르고 있다. 
나. *페인트가 말라진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말라지고 있다.

(109) 가. *배가 가라앉은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가라앉고 있다.
나. *배가 가라앉아진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가라앉아지고 있다. 

(108), (109)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용언들이 ‘-은 지 T 되었다.’와 공기할 때에는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나타내므로, 사건의 진행을 의
미하는 ‘아직도 하고 있다’와 공기할 수 없다. 

④‘-어 있다’와의 공기

(110) 가. 페인트는 이미 말라 있다. 
나. 페인트는 이미 말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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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가. 배가 이미 가라앉아 있다.
나. 배가 이미 가라앉아져 있다.

(110), (111)에서 보듯이, ‘마르다’, ‘말라지다’, ‘가라앉다’, ‘가라앉아지다’는 모두 
결과 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이로써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 ‘마르다’, ‘가라앉다’와 ‘말라지다’, ‘가라앉아지다’
는 모두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완성자동사 ‘마르다’, ‘가라앉다’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지는 반면에 ‘말라지다’, ‘가라앉아지다’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
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완성자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완성자동
사+-어지다’가 될 때 [+역동성], [+종결성]의 자질이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지속
성]의 의미가 어느 정도 약화된다. 이는 완성자동사와 ‘완성자동사+-어지다’가 거의 
동일한 어휘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자동사가 ‘-어지다’와 결
합할 때 의미적으로 잉여적이게 느껴지는 것이다.

3.3.3. 달성 자동사+‘-어지다’

앞서 ‘-어지다’가 형용사, 행위자동사, 그리고 완성자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어지다’는 형용사와 가장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으며, 행위자동사와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완성자동사와의 결합은 다소 잉여적이게 느
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어지다’가 달성자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어지다’는 달성자동사와의 결합이 매우 어색하다. 다음 (112)-(115)에서 달성자
동사 ‘남다, 비다, 차다, 죽다’가 ‘-어지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제시한다.

(112) 가. 빈 집에 홀로 남았다. 
나. 빈 집에 홀로 {*남아졌다, 남겨졌다}.

(113) 가. 잔이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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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의미구조
선행 자동사 ‘-어지다’와 결합한 후 (‘자동사+-어지다’)

어휘상적 

특성

[+역동성] [+역동성]
[±종결성] [+종결성]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공기할 수 없음

논항 구조 1항 논항(주어/대상역) 1항 논항(주어/대상역)

나. 잔이 {*비어졌다, 비워졌다}.

(114) 가. 5만 석 좌석이 모두 찼다.
나. 5만 석 좌석이 모두 {*차졌다, 채워졌다}.

(115) 가. 강아지가 죽었다. 
나. 강아지가 {*죽어졌다, ?죽여졌다}.

(112)-(115)에서 볼 수 있듯이, 달성자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하면 매우 잉여적
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어지다’는 달성 자동사의 사동형과 결합한다.

앞서 ‘-어지다’가 형용사, 행위자동사, 그리고 완성자동사와 공기하는 양상을 통해 
‘-어지다’는 선행 용언에 [+역동성], [+종결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용언의 [+지속
성]을 [-지속성]으로 변화시키거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달성 자동사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지는 어휘상 유형
이다. 이러한 달성자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어지다’는 달
성자동사와 유사한 어휘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의 기능

이와 같이 ‘-어지다’가 자동사와 결합할 때 선행 용언에 [+종결성]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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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상에 상태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제시했듯이, [+종결성]
을 가지는 사건은 어떤 대상이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고, 목표점에 도달되었을 경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건은 종결된다. 이때 목표점은 종결성을 가진 사건에 있
어 본질적인 것으로서 사건의 끝점을 구성한다. 즉 [-종결성]을 가지는 ‘걷다’, ‘날
다’는 각각 ‘걷는 행위’, ‘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어 대상은 계속 
‘걷는 상태’, ‘나는 상태’에 있으며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걷다’, 
‘날다’에 ‘-어지다’를 첨가하여 ‘걸어지다’, ‘날아지다’가 될 경우에는 각각 ‘걷지 않은 
상태’에서 ‘걷는 상태’로의 변화, ‘날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상태’에 도달함을 뜻한
다. 상태변화는 종결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지다’는 자동사 중에서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자동사와 가장 자연스
럽게 결합할 수 있다. [+종결성]을 가지는 완성동사나 달성동사와 잘 공기하지 않는 
것이다. 완성동사나 달성동사 자체는 [+종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태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완성자동사 ‘가라앉다’, ‘마르다’가 ‘-어지다’와 결합된 ‘가라앉아지
다’, ‘말라지다’는 의미적으로 잉여적이게 느껴지며, 직관에 따라 비문법적이라고 판
단되기도 한다. 달성자동사 ‘죽다’, ‘남다’ 등은 ‘-어지다’와 결합할 수 없다. 

3.4. ‘타동사+-어지다’ 구문의 의미
이 절에서는 ‘-어지다’가 타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타동사는 형용사 

및 자동사와 달리 필수 논항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요구한다. 반면에 ‘-어지다’ 
구문은 주어 논항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어지다’가 타동사의 논항 구조를 변화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동사와 폭넓게 결합할 수 있다.

‘-어지다’가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할 때의 의미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타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하기 전후의 어휘상적인 의미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어지다’가 각각 행위타동사, 완성타동사 그리고 달성타동사와 결합하기 전후의 어
휘상적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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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행위 타동사+‘-어지다’

우선 ‘-어지다’ 구성이 행위타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제시했
던 여러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행위타동사와 ‘행위타동사+-어지다’의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행위타동사 ‘굽다’, ‘모으다’와 ‘구워지
다’, ‘모아지다’를 예로 들겠다. 

[1] [±역동성] 테스트

명령을 의미하는 어미 ‘-아/어라’와의 공기, 그리고 방식 부사어 ‘빨리’와의 공기 
여부를 통해 ‘굽다’/‘구워지다’, ‘모으다’/‘모아지다’의 [±역동성]을 검증한다.

(116) 가. 제발 빨리 구워라.
나. 제발 빨리 구워져라.

(117) 가. 제발 빨리 모아라.
나. 제발 빨리 모아져라.

(116), (117)에서 볼 수 있듯이, ‘굽다’, ‘구워지다’, ‘모으다’, ‘모아지다’는 모두 
명령을 의미하는 어미 ‘-아/어라’ 및 방식 부사어 ‘빨리’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
다. 이는 이 용언들이 모두 [+역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속성] 테스트

이어서 ‘굽다’ 및 ‘구워지다’, ‘모으다’ 및 ‘모아지다’의 [±지속성]을 살펴볼 것이
다. 이 용언들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 ②‘-
고 있다’ 구성, ③중단을 의미하는 표현, ④‘천천히’ 등 지속을 의미하는 부사어와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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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과의 공기

(118) 가. 동생이 고기를 한 시간 동안 구웠다. 
나. 고기가 한 시간 동안 구워졌다. 

(119) 가. 팀장이 의견을 일 년 동안 모았다. 
나. 의견이 일 년 동안 모아졌다.  

(118가), (119가)의 ‘굽다’와 ‘모으다’는 지속을 나타내는 ‘T-동안’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으며 각각 ‘고기를 굽는 동작이 한 시간 동안 지속됨’, ‘의견을 모으는 
행위가 일 년 동안 지속됨’을 나타낸다. (118나), (119나)의 ‘구워지다’와 ‘모아지다’
도 ‘T-동안’과 공기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고기가 구워지는 과정이 한 시간 동안 
지속됨’,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 일 년 동안 지속됨’으로 해석된다. 

②‘-고 있다’와의 공기

(120) 가. 동생이 고기를 굽고 있다. 
나. 고기가 구워지고 있다. 

(121) 가. 팀장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120), (121)에서 볼 수 있듯이, ‘굽다’, ‘구워지다’, ‘모으다’, ‘모아지다’가 모두 ‘-
고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굽고 있다’, ‘모으고 있다’는 각각 ‘굽는 동
작의 진행’, ‘모으는 행위의 진행’을 나타내며, ‘구워지고 있다’, ‘모아지고 있다’는 
각각 ‘구워지는 과정의 진행’, ‘모아지는 과정의 진행’을 의미한다. 

③중단 표현과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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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언들이 과정의 중단을 의미하는 ‘-다가 말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자. 

(122) 가. 동생이 고기를 굽다가 말았다.
 나. 고기가 구워지다가 말았다. 

(123) 가. 팀장이 의견을 모으다가 말았다.
 나. 의견이 모아지다가 말았다. 

(122), (123)에서 볼 수 있듯이, ‘굽다’, ‘구워지다’, ‘모으다’, ‘모아지다’는 모두 ‘-
다가 말다’과 공기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굽는 과정의 중단’, ‘구워지는 과정의 중
단’, ‘모으는 과정의 중단’, ‘모아지는 과정의 중단’을 의미한다. 

④방식 부사어와의 공기

이어서 이 용언들이 지속을 나타내는 방식 부사어 ‘천천히’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
자. 

(124) 가. 동생이 고기를 천천히 굽고 있다.
나. 고기가 천천히 구워지고 있다. 

(125) 가. 팀장이 의견을 천천히 모으고 있다.
나. 의견이 천천히 모아지고 있다. 

(124), (125)에서 ‘굽다’와 ‘구워지다’, ‘모으다’와 ‘모아지다’는 모두 과정의 지속
을 의미하는 부사어 ‘천천히’와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천히’는 각
각 ‘굽는 과정’, ‘구워지는 과정’, ‘모으는 과정’, ‘모아지는 과정’을 수식한다. 

이상을 통해 ‘굽다’, ‘모으다’와 ‘구워지다’, ‘모아지다’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표지들과 모두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용언들은 모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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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지는 것이다. 

[3] [±종결성] 테스트 

계속해서 ‘굽다’와 ‘구워지다’, ‘모으다’와 ‘모아지다’의 [±종결성]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이 용언들의 [±종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 ② 
시간 부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③시간 관련 표현 ‘-은 지 T 되다’, ④‘-어 있다’ 
구성과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자.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와의 공기 

(126) 가. ??동생이 고기를 한 시간 만에 구웠다.
나. 고기가 한 시간 만에 구워졌다. 

(127) 가. ??팀장이 의견을 일 년 만에 모았다. 
나. 의견이 일 년 만에 모아졌다. 

(126), (127)에서 보듯이, ‘굽다’, ‘모으다’가 ‘T-만에’와 공기하면 어색하게 느껴지
는 반면에 ‘구워지다’, ‘모아지다’는 ‘T-만에’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126가), 
(127가)의 ‘동생이 고기를 한 시간 만에 구웠다.’와 ‘팀장이 의견을 일 년 만에 모았
다.’는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 문장들에 종결을 의미하는 부사어 ‘다’를 추가해야 자
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즉 ‘동생이 고기를 한 시간 만에 다 구웠다.’, ‘팀장이 의견을 
일 년 만에 다 모았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문장이 ‘안 하다가 하기 시작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 ‘동생이 고기를 한 시간 만에 구웠다.’
는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 시간 후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의 의미도 나타
낼 수 있다. 이를 ‘동생이 고기를 한 달 만에 구웠다.’로 바꿔보면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난다.42) ‘팀장이 의견을 일 년 만에 모았다.’도 역시 ‘팀장이 지난번에 의견
42) 이처럼 ‘동생이 고기를 한 달 만에 구웠다.’는 ‘안 하다가 다시 하기 시작할 때 소요되는 시간’

을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구워지다’는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며 ‘*고기가 한 달 만에 구워



- 95 -

을 모았을 때는 일 년 전이었고, 이제 일 년 있다가 다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126나), (127나)의 ‘고기가 한 시간 만에 
구워졌다.’, ‘의견이 일 년 만에 모아졌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들이며, 각각 ‘고
기가 구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다 구워질 때까지 한 시간이 걸렸다.’, ‘의견이 모아지
기 시작할 때부터 다 모아질 때까지 일 년이 걸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써 ‘T-만에’와 공기할 때의 의미 차이를 통해 ‘굽다’, ‘모으다’는 [-종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워지다’, ‘모아지다’는 [+종결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시간 부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이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하는 데 T 걸리다’ 표현을 이용하여 이 용언들의 [±종
결성]을 검증할 것이다. 다음 (128), (129)를 보자. 

(128) 가. 동생이 고기를 굽는 데에 한 시간 걸렸다. 
→ 동생이 고기를 한 시간 동안 구웠다. 
나. 고기가 구워지는 데에 한 시간 걸렸다. 
→ 고기가 한 시간 만에 구워졌다. 

(129) 가. 팀장이 의견을 모으는 데에 일 년 걸렸다. 
→ 팀장이 의견을 일 년 동안 모았다. 
나. 의견이 모아지는 데에 일 년 걸렸다. 
→ 의견이 일 년 만에 모아졌다. 

(128가), (129가)의 ‘굽다’, ‘모으다’가 쓰인 ‘고기를 굽는 데에 한 시간 걸렸다.’와 
‘의견을 모으는 데에 일 년 걸렸다.’는 모두 ‘동작 과정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며 ‘T-
동안’ 구문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128나), (129나)의 ‘구워지다’, 
‘모아지다’가 ‘구워지는 데에 한 시간 걸렸다’, ‘모아지는 데에 일 년 걸렸다’의 문장

졌다.’는 비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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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T-만에’ 
구문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공기 양상을 통해, ‘굽다’, ‘모으다’는 [-종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
워지다’, ‘모아지다’는 [+종결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
다. 

③‘-은 지 T 되다’와의 공기

이어서 ‘굽다’, ‘모으다’와 ‘구워지다’, ‘모아지다’가 ‘-은 지 T 되다’와 공기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자.

(130) 가. 동생이 고기를 구운 지 한참 되었다.
나. 고기가 구워진 지 한참 되었다. 

(131) 가. 팀장이 의견을 모은 지 한참 되었다. 
나. 의견이 모아진 지 한참 되었다. 

(130가), (131가)의 ‘동생이 고기를 구운 지 한참 되었다’, ‘팀장이 의견을 모은 
지 한참 되었다.’는 각각 ‘고기를 굽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 ‘의견
을 모으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
다. 이에 비해 (130나), (131나)의 ‘고기가 구워진 지 한참 되었다.’와 ‘의견이 모아
진 지 한참 되었다.’는 각각 ‘고기가 구워지는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 ‘의견이 모아지는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 (132), (13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32) 가. 동생이 고기를 구운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굽고 있다. 
나. *고기가 구워진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구워지고 있다. 

(133) 가. 팀장이 의견을 모은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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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이 모아진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모아지고 있다.43)  

‘굽다’, ‘모으다’가 ‘-은 지 T 되었다.’와 공기할 때에는 ‘사건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건의 진행을 나타내는 ‘아직도 하고 있다’와 
공기할 수 있다. 반면에 ‘구워지다’, ‘모아지다’가 ‘-은 지 T 되었다.’와 공기하면 ‘사
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나타내며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는 
‘아직도 하고 있다’와 공기할 수는 없다. 이는 ‘굽다’, ‘모으다’는 [-종결성], ‘구워지
다’, ‘모아지다’는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④‘-어 있다’와의 공기

 이 용언들이 결과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어 있다’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
자. 

(134) 가. *동생이 고기를 이미 구워 있다.
나. 고기가 이미 구워져 있다. 

(135) 가. *팀장이 의견을 이미 모아 있다. 
나. 의견이 이미 모아져 있다. 

(134가), (135가)에서 보듯이, ‘굽다’, ‘모으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어 있다’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134나), (135나)에서의 ‘구워지다’, ‘모아지다’는 ‘-어 있다’
와 아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이로써 ‘구워지다’, ‘모아지다’는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행위타동사 ‘굽다’, ‘모으다’는 [+역동성], [+지속

43) 이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의견이 모아
진지 한참 되었는데 (이와 다른 의견들이) 아직도 모아지고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맞는 문장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뒷절의 ‘의견’은 앞절의 ‘의견’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앞절과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앞절과 뒷절에서 같은 대상과 사건을 의미
할 경우는 비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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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종결성]을 가지는 반면에 ‘구워지다’, ‘모아지다’는 [+역동성], [+지속성], [+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위타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행위타동
사+어지다’가 될 때 [+역동성], [+지속성]의 자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반해, [+종
결성]의 의미자질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논항 구조 면에 있어 행위타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취하는 2항 술어인데, 
‘-어지다’와 결합하여 ‘행위타동사+-어지다’가 될 때 주어만을 취하는 1항 술어로 바
뀐다.

3.4.2. 완성 타동사+‘-어지다’

이어서 ‘-어지다’ 구성이 완성타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완성타동사 
‘외우다’, ‘고치다’와 ‘외워지다’, ‘고쳐지다’로 예를 들겠다.

 
[1] [±역동성] 테스트

우선, 명령을 의미하는 어미 ‘-아/어라’, 방식 부사어 ‘빨리’와의 공기를 통해 이 
용언들의 [±역동성]을 검증한다.

(136) 가. 제발 빨리 외워라.
나. 제발 빨리 외워져라. 

(137) 가. 제발 빨리 고쳐라. 
나. 제발 빨리 고쳐져라. 

(136), (137)에서 제시했듯이, ‘외우다’, ‘외워지다’, ‘고치다’, ‘고쳐지다’는 모두 
명령 어미 ‘-아/어라’ 및 부사어 ‘빨리’와 공기할 수 있다. 이는 이 용언들이 모두 [+
역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속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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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외우다’와 ‘외워지다’, ‘고치다’와 ‘고쳐지다’의 [±지속성]을 검증하겠다. 
이 용언들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 ②‘-고 있다’ 
구성, ③중단을 의미하는 표현, ④‘천천히’ 등 지속을 의미하는 부사어와의 공기 양
상을 살펴보자.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과의 공기

(138) 가. 동생이 구구단을 30분 동안 외웠다.
나. *구구단이 30분 동안 외워졌다.

(139) 가. 아빠가 핸드폰을 일주일 동안 고쳤다. 
 나. *핸드폰이 일주일 동안 고쳐졌다. 

(138), (139)에서는 이 용언들이 ‘T-동안’과 공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외
우다’, ‘고치다’는 T-동안’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구구단을 
외우는 과정이 30분 동안 지속됨’, ‘핸드폰을 고치는 과정이 일주일 동안 지속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외워지다’, ‘고쳐지다’가 ‘T-동안’과 공기하면 비문이 된다. 

②‘-고 있다’와의 공기 

(140) 가. 동생이 구구단을 외우고 있다.
나. 구구단이 외워지고 있다.

(141) 가. 아빠가 핸드폰을 고치고 있다.
 나. 핸드폰이 고쳐지고 있다. 

(140), (141)에서는 이 용언들이 ‘-고 있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
우다’, ‘외워지다’, ‘고치다’, ‘고쳐지다’가 모두 ‘-고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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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외우고 있다’, ‘고치고 있다’는 ‘외우는 과정의 진행’, ‘고치는 과정의 진행’을 
의미하며, ‘외워지고 있다’, ‘고쳐지고 있다’는 각각 ‘외워지는 과정의 진행’, ‘고쳐지
는 과정의 진행’을 나타낸다. 

③중단 표현과의 공기

이 용언들이 중단을 의미하는 표현 ‘-다가 말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자. 

(142) 가. 동생이 구구단을 외우다가 말았다. 
나. ?구구단이 외워지다가 말았다.

(143) 가. 아빠가 핸드폰을 고치다가 말았다. 
나. ?핸드폰이 고쳐지다가 말았다.

(142가), (143가)의 ‘외우다’와 ‘고치다’는 ‘-다가 말다’ 표현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으며 각각 ‘구구단을 외우는 과정의 중단’, ‘핸드폰을 고치는 과정의 중단’을 나
타낸다. 반면에 (142나), (143나)에서 ‘외워지다’, ‘고쳐지다’는 ‘-다가 말다’와의 공
기가 어색하다. 만약 이들이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되면, ‘구구단이 외워지다가 말
았다’는 ‘구구단이 외워지는 사건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핸드폰이 고쳐지
다가 말았다’는 ‘핸드폰이 고쳐지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해석된다. 이는 
‘외워지다’, ‘고쳐지다’가 나타내는 사건의 지속과정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방식 부사어와의 공기

이 용언들이 방식 부사어 ‘천천히’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자. 

(144) 가. 동생이 구구단을 천천히 외우고 있다. 
나. 구구단이 천천히 외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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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가. 아빠가 핸드폰을 천천히 고치고 있다.
나. 핸드폰이 천천히 고쳐지고 있다. 

(144), (145)에서 보듯이, ‘외우다’, ‘외워지다’, ‘고치다’, ‘고쳐지다’는 모두 ‘천천
히’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천천히’는 각각 ‘구구단을 외우는 과정’, ‘구구단
이 외워지는 과정’, ‘핸드폰을 고치는 과정’, ‘핸드폰이 고쳐지는 과정’을 수식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우다’, ‘고치다’는 시간 지속 부
사어 ‘T-동안’,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 구성, 중단을 의미하는 ‘-다가 말다’ 표
현, 그리고 과정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 ‘천천히’ 등 여러 지속성 표지와 모두 자
연스럽게 공기한다. 이는 ‘외우다’, ‘고치다’가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워지다’, ‘고쳐지다’는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 ‘천
천히’와 공기할 수 있으며, ‘T-동안’과 중단을 의미하는 ‘-하다 말다’ 표현과의 공기
가 매우 어색하다. 이를 통해 ‘외워지다’, ‘고쳐지다’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
지고는 있으나 ‘외우다’와 ‘고치다’에 비해 [지속성]이 매우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약화된 지속성을 [￬지속성]으로 표시할 것이다.

[3] [±종결성] 테스트

이어서 완성타동사 및 ‘완성타동사+-어지다’의 [종결성]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겠
다. 이 용언들의 [±종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 ②시간 부
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③시간 관련 표현 ‘-은 지 T 되다’, ④‘-어 있다’ 구성과
의 공기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와의 공기

(146) 가. 동생이 30분 만에 구구단을 외웠다. 
나. 구구단이 30분 만에 외워졌다. 

(147) 가. 아빠가 일주일 만에 핸드폰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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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핸드폰이 일주일 만에 고쳐졌다. 

(146), (147)에서 제시되듯이, ‘외우다’ 및 ‘외워지다’, ‘고치다’ 및 ‘고쳐지다’는 모
두 ‘T-만에’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외우다’, ‘고치다’가 ‘T-만에’와 공기할 
때 각각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할 때부터 구구단을 다 외운 시점까지 30분 걸렸다.’, 
‘핸드폰을 고치기 시작할 때부터 핸드폰이 다 고쳐질 때까지 일주일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워지다’, ‘고쳐지다’가 ‘T-만에’와 공기하는 문장들은 각각 ‘구구단이 외
워진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30분 걸렸다.’, ‘핸드폰이 고쳐진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일
주일 걸렸다.’를 나타낸다. 이는 이 용언들이 모두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시간 부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이어서 이 용언들이 ‘-하는 데 T 걸리다’ 표현과 공기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148) 가. 동생이 구구단을 외우는 데에 30분 걸렸다. 
→ 동생이 구구단을 30분 만에 구구단을 외웠다. 
나. 구구단이 외워지는 데에 30분 걸렸다. 
→ 구구단이 30분 만에 외워졌다.  

(149) 가. 아빠가 핸드폰을 고치는 데에 일주일 걸렸다.
→ 아빠가 핸드폰을 일주일 만에 고쳤다.  
나. 핸드폰이 고쳐지는 데에 일주일 걸렸다.  
→ 핸드폰이 일주일 만에 고쳐졌다. 

(148), (149)에서 보듯이, 이 용언들이 ‘-하는 데 T 걸리다’ 표현과 같이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T-만에’ 구문으로 자연스럽게 대응된다. 이를 통해 이 용언들이 
모두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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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은 지 T 되다’와의 공기

이 용언들이 ‘-은 지 T 되다’ 구성과 공기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자.

(150) 가. 동생이 구구단을 외운 지 한참 되었다. 
나. 구구단이 외워진 지 한참 되었다. 

(151) 가. 아빠가 핸드폰을 고친 지 한참 되었다.  
나. 핸드폰이 고쳐진 지 한참 되었다. 

(150), (151)에서 제시하듯이, 이 용언들이 ‘-은 지 T 되었다’와 공기하는 문장들
은 모두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나타낸다. ‘구구단을 
외운 지 한참 되었다.’, ‘핸드폰을 고친 지 한참 되었다.’는 각각 ‘구구단을 외우는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 ‘핸드폰을 고치는 사건이 종결되
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구단이 외워진 지 한참 
되었다.’, ‘핸드폰이 고쳐진 지 한참 되었다.’는 ‘구구단이 외워진 상태에 도달한 시
점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 ‘핸드폰이 고쳐진 상태에 도달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참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이 용언들이 모두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④‘-어 있다’와의 공기 

마지막으로 이 용언들이 결과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공기하는 양상
을 보자. 

(152) 가. *동생이 이미 구구단을 외워 있다.
나. 구구단이 이미 외워져 있다. 

(153) 가. *아빠가 이미 핸드폰을 고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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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핸드폰이 이미 고쳐져 있다. 

(152가), (153가)의 ‘외우다’, ‘고치다’는 타동사이므로 ‘-어 있다’와 공기할 수 없
다. (152나), (153나)의 ‘외워지다’, ‘고쳐지다’는 ‘-어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워지다’, ‘고쳐지다’가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이 다시 확인될 
수 있다. 

이로써 완성타동사 ‘외우다’, ‘고치다’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지
는 반면에 ‘외워지다’, ‘고쳐지다’는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완성타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완성타동사+-어지다’가 될 때 [+
역동성], [+종결성]의 자질이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지속성]의 의미만이 어느 정
도 약화된다. 또한, 논항 구조 면에 있어 완성타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취하는 2항 
술어인데, ‘-어지다’와 결합하여 ‘완성타동사+-어지다’가 될 때 주어만을 취하는 1항 
술어로 바뀐다.

3.4.3. 달성 타동사+‘-어지다’

이 절에서는 달성타동사 및 ‘달성타동사+-어지다’의 상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끊다’ 및 ‘끊어지다’, ‘켜다’ 및 ‘켜지다’를 예로 들겠다.  

[1] [±역동성] 테스트

우선, 명령을 의미하는 어미 ‘-아/어라’, 방식 부사어 ‘빨리’와의 공기를 통해 이 
용언들의 [±역동성]을 검증한다.

(154) 가. 제발 빨리 끊어라.
나. 제발 빨리 끊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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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가. 제발 빨리 켜라. 
나. 제발 빨리 켜져라. 

(154), (155)에서 제시했듯이, ‘끊다’, ‘끊어지다’, ‘켜다’, ‘켜지다’는 모두 명령 어
미 ‘-아/어라’ 및 부사어 ‘빨리’와 공기할 수 있다. 이는 이 용언들이 모두 [+역동성]
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속성] 테스트

이어서 ‘끊다’와 ‘끊어지다’, ‘켜다’와 ‘켜지다’의 [±지속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 
용언들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 ②‘-고 있다’ 구
성, ③중단을 의미하는 표현, ④‘천천히’ 등 지속을 의미하는 부사어와의 공기 양상
을 살펴보자.

①시간 지속 부사어 ‘T-동안’과의 공기

(156) 가. #엄마가 전화를 20분 동안 끊었다.44)
나. #전화가 20분 동안 끊어졌다. 

(157) 가. #아빠가 난방을 30분 동안 켰다. 
나. #난방이 30분 동안 켜졌다.

(156), (157)에서 보듯이, ‘끊다’와 ‘끊어지다’, ‘켜다’와 ‘켜지다’는 모두 ‘T-동안’
과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들에서 모두 상적인 전이가 일어나며 ‘T-동안’의 
사용은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이 T 동안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종
결된 후 결과 상태의 지속 과정’을 나타낸다. (156가), (157가)의 ‘전화를 20분 동안 
끊었다.’는 ‘전화를 끊는 동작이 20분 동안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44) 앞서도 제시했듯이, 문장에서 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를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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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은 후의 상태가 20분 동안 지속됨’을 의미한다. ‘난방을 30분 동안 켰다.’도 역시 
‘난방을 켠 후의 상태가 30분 동안 지속됨’을 의미한다. (156나), (157나)의 ‘끊어지
다’, ‘켜지다’도 마찬가지다. ‘전화가 20분 동안 끊어졌다.’는 ‘전화가 끊어지는 과정
이 20분 동안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가 끊어진 후의 상태가 20분 동
안 지속됨’을 의미한다. ‘난방이 30분 동안 켜졌다.’도 역시 ‘난방이 켜진 후의 상태
가 30분 지속됨’을 뜻한다. 

②‘-고 있다’와의 공기

(158) 가. #엄마가 전화를 계속 끊고 있다.
나. #전화가 계속 끊어지고 있다. 

(159) 가. #아빠가 난방을 계속 켜고 있다. 
나. #난방이 계속 켜지고 있다.

(158), (159)에서 보듯이, 이 네 가지 용언은 모두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있으나 
이때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적인 의미 전이가 일어난다. 이 문장
들은 ‘사건이 종결된 후 결과 상태의 지속’이나 ‘순간 사건의 반복’의 두 가지 의미
로 해석된다. (158가)의 ‘전화를 계속 끊고 있다’는 ‘전화를 끊은 후의 결과 상태의 
지속’이나 ‘전화를 끊는 동작의 반복’의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159
가)의 ‘난방을 계속 켜고 있다.’도 ‘난방을 켠 후의 상태의 지속’이나 ‘난방을 켜는 
동작의 반복’을 모두 나타낸다. (158나)의 ‘전화가 계속 끊어지고 있다.’는 ‘전화가 
끊어지다가 다시 연결되다가 다시 끊어진다.’의 반복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159나)의 ‘난방이 계속 켜지고 있다.’는 ‘난방이 켜진 후의 상태의 지속’으
로 해석된다.

[-지속성]을 가지는 동사들은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이 동시
적인 발생이기에 지속을 나타내는 표지들과 결합하면 의미 전이가 일어난다. 사건이 
실현되기 전의 예비 단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사건의 반복을 나타낼 수도 있다. 지속을 의미하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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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및 ‘-고 있다’와 결합할 때의 의미로 볼 때, ‘끊다’, ‘끊어지다’, ‘켜다’, ‘켜지
다’가 모두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중단 표현과의 공기

이어서 이 용언들이 지속의 중단을 의미하는 표현 ‘-다가 말다’와 공기하는 양상
을 보자. 다음 (160), (161)을 보자. 

(160) 가. ?엄마가 전화를 끊다가 말았다. 
나. ?전화가 끊어지다가 말았다. 

(161) 가. ?아빠가 난방을 켜다가 말았다.
나. ?난방이 켜지다가 말았다.

‘끊다’, ‘끊어지다’, ‘켜다’, ‘켜지다’는 ‘-하다 말다’와 공기하는 것이 어색한 면이 
있다. 이들이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될 경우 ‘-하다 말다’는 사건의 지속 과정의 중
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해석된다. (160가), 
(161가)의 ‘엄마가 전화를 끊다가 말았다.’, ‘아빠가 난방을 켜다가 말았다.’는 각각 
‘엄마가 전화를 끊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아빠가 난방을 켜는 사건이 이루
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60나), (161나)의 ‘전화가 끊어지다가 말았다.’, ‘난방
이 켜지다가 말았다’도 역시 ‘전화가 끊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방이 
켜지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는 이 용언들이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④방식 부사어와의 공기

이 용언들이 사건의 지속을 드러내는 방식 부사어 ‘천천히’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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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가. #엄마가 전화를 천천히 끊었다. 
나. #전화가 천천히 끊어졌다. 

(163) 가. #아빠가 난방을 천천히 켰다.
나. #난방이 천천히 켜졌다. 

(162), (163)에서 볼 수 있듯이, ‘끊다’, ‘끊어지다’, ‘켜다’, ‘켜지다’는 모두 ‘천천
히’와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천천히’가 ‘끊는 사건’, ‘끊어지는 사건’, ‘켜는 
사건’, ‘켜지는 사건’의 내부 지속 과정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실현되
기 전의 예비단계의 지속을 수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이 용언들이 모두 [-지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종결성] 테스트

이어서 달성타동사 및 ‘달성타동사+-어지다’의 [종결성]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겠
다. 이 용언들의 [±종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 ②시간 부
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③시간 관련 표현 ‘-은 지 T 되다’, ④‘-어 있다’ 구성과
의 공기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①시간틀 부사어 ‘T-만에’와의 공기

(164) 가. 엄마가 전화를 20분 만에 끊었다. 
나. 전화가 20분 만에 끊어졌다. 

(165) 가. 아빠가 30분 만에 난방을 켰다.
나. 난방이 30분 만에 켜졌다.

(164), (165)의 문장들은 이 용언들이 ‘T-만에’와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64가), (165가)의 ‘전화를 20분 만에 끊었다’, ‘30분 만에 난방을 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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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각각 ‘전화를 끊는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20분 경과했다.’, ‘난방을 켜는 사
건이 이루어지기까지 30분 경과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164나), (165나)의 ‘전화가 
20분 만에 끊어졌다.’, ‘난방이 30분 만에 켜졌다.’는 ‘전화가 끊어진 상태에 도달하
기까지 20분 걸렸다.’, ‘난방이 켜진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30분 걸렸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이 네 가지 용언이 모두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시간 부사어의 변형 표현의 의미

이어서 이 용언들이 ‘-하는 데 T 걸리다’ 표현과 공기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자. 

(166) 가. 엄마가 전화를 끊는 데에 20분 걸렸다. 
→ 엄마가 20분 만에 전화를 끊었다. 
나. 전화가 끊어지는 데에 20분 걸렸다. 
→ 전화가 20분 만에 끊어졌다. 

(167) 가. 아빠가 난방을 켜는 데에 30분 걸렸다. 
→ 아빠가 30분 만에 난방을 켰다. 
나. 난방이 켜지는 데에 30분 걸렸다. 
→ 난방이 30분 만에 켜졌다. 

(166), (167)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용언들이 ‘-하는 데 T 걸리다’ 표현과 같이 사
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T-만에’ 구문으로 자연스럽게 대응된다. 이를 통해 이 용언
들이 모두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③‘-은 지 T 되다’와의 공기

이 용언들이 ‘-은 지 T 되다’ 구성과 공기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168), 
(169)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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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가. 엄마가 전화를 끊은 지 한참 되었다. 
나. 전화가 끊어진 지 한참 되었다. 

(169) 가. 아빠가 난방을 켠 지 한참 되었다.
나. 난방이 켜진 지 한참 되었다.

이 용언들이 ‘-은 지 T 되었다’와 공기하는 문장들이 모두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
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④‘-어 있다’와의 공기 

마지막으로 이 용언들이 결과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공기하는 양상
을 보자. 

(170) 가. *엄마가 이미 전화를 끊어 있다.
나. 전화가 이미 끊어져 있다. 

(171) 가. *아빠가 이미 난방을 켜 있다.
나. 난방이 이미 켜져 있다.

(170가), (171가)의 ‘끊다’, ‘켜다’는 타동사이므로 ‘-어 있다’와 공기할 수 없다. 
(170나), (171나)의 ‘끊어지다’, ‘켜지다’는 ‘-어 있다’와 모두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끊어지다’, ‘켜지다’가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이 다시 확인될 수 
있다.

이로써 ‘끊다’, ‘켜다’와 ‘끊어지다’, ‘켜지다’는 모두 [+역동성], [-지속성], [+종결
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달성타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달성타동
사+-어지다’로 사용될 때 어휘상적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논항 구조 면에서는 달성타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취하는 2항 술어인데, ‘-어지
다’와 결합하여 ‘달성타동사+-어지다’가 되면 주어만을 취하는 1항 술어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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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의미구조
선행 타동사 ‘-어지다’와 결합한 후 (‘타동사+-어지다’)

어휘상적 

특성

[+역동성] [+역동성]
[±종결성] [+종결성]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논항 구조 2항 논항(주어/목적어) 1항 논항(주어)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타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의 기능

타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하기 전후의 상적 의미의 변화 양상은 자동사와 동일하
게 나타난다. 다만 ‘-어지다’가 타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선행 타동사의 상적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 외에 타동사의 논항구조를 변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어지다’가 타동
사와 결합하여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는 피동주가 주어가 된다. 타동사 구문에 ‘-어
지가’가 첨가된 후에 피동주의 격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피동주가 겪은 
상태변화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생이 고기를 구웠다.’, ‘아빠가 핸드폰을 고쳤다.’ ‘엄마가 전화를 끊었다.’ 등의 
문장들은 사건을 표현할 때 행동주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그런데 이 문장들에 ‘-어
지다’를 첨가하면 ‘고기가 (동생에 의해) 구워졌다.’, ‘핸드폰이 (아빠에 의해) 고쳐졌
다.’, ‘전화가 (엄마에 의해) 끊어졌다.’가 되는데, 이때 ‘-어지다’가 사용되는 문장에
서 원래의 피동주가 주어가 되고, 문장이 사건을 표현할 때 대상의 상태변화에 중점
을 두게 된다. 즉 이들은 각각 ‘고기가 익지 않은 상태에서 익은 상태로의 변화’, ‘핸
드폰이 고장 난 상태에서 고쳐진 상태로의 변화’, ‘전화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끊어
진 상태로의 변화’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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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위 이중 피동의 재해석
‘-어지다’ 구성은 접미 피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

을 일반적으로 이중피동 또는 중첩 피동이라고 일컫는다. 본고에서는 ‘-어지다’ 구성
이 가지는 상적인 의미의 측면에서 ‘접미 피동사+-어지다’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45)

앞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어지다’ 구성은 선행 용언에 [+역동성], [+종결성]
의 의미를 부여하고, 선행 용언의 [+지속성]을 바꾸지 않거나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
다. 본고에서는 ‘-어지다’가 접미 피동사와 결합할 때 선행 피동사에 [+역동성], [+
종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46) 

3.5.1. [+역동성] 강화

선행 연구에서 피동문에서 사용되는 피동사는 정태적(stative)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발견된다. 임홍빈(1978)에서는 피동문에서는 행위주가 행동성을 
잃고 처소성을 띤다고 한 바가 있다. Grimshaw(1990)에서는 피동문에서 상적으로 
열위에 있는 논항(대상역 등)이 주어가 되어 정태적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충
연(2008)에서도 피동문은 정태적으로 느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피동문이 정태성
을 띠는 것은 하나의 성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이유는 피동문에서 구현
되는 시간의 구간은 능동문에서 진술되는 구간보다 후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어지다’가 [+정태성]을 띠는 피동사와 결합할 때 피동사의 [+역동
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자 한다. 다음 (172), (173)을 보자. 

45) 접미 피동사는 자동사에 속한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이중피동 문제는 현재 한국어학 연구의 
난제 중의 하나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따로 다루고자 한다. 

46) 본고에서 진행한 말뭉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접미 피동사 중에 ‘-어지다’와 높은 빈도로 결합
하는 피동사로는 ‘쓰이다/잊히다/보이다/짜이다/놓이다/잡히다’ 등이 있다. 이들이 ‘-어지다’와 결
합해 ‘쓰여지다/잊혀지다/보여지다/짜여지다/놓여지다/잡혀지다’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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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가. ??리포트가 쉽게 쓰이지 않는다. 
나. ?리포트가 쉽게 쓰여지지 않는다. 
다. 리포트가 쉽게 써지지 않는다.

(173) 가. ??스케줄이 쉽게 짜이지 않는다. 
나. ?스케줄이 쉽게 짜여지지 않는다. 
다. 스케줄이 쉽게 짜지지 않는다. 

‘쉽게’와 같은 방식 부사어는 [+역동성]을 가지는 어휘상 유형과 자연스럽게 공기
한다. (172), (173)에서 각각 ‘쉽게’가 피동사, ‘피동사+-어지다’, 그리고 ‘타동사+-
어지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172가), (173가)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피동사 ‘쓰이다’, ‘짜이다’의 [역동성]
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72나), (173나)는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것인데 (173가)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어지다’가 선행 피동사의 [역
동성]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3.3에서 제시했듯이 ‘-어지다’는 자동사
인 피동사와 논항 구조 및 어휘상적 특성에 있어 다른 겹치는 의미 특성이 많이 존
재하므로 ‘쓰이다+-어지다’의 공기가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이다. 이 경우에는 
(172다), (173다)의 ‘써지다’, ‘짜지다’와 같이 ‘타동사+-어지다’가 사용되는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다.

또한, 피동사와 ‘피동사+-어지다’가 가지는 [역동성]의 차이는 진행을 의미하는 ‘-
고 있다’와의 공기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4) 가.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쓰이고 있다. 
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쓰여지고 있다.

(175) 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판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 
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판도가 새롭게 짜여지고 있다.  

(174), (175)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가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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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도 피동사보다 ‘피동사+-어지다’가 사용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진
다. 이는 ‘-어지다’가 피동사의 [역동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3.5.2. [+종결성] 부여

‘-어지다’는 피동사와 결합하여 선행 피동사에 [+종결성]을 부여하거나 피동사의 
[+종결성]을 강화시킨다. 

오충연(2008: 126-130)에 의하면 동사 ‘흔들다’, ‘보다’는 [-종결성]을 가지는 행
위동사이며 이들의 피동사인 ‘흔들리다’, ‘보이다’도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동사다. 
우선 ‘흔들리다’, ‘보이다’의 [-종결성]부터 검증하겠다. 

(176) 가. 나무가 30분 만에 흔들렸다. 
나. 철수의 모습이 10분 만에 보였다.

(176)은 ‘흔들리다’, ‘보이다’가 ‘T-만에’와 공기하는 문장이다. ‘나무가 30분 만에 
흔들렸다.’는 ‘나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흔들리기 시작할 때까지 30분 경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철수의 모습이 10분 만에 보였다.’도 ‘철수가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10분이 경과했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여러 번 제시했듯이 [-종결
성]을 가지는 용언이 ‘T-만에’와 공기하면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
간’을 나타낸다. (176)의 문장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흔들리다’, ‘보이다’가 모두 [-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서 이 용언들의 ‘-어 있다’와의 공기 양상을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어 있
다’는 사건 종결 후의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므로 [+종결성]을 가지는 동사와만 
공기할 수 있다. (177)을 보자. 

(177) 가. *나무가 이미 흔들려 있다.
나. *철수의 모습이 이미 보여 있다. 

(177)에서 볼 수 있듯이, ‘흔들리다’와 ‘보이다’는 모두 ‘-어 있다’와 공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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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흔들리다’, ‘보이다’가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흔들리다’, ‘보이다’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흔들려지다’, ‘보여지다’로 

사용될 때의 어휘상적 의미 변화를 살펴보자.  

(178) 가. 나무가 30분 만에 흔들렸다.
나. 나무가 30분 만에 흔들려졌다.

(179) 가. 철수의 모습이 10분 만에 보였다. 
나. 철수의 모습이 10분 만에 보여졌다. 

앞서 제시했듯이 (178가)의 ‘나무가 30분 만에 흔들렸다.’는 ‘나무가 정지된 상태
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30분 경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178나)의 ‘나무가 30분 만에 흔들려졌다.’는 ‘나무가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흔들려진 상태에 달성하기까지 30분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179가)의 ‘철수의 
모습이 10분 만에 보였다.’는 ‘철수가 안 보이다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10분 경과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179나)의 ‘철수의 모습이 10분 만에 
보여졌다.’는 ‘철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전히 보여질 때까지 10
분이 걸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 의미 차이는 다음 (180), (181)을 통해 다시 확인
될 수 있다.  

(180) 가. 나무가 30분 만에 흔들렸다. 이어서 30분 동안 흔들렸다. 
나. 나무가 30분 만에 흔들려졌다. *이어서 30분 동안 흔들려졌다.

(181) 가. 철수의 모습이 10분 만에 보였다. 이어서 10분 동안 보였다. 
나. 철수의 모습이 10분 만에 보여졌다. *이어서 10분 동안 보여졌다. 

‘흔들리다’와 ‘흔들려지다’, ‘보이다’와 ‘보여지다’에 이러한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어지다’가 ‘흔들리다’, ‘보이다’에 [+종결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흔들려지다’, ‘보여지다’가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 있다’와의 공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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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182), (183)을 보자. 

(182) 가. *나무가 이미 흔들려 있다.
나. 나무가 이미 흔들려져 있다. 

(183) 가. *철수의 모습이 이미 보여 있다.  
나. 철수의 모습이 이미 보여져 있다.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동사 ‘흔들리다’, ‘보이다’는 ‘-어 있다’와 공기할 수 없는 
반면에 ‘-어지다’가 첨가된 ‘흔들려지다’, ‘보여지다’는 ‘-어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 양상을 통해 피동사 ‘흔들리다’, ‘보이다’와 결합하는 ‘-어
지다’는 피동사에 [+종결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음 (184), (185)를 보자. 

(184) 가. 근이는 돌을 담 밑에 쌓았다. 
나. 많은 돌이 담 밑에 쌓였다. 

(185) 가. 근이는 (돌로) 담을 쌓았다. 
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담이 쌓였다. 

(184), (185)의 예문들은 남승호(2004)에서 가져온 것이다. 남승호(2004: 135)에
서는 (184)는 처소 변화 동사로서의 ‘쌓다’가 피동화된 경우이고, (185)는 산출 동사
로서의 ‘쌓다’가 피동화된 경우라고 하였다. 그런데 처소 변화 동사의 목적어인 대상 
논항이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는 (184나)는 문법적이지만, 산출 동사의 대상인 결
과물 논항이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는 (185나)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184나)의 문장에서 ‘많은 돌이 담 밑에 쌓였다.’는 자연스러운데, (185나)의 ‘많
은 사람들에 의해 담이 쌓였다.’는 그만큼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어휘상적인 측면
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동사 ‘쌓다’, ‘쌓이다’는 모두 [-종결성]을 가지는 어휘상 유형이다. (184가)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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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 ‘돌을 쌓다’는 [-종결성]을 가지는 동사 ‘쌓다’가 ‘돌’이라는 논항을 취하며 [-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185가)에서 ‘쌓다’가 ‘돌’이라는 
목적어를 취할 때에는 ‘쌓다’의 어휘상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돌’이 주어가 되는 피동문에서도 [-종결성]을 가지는 ‘쌓이다’가 술어로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185가)의 ‘담을 쌓다’는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동사 ‘쌓다’가 산출물 
‘담’을 논항으로 취하면서 [+종결성]을 가지는 완성사건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산출
물 ‘담’이 주어가 되는 피동문에서도 [+종결성]을 가지는 술어를 요구한다. 그러나 
‘쌓이다’ 자체는 [+종결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185나)의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186)처럼 ‘담이 쌓이다’에 ‘-어지다’가 첨가되면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186) 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담이 쌓였다.
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담이 쌓여졌다. 

(186나)가 (186가)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어지다’가 ‘쌓이다’에 [+종결
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어지다’가 ‘쌓이다’에 [+종결성]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 
‘-어 있다’와의 공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7) 가. *?담이 이미 쌓여 있다. 
나. ?담이 이미 쌓여져 있다. 

(187가)보다 (187나)가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이를 통해 ‘-어지다’가 ‘쌓이
다’에 [+종결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돌’이 주어인 문장은 [-종결성]을 가지는 ‘쌓이다’를 술어로 취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데, 이때 ‘-어지다’가 첨가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188) 가. 많은 돌이 담 밑에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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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많은 돌이 담 밑에 쌓여졌다. 

(188)에서 보듯이, ‘돌이 쌓이다’라는 사건을 표현할 때, [-종결성]을 가지는 ‘쌓
이다’가 술어로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종결성]을 가지는 ‘-어지다’가 
첨가되면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3.6. ‘-어지다’의 주변적 의미
앞서 ‘-어지다’ 구성의 기본 의미는 ‘상태변화’이며, 그 기능은 선행 용언의 어휘

상적 의미와 논항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선행 용언이 ‘-어지다’와 
결합하여 ‘용언+-어지다’로 사용될 때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의 어휘상적 
의미를 부여받으며, 논항 구조에 있어 모두 주어만을 취하는 1항 술어로 실현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어지다’의 기본 의미로는 ‘상태변화’ 외에 ‘피동’ 
및 ‘기동’이 있다. 일부 ‘-어지다’ 구문이 ‘피동’과 ‘기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지다’의 사용 분포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피동’과 ‘기동’의 의미는 본고에서 제시한 어휘상적 의미와 논항 구조의 변화
로 모두 설명될 수 있으며 ‘-어지다’의 주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6.1. 피동성

‘용언+-어지다’ 구문은 필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을 주어로 취하는 1항 술
어다. 이러한 ‘-어지다’가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취하는 타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목
적어로 나타나는 변화를 겪는 피동주가 ‘-어지다’ 구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난다. ‘-어
지다’가 타동사와 결합할 때 이러한 논항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연구
에서 ‘-어지다’를 피동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지다’가 타동사와 결합하여 ‘타동사+-어지다’로 사용될 때뿐만 아니라, 
형용사 및 자동사와 결합할 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을 주어로 취한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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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영철(2008)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전영철(2008: 88)에서 (189), (190)을 제
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89) 가. 철수가 그곳에 잘 간다. [행동주]
나. 철수가 그곳에 잘 가진다. [대상]

(190) 가. 철수가 멋있다. [대상]
나. 철수가 멋있어졌다. [대상]

전영철(2008: 88)에 의하면, (189)에서 자동사 ‘가다’의 주어인 ‘철수’의 의미역은 
행동주인데, ‘가다’가 ‘-어지다’와 결합한 (189나)에서는 대상으로 실현된다. 한편 
(190가)에서 형용사 ‘멋있다’의 주어의 의미역은 대상인데, (190나)처럼 ‘-어지다’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상의 의미역이 유지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어지다’ 
구성의 주어가 항상 대상의 의미역을 가진다는 것이다. 원래의 문장에서 어떤 의미
역을 가지든지 간에 ‘-어지다’가 부착되면 주어의 의미역은 항상 대상으로 실현된다. 
상태변화를 겪는 주어에는 대상이라는 의미역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타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 구성에 일어나는 피동주 승격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타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도 형용사 및 자동사와 같이 변화를 겪은 대
상이 주어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지다’가 타동사와 결합할 때에 일어나는 
피동주의 승격은 ‘-어지다’의 기본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어지다’가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에 결합하여 ‘용언+-어지다’ 
구문을 이룰 때, 문장에서 항상 주어만을 필수 논항으로 취하며, 주어의 의미역은 
항상 대상으로 실현된다. 그 중에 타동사의 경우는 원래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 논항
으로 요구했는데, ‘-어지다’와의 결합으로 인해 주어만을 필수 논항으로 취하게 된
다. 이는 피동화의 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피동화를 ‘-어지다’의 기본 기
능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지다’가 접미 피동사와 결합하여 ‘피동사+-어지다’로 사용되는 것을 이
중피동으로 보아 비문법적인 용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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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기동성

‘-어지다’ 구성이 기본적으로 기동을 나타낸다고 보는 논의로는 이상억(1970), 우
인혜(1997) 등이 있다. 

‘용언+-어지다’가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는 사건이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에 시
간적 간격 없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작이 곧 종결이 된다. 따라서 [-지속성]
이나 약화된 [￬지속성]을 가지는 ‘용언+-어지다’의 경우는 기동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빨개지다1’, ‘더워지다1’, ‘걸어지다’ 등이 있다. 다음 
(191)을 보자. 

(191) 가. 그녀와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빨개졌다1. 
가'. 그녀와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빨개지1기 시작했다.
나. 6월이 되니까 날씨가 더워졌다1. 
나'. 6월이 되니까 날씨가 더워지1기 시작했다. 
다. 발바닥이 지표면에 닿지도 않고 저절로 걸어지는 것 같았다.
다'. 발바닥이 지표면에 닿지도 않고 저절로 걸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191)에서 보듯이, (가), (나), (다)는 ‘용언+어지다’가 사용된 문장이고, (가'), (나
'), (다')는 기동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하기 시작하다’를 첨가한 것
이다. ‘빨개지다1’, ‘더워지다1’, ‘걸어지다’와 같은 [-지속성]이나 [￬지속성]을 가지
는 ‘용언+-어지다’ 구문은 ‘-하기 시작하다’를 첨가해도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문장
이 표현하는 변화 양상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성]을 가지는 ‘용언+-어지다’는 기동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속성]을 가지는 사건은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구워지다’, ‘지어지다’ 등이 있다. 이 용언들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
지 종결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음 (192), (19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3) 가. 고기가 드디어 구워졌다. 
→ 고기가 드디어 다 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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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드디어 구워지기 시작했다. 
나. 고기가 30분이면 구워질 것이다. 
→ 고기가 30분이면 다 구워질 것이다.
↛ 고기가 30분이면 구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194) 가. 집이 드디어 지어졌다.
→ 집이 드디어 다 지어졌다. 
↛ 집이 드디어 지어지기 시작했다. 
나. 집이 일 년이면 지어질 것이다.
→ 집이 일 년이면 다 지어질 것이다.
↛ 집이 일 년이면 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193), (194)에서 보듯이, [+지속성]을 가지는 ‘구워지다’, ‘지어지다’가 사용되는 

구문은 [+종결성]을 강조하는 부사어 ‘다’가 첨가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 의미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동’을 강조하는 ‘-하기 시작하다’가 첨가되면 문장의 의
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다시 말해 ‘고기가 드디어 구워졌다.’는 ‘고기가 드디어 구워
진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워지는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집이 일 년이면 지어질 것이다.’도 역시 ‘집이 일 년이면 지어진 상태에 도달
할 것이다.’를 뜻하며, ‘집이 일 년이면 지어지는 사건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어지다’ 구문의 의미를 모두 기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동을 ‘-어지다’의 기본의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외에 ‘-어지다’가 양태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 이기동(1978)에서는 ‘그 
방에서 다 자지니?’와 같은 예를 들면서 ‘-어지다’가 자동사에 결합될 때 ‘어려움의 
극복’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손세모돌(1996: 263)에서는 ‘(그 많은 사람이) 
그 차에 다 타졌다./(그 많은 병이) 그 창고에 다 들어가졌다.’라는 예문을 들면서 ‘-
어지다’는 문맥에 따라 화자의 직접적인 심리 태도를 표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박
재연(2007)에서는 ‘이까짓 산이야 나도 올라가진다./민물에서는 몸이 떠지지 않는
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어지다’는 ‘능력’, 즉 의무적 가능성(deontic possibility)의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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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의미 상태변화: 어떤 상태나 상황의 이루어짐47) 

기본 기능

선행 용언의 어휘상적 의미 및 논항 구조를 변화시킴: 
[1] 어휘상 의미: 선행 용언에 [+역동성], [+종결성]의 어휘상적 
    자질을 부여하고, [+지속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약화시킨다.
[2] 논항 구조: 논항 구조를 주어만을 취하는 1항 술어로
    변화시킨다. 주어가 대상의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주변적 의미 피동, 기동

이러한 양태의 의미도 ‘-어지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나 상황의 이루어짐’의 
기본 의미로 인해 생기는 주변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상황에 도달하
는 것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없을 수도 있다. ‘(그 많은 사
람이) 그 차에 다 타졌다./(그 많은 병이) 그 창고에 다 들어가졌다.’는 것은 ‘그 많
은 사람이 그 차에 다 타는 상황이 이루어졌다./그 많은 병이 그 창고에 다 들어가
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화자의 양태적인 태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3.7.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하는 ‘-

어지다’의 의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9> ‘-어지다’ 구성의 의미 기능

47)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지다04’의 의미를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로 제시하고 있
는데, 여기에서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현상’을 ‘상황’으로 바꿔 사용하겠다. 



- 123 -

4. ‘-게 되다’의 의미 기능

4.1. 들어가기
용언 ‘되다’는 ‘용언+-게 되다’의 형식으로도 사용된다. ‘-게 되다’ 구성은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구문과 모두 결합할 수 있다. ‘-게 되다’ 구성이 형용사를 선
행어로 할 때에는 대개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동사를 선행
어로 할 때에는 피동이나 예정상(prospective aspect)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
주되고 있다. 그러나 ‘동사+-게 되다’의 의미를 피동이나 예정으로 간주하기에는 ‘동
사+-게 되다’ 구문에서 피동이나 예정과는 무관한 상황을 나타내는 예들이 적잖이 
관찰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게 되다’의 의미를 피동이나 예정으로 처리하
는 것에 반대하는 논의도 적지 않다. 이 장에서는 ‘-게 되다’ 구성이 형용사 및 동사
와 결합하는 양상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게 되다’의 기본 의미 기능을 규명하도록 
한다.

‘-게 되다’ 구성의 의미는 본동사 ‘되다’의 의미에서 유래하였다.『표준국어대사
전』에서 제시한 ‘-게’ 뒤에 쓰이는 ‘되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1)과 같다. 

(1) 되다 01
[4]【-게】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르다. ¶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

르치게 되었어요./어떻게 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최인훈, 광
장≫/일이 까다롭게 되면 동오도 나오라고 해서 같이 뒷일을 보도록 하시
오.≪송기숙, 암태도≫/어느 공장 근로자들이 회사와 마찰이 있게 되면 응원
도 좀 해 주고 그러자는 거예요.≪조세희, 클라인 씨의 병≫

(1)에서 보듯이,『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게 되다’의 의미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
에 이르다’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1)의 예문에서 보듯이 ‘-게 되다’의 선행어로 ‘가
르치다’, ‘어떻다’, ‘이렇다’, ‘까다롭다’, ‘있다’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게 
되다’가 형용사나 동사와 결합할 때의 의미는 모두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르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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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은 크게 ‘피동’, ‘예정상’, 그리고 ‘상

태변화’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보는 견해부터 
살펴보자. 최현배(1961), 최규수(2005), 고영근·구본관(2008) 등이 이러한 견해에 
속한다. 최현배(1961: 400)에서는 타동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 구성은 피동표현인 
반면에 자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 구성의 경우는 피동표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게 되다’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일부 예는 피동과 무관하
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얼음이 녹아서 얼음지치기도 못하게 되었다.’의 의미를 ‘절
로 됨’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얼음이 녹아서 자연스레 일어난 일로 피동과는 무관
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규수(2005)에서는 ‘되다’의 피동성을 강조하
며, 타동사, 자동사 그리고 형용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 구성이 모두 피동표현이라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규수(2005: 106-108)에서 ‘철수가 영이를 책을 읽게 했
다./영이가 (철수에 의해) 책을 읽게 되었다.’, ‘영이가 물을 흐르게 한다./물이 (영이
에 의해) 흐르게 된다.’, ‘영이가 화면을 어둡게 했다./화면이 (영이에 의해) 어둡게 
되었다.’와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게 되다’가 사용되는 문장을 ‘-게 하다’가 쓰인 
문장에 대응하는 피동문으로 보았다. 또한, 고영근·구본관(2008: 102)에서는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면서 ‘-게 되다’를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게 되다’ 구성의 기본의미를 피동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
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 (2)를 보자. 

(2) 가.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동생은 밖으로 나갔다. 
나. 동생은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다.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임홍빈(1977)에서는 ‘-게 되다’를 피동의 문법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홍빈
(1977)에서는 (2)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우선, (2가)에
서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동생이 밖으로 나간 여건의 변화 때문이지, (2나)
의 행위자인 동생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즉 동생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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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2다)의 대당되는 능동문이 (2나)라고 할 때 이 둘은 직접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2가)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2나)
와 (2다)는 능동-피동의 관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남(2009: 65)에서도 다음 (3)을 제시하면서 피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게 되다’ 구문을 피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3) 가. 영이가 철수에게 토끼를 잡게 했다. 
나. 철수가 영이에 의해 토끼를 잡게 되었다. 
다. 철수가 영이에 의해(영이 때문에) 토끼를 잡았다. 

김정남(2009: 65-66)에서 (3가)의 피동문으로 (3나)를 대응시키면서 ‘-게 되다’ 
구문을 피동문으로 보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3나)를 피동문으로 보는 것이 그 
대당되는 능동문으로 (3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마찬가지로 (3가)에 대하
여 (3다)가 대응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3다)도 역시 피동문으로 해석될 소지를 갖
게 된다. 그러나 (3다)의 문장은 피동문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게 하다’와 ‘-
게 되다’에는 모종의 관련성이 있으나 능동-피동의 짝으로 대응되는 구문으로 파악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게 되다’ 구문에는 주어가 순전히 자
신의 적극적인 의지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때문에 상황이 그렇
게 전개되었다는 양태적인 의미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피
동 구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게 되다’가 형용사와도 
공기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형용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를 피동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게 되다’ 구문이 피동과 유사한 의미
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게 되다’를 ‘예정상’으로 처리하는 견해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논의는 고
영근(1986/2004), 민현식(1990) 등이 있다. 고영근(1986: 110)에서는 ‘저도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면서 ‘-게 되다’를 예정상을 나타내는 통사구조
로 제시하였다. 즉 어떤 행위가 발화시 현재 예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현식(1990: 27)에서는 상과 시간부사를 논의하는 데에 고영근(1986)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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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게 되다’를 예정상을 가지는 구성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
로 고영근(2004: 306)에서는 ‘-게 되다’의 ‘피동’의 의미를 인정하면서 ‘-게 되다’ 구
성을 ‘피동성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부 ‘-게 되다’ 구문이 예정의 의미를 나타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게 되다’ 구문이 나타내는 예정의 의미는 문맥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또한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게 되다’ 
구문도 많이 존재한다. 김선영(2015: 25)에서는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우리도 {내년부터, 작년부터}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는 예를 제시하면서, ‘살게 되
었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또는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
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예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내년부터’의 수식을 받으면 ‘살게 
되었다’는 ‘예정된 일’이지만, ‘작년부터’의 수식을 받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즉, 동일한 ‘동사+-게 되다’ 구문이 예정의 의미를 나타
내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일어난 사건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의 뒷부분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은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변화’, ‘상태변화’로 보는 견해이다. 서정수
(1991), 전영철(2008), 김정남(2009) 등이 있다. 서정수(1991)에서는 ‘-게 되다’의 
의미를 ‘이루어짐’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이 ‘변성’, ‘성취’, ‘완성’, 그리고 ‘기준에 이
름’, ‘기준에 맞음’ 등의 구체적인 용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변화, 상태변
화’는 바로 ‘새로운 상태나 상황의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전영철(2008: 94)에
서는 ‘-게 되다’의 의미가 선행 내포문이 표현하는 상황 전체에 대해 작용함을 가리
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내포문이 표현하는 상황으로 상태변화가 이루어짐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남(2009: 66-67)에서는 전영철(2008)의 
논의에 동의하면서 ‘-게 되다’의 기본 의미는 ‘피동’보다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디어 범인이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는 ‘잡
다’의 피동사 ‘잡히다’가 사용된 피동 구문에 다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되
다’가 통합한 구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게 되다’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있어 
굳이 ‘상태’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변화’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태’라는 개념을 쓸 경우 혹여 ‘되다’의 의미 영역이 형용사에만 국한되거나 하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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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게 되다’ 구성은 기본적으로 ‘상태변화’, 즉 ‘이루어짐’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서정수(1991), 전영철(2008), 김정남(2009)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
서, ‘-게 되다’ 구성의 실현 양상을 유형 별로 분석할 것이다. ‘-게 되다’의 의미 기
능을 규명하는 데에 문장의 의미 범주와 문법상의 두 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의미
이 절에서는 ‘-게 되다’ 구성이 형용사를 선행어로 하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형

용사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구문으로는 ‘-게 되다’ 외에 ‘-어지다’도 있
다. 앞서 3.2에서 ‘형용사+-어지다’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 여기서는 우선 
‘형용사+-게 되다’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
의 의미 차이를 밝히도록 한다.

4.2.1. ‘형용사’+‘-게’+‘되다’의 몇 가지 유형

우선, ‘형용사’+‘-게’+‘되다’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든 구문이 동일한 유형에 속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실현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4)를 
보자. 

(4) 가. 밥이 맛있게 됐어. 
나. 철수는 취직이 쉽게 됐다.
다. 내일 출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라. 분위기가 묘하게 됐다. 

(4)는 모두 ‘형용사’+‘-게’+‘되다’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은 
‘형용사+-게’의 부분이 생략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음 (4')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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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밥이 {맛있게, *Ø} 됐어.48) 
나. 철수는 취직이 {쉽게, *Ø} 됐다.
다. 내일 출발하기가 {어렵게, *Ø} 되었다. 
라. 분위기가 {묘하게, *Ø} 됐다. 

(4')에서 보듯이, ‘되다’에 선행하는 ‘형용사’+‘-게’는 모두 생략해서는 안 되는 성
분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와 같이 형용사에 후행하는 ‘되다’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이를 불완전동사로 처리하는 견해(최현배 1961, 서정
수 1991)이다. ‘되다’를 불완전동사로 보는 것은 ‘형용사’+‘-게’ 부분을 ‘되다’를 수식
하는 필수부사어49)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를 보조용언으로 설명하는 견
해(박승빈 1935, 고영근 2004)이다. ‘되다’를 보조용언으로 처리하는 것은 (4')처럼 
‘되다’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4)의 문장들은 모두 같은 유형이 아니라 서로 통사·의미적 차이가 존재한
다. 다음 (5)를 보자. 

(5) 가. 밥이 됐어. 맛있게 됐어.
나. 철수는 취직이 됐다. 쉽게 됐다.
다. *내일 출발하기가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 
라. *분위기가 됐다. 묘하게 됐다. 

(5가)와 (5나)에서 보듯이, (4가)와 (4나)의 ‘형용사’+‘-게’를 제외하거나 어순을 바
꿔보면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지만 문장이 완전히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
다. 반면에 (5다), (5라)의 문장들은 ‘형용사’+‘-게’ 부분을 제외하면 비문이 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구문에　대해『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48) 여기서 ‘형용사+-게’ 부분을 제외하면 문장이 문법적으로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여기서 똑같이 ‘*’로 표시하기로 한다.  

49) 필수 부사어는 문장에서 소거될 수 없는 부사어다. 서술어와 특정한 부사어가 공기해야 한다. 
서술어의 내적 불완전성을 메우기 위해 통사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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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되다01  
[3]【-게】((‘-게’ 대신에 ‘잘, 적당히, 원하는 대로’ 따위의 부사나 부사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1」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생겨나거나 만들어지다. ¶ 밥이 맛있게 되다/이제 

밥이 다 됐다.

[4]【-게】
「1」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르다. ¶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어떻게 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최인훈, 광장≫/일
이 까다롭게 되면 동오도 나오라고 해서 같이 뒷일을 보도록 하시오.≪송기
숙, 암태도≫/어느 공장 근로자들이 회사와 마찰이 있게 되면 응원도 좀 해 
주고 그러자는 거예요.≪조세희, 클라인 씨의 병≫

(6)에서 보듯이, ‘되다01’의 세 번째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 ‘밥이 맛있게 되다’의 
경우는 ‘-게’ 대신에 ‘잘’ 등 기타 부사어로 대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네 번째 의미
로 제시되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르다’의 ‘-게 되다’는 그렇지 못하다. 

한편으로, 이 두 가지 ‘-게 되다’ 구문에서 사용되는 ‘되다’의 어휘적 의미를 다르
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되다’의 의미 차이에 대해 박승빈(1935)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박승빈(1935: 210)에서는 ‘되다’의 의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되다’의 뜻을 다음 (7)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7) [1] ‘成就 或 完成’의 뜻: 이 뜻으로 쓰일 때의 선행 부사는 수식어로 사용된다. 
가. 장가 들 나이가 되었다. 

   나. 장가 들 나이가 다 되었다. 

[2] ‘化成 或 變成’의 뜻: 이 뜻으로 쓰일 때의 선행 부사는 보어로 사용된다.
가. 전등이 어둡게 되었다. 
나. 명예가 높이 되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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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빈(1935)에서 지시한 이 두 가지 의미는 위에서 제시한 ‘-게 되다’ 구문의 두 
가지 유형과 대응된다. 즉 ‘형용사’+‘-게’+‘되다’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구문은 두 가
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형용사+-게’가 필수 부사어가 되어 불완
전동사 ‘되다’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이때의 ‘되다’는 ‘성취, 완성’으로 해석된다. 다
른 하나는 형용사 구문이 보조용언 ‘-게 되다’ 구성과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되다’는 ‘변화’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형용사’+‘-게’+‘되다’의 이 두 가지 유형의 통사적 구조는 대략 다음 (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8) 가. [[밥이 [맛있게]ADP [되-]V] -었다]S.
나. [[[분위기가 묘하-]AP –게 되-]AUX-P -었다]S.50)

이와 같이 ‘형용사’+‘-게’+‘되다’ 형식으로 이루어진 구문은 ‘필수부사어+불완전동
사’와 ‘형용사 내포문+보조용언’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자는 
‘형용사+-게’+ ‘되다’로 표시하고, 후자는 ‘형용사+-게 되다’로 표시하겠다. 본고에서 
다루는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게 되다’ 구성은 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2.2. ‘형용사+-게 되다’의 의미 해석

기존 연구에서 형용사 구문과 결합하는 ‘-게 되다’ 구성은 ‘상태의 변화’, ‘어떤 상
태에 이르다’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용사+-게 되
다’의 의미에 대해 전영철(2008), 김정남(2009), 김선영(2015)에서 연구한 바가 있
다. 전영철(2008: 94)에서는 ‘-게 되다’ 구성은 내포문이 나타내는 상황으로의 상태
변화를 표현한다고 한다. 김정남(2009: 64)에서도 형용사 어간에 통합할 때 ‘-게 되
다’가 ‘변화’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김선영(2015)에서는 상태변화를 나타내
는 ‘형용사+-게 되다’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선영(2015: 32)에 의
하면 결합되는 형용사에 따라 ‘형용사+-게 되다’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50) 두 가지 유형의 통사적 구조 차이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여기서는 논의에 직접 관련되는 

구조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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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게 되다’류이며, 다른 하나는 ‘가능하게 되다’류이다. 전자는 대상의 속성 변화
를 나타내며, 후자는 새로운 상황의 이루어짐, 곧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의미 차이를 다음 (9)와 같이 제시하였다. 

(9) 가. 잎이 노랗게 됐다. 
≒ 노란 잎이 됐다. 

나. 해외여행의 자율화로 이제는 저렴한 자격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9가)에서 변화를 겪은 대상은 ‘잎’이 된다. ‘잎’이 속성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따
라서 ‘잎이 노랗게 됐다’는 의미적으로 ‘노란 잎이 됐다’에 가깝다. 반면에 (9나)에서 
변화를 겪은 대상은 해외여행을 둘러싼 ‘상황’이 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선영(2015)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잎이 노랗게 됐다.’와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됐다.’의 두 문장은 동일한 통사적 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이 두 문장에서 사용되는 ‘-게 되다’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 (10), (11)을 보자. 

(10) 가. *잎이 됐다. 노랗게 됐다.
나.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이 됐다. 가능하게 됐다. 

(11) 가. [[[잎이 노랗-]AP –게 되-]AUX-P -었다.]S
나.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AP –게 되-]AUX-P -었다.]S

(10), (11)에서 보듯이, ‘잎이 노랗게 됐다.’와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이 가능
하게 됐다.’의 두 문장에서 쓰이는 ‘-게 되다’는 모두 형용사 구문을 내포하고 있으
며 ‘상태나 상황의 변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김선영(2015)에서 주장하는 ‘속성’과 
‘상황’의 의미 차이는 형용사 ‘노랗다’와 ‘가능하다’의 어휘적 의미로 인해 생기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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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 뿐, ‘-게 되다’의 기능으로 인해 생기는 차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이 두 
문장에서의 ‘-게 되다’는 모두 ‘어떤 상태나 상황의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똑같이 기
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잎이 노랗게 됐다.’는 ‘[잎이 노랗다]라는 상태로 변함’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저렴한 가격
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이 이루어짐’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또한, 형용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속성인지 상황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도 많다. 예를 들면 다음 (12)와 같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12) 가. 날이 어둡게 되었다.
≒ 어두운 날이 되었다. 
≒ [날이 어두운 상황]이 되었다. 

나.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 어려운 대출이 되었다. 
≒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 분위기가 묘하게 되었다.
≒ 묘한 분위기가 되었다. 
≒ [분위기가 묘한 상황]이 되었다. 

(12)의 경우는 모두 ‘형용사 구문이 나타내는 상태나 상황으로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주어의 ‘속성’의 변화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의 변화인지를 단
정 짓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장에서 ‘-게 되다’가 같은 기능을 담
당하고 있으며 이 문장들을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형용사+-게 되다’ 구문은 상태변화를 나타낸다고 보고, 즉 ‘결합되는 
형용사 구문이 나타내는 상태나 상황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으로, 앞서 제시했듯이 형용사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구성으로는 
‘-어지다’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형용사+-게 되다’와 ‘형용사+-어지다’ 구문을 모
두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구문으로 간주하며,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크게 주목하
지 않았다. 본고는 다음 절에서 이 두 가지 구성의 차이점을 밝히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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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형용사+-게 되다’와 ‘형용사+-어지다’의 의미 비교

기존 연구에서 ‘형용사+-게 되다’와 ‘형용사+-어지다’는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구문
으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김정남(2009: 64)에서는 ‘-게 되다’가 ‘변화’의 의
미를 가지며, 이러한 ‘-게 되다’는 형용사 어간에 통합할 때 ‘-어지다’ 구성으로의 
변형이 가능하고, 이때의 의미 역시 ‘변화’라고 언급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형
용사와 결합되는 ‘-게 되다’와 ‘-어지다’ 구성의 공통점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
나 이 두 가지 구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한편으로, ‘많아지다’, ‘높아지다’와 같은 어휘는 표제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의 풀이는 ‘많게 되다’, ‘높게 되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형용사
+-어지다’ 구문과 ‘형용사+-게 되다’ 구문은 완전히 같은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
은 아니다.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상태변화 구문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표현들의 
사전적 해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4.2.3.1. 형용사에 따른 의미 차이

앞서 하나의 형용사는 원급 형1과 비교급 형2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원급 형1은 형용사가 형성하는 척도상에서 ‘상태의 위치’를 나타내며, 
비교급 형2는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영어의 경우는 원급과 비교급에 형태 차이
가 존재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형용사의 원급과 비교급의 형태가 동일하다. 또한 
‘형용사+-어지다’는 결합되는 A의 의미에 따라 [-A]→[+A]로의 극성변화와 상대적
인 척도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제 ‘형용사+-게 되다’ 구문이 형용사의 의미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앞서 제시한 ‘형용사+-어지다’가 극성변화와 척도변
화의 두 가지 의미로 실현되는 예문을 다음 (13)과 같이 다시 제시한다. 

(13) 가.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나. 스마트폰으로 손쉬운 구매가 가능해졌다.
다. 회사 규모가 커졌다.



- 134 -

라. 우리 애가 말이 많아졌다. 

(13)에서 보듯이, 형용사 ‘빨갛다’, ‘가능하다’, ‘크다’, ‘많다’가 ‘-어지다’와 결합하
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13가)와 (13나)의 문장은 각각 ‘빨갛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 상태로 변함’,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으로 변함’이라는 [-A]→
[+A]로의 극성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얼굴이 빨개졌다’고 할 때 
‘지금은 얼굴이 빨갛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손쉬운 구매가 가능해졌다.’라고 할 
때 ‘지금은 손쉬운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13다)와 (13라)의 문장도 상태변화를 나타내지만 (13가), (13나)와 다
른 변화 양상을 의미한다. ‘회사 규모가 커졌다’는 ‘회사 규모가 예전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큰 상태가 됨’을 무표적으로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금 회사의 규모가 큰지 크
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 애가 말이 많아졌다’도 역시 ‘말이 예전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가 됨’이라는 예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척도
변화를 의미한다. 즉 지금 우리 애가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여전히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빨개지다’, ‘가능해지다’는 무표적으로 ‘빨개지다1’, ‘가능해
지다1’의 의미로 실현되는 데 반해 ‘커지다’, ‘많아지다’는 무표적으로 ‘커지다2’, ‘많
아지다2’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51)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빨갛다’, ‘가능하다’와 같이 ‘-어지다’와 결합할 때 
‘형1+-어지다’의 의미가 무표적으로 실현되는 형용사들은 ‘덥다’류 형용사로 분류되
고, ‘크다’, ‘많다’와 같이 ‘-어지다’와 결합할 때 무표적으로 척도변화를 나타내는 
‘형2+-어지다’의 의미로 실현되는 형용사들은 ‘길다’류 형용사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덥다’류 및 ‘길다’류 두 가지 유형의 형용사가 ‘-게 되다’ 구성과 결합할 때 나타내
는 변화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4) 가.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나. 스마트폰으로 손쉬운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51) 앞서 3장에서 ‘-어지다’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낼 때에는 ‘형1+-
어지다’로 표시하고, 척도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낼 때에는 ‘형2+-어지다’로 표시한다고 하였
다. ‘빨갛다+-어지다’를 예로 들면, ‘빨개지다1’은 극성변화를 나타내며 ‘빨개지다2’는 척도변화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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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사 규모가 크게 됐다.
라. 우리 애가 말이 많게 됐다. 

(14)는 각각 ‘빨갛다’, ‘가능하다’, ‘크다’, ‘많다’가 ‘-게 되다’ 구성과 결합한 문장
들이다. 이 문장들도 모두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13)의 문장들과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13가), (13나) 및 (13다), (13라) 사이에 의미 차이가 보이는 
반면에 (14)의 문장들은 모두 [-A]→[+A]로의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빨갛게 되었다’는 ‘빨갛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 상태로 변함’, 
‘가능하게 되었다’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으로 변함’, ‘크게 되었다’
는 ‘크지 않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변함’, 그리고 ‘많게 되었다’는 ‘많지 않은 상태에
서 많은 상태로 변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빨갛게 되었다’, ‘가능하게 
되었다’, ‘크게 되었다’, ‘많게 되었다’는 모두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며 ‘-게 
되다’와 결합되는 형용사들은 모두 원급 형1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로써 ‘형용사+-게 되다’와 ‘형용사+-어지다’가 형용사의 의미 유형에 따라 가지
는 의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빨갛다’, ‘가능하다’와 같은 ‘덥
다’류 형용사들은 ‘-어지다’ 및 ‘-게 되다’와 결합할 때 모두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낸다. 즉 ‘덥다’류 형용사+‘-어지다’ 및 ‘덥다’류 형용사+‘-게 되다’에서의 형용사
는 모두 무표적으로 원급 형1로 실현된다. 

(15) 가.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나.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16) 가. 스마트폰으로 손쉬운 구매가 가능해졌다. 
나. 스마트폰으로 손쉬운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15), (16)에서 보듯이, ‘빨갛다’, ‘가능하다’와 같은 ‘덥다’류 형용사52)들은 ‘-어지
52) 3장에서 제시한 ‘덥다’류 형용사 및 ‘길다’류 형용사의 목록을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덥다’류 형용사: a. 색채 형용사: 빨갛다, 시커멓다, 노랗다…
    b. 감각 형용사: 덥다, 춥다, 차갑다…

  c. 심리 형용사: 슬프다, 불안하다,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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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및 ‘-게 되다’와 결합할 때 모두 [-A]→[+A]로의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낸
다. 즉 ‘덥다’류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덥다’류 형용사+‘-게 되다’ 구문은 같은 변
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크다’, ‘많다’와 같은 ‘길다’류 형용사들은 ‘-어지다’ 및 ‘-게 되다’와 결합
할 때 나타내는 변화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다음 (17), (18)을 보자. 

(17) 가. 회사 규모가 커졌다. 
나. 회사 규모가 크게 되었다. 

(18) 가. 우리 애가 말이 많아졌다. 
나. 우리 애가 말이 많게 됐다. 

(17가)의 ‘회사 규모가 커졌다’는 ‘회사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규모가 
예전에 비해 큰 규모가 되었다’는 의미로 먼저 해석된다. 이를 통해 지금 회사의 규
모가 큰지 크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해 (17나)의 ‘회사 규모가 크게 
되었다.’는 ‘회사 규모가 [+크다]의 상태에 이르렀음’으로 해석되며 [+A]의 상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18가)의 ‘우리 애가 말이 많아졌다.’도 역시 ‘우리 애가 예
전에 비해 말수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우리 애가 말
이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18나)는 ‘우리 애가 말이 [+많다]
의 상태에 도달했음’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길다’류 형용사+‘-어지다’ 구문에서는 형용사가 형2로 무표적으로 실현
되고 척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길다’류 형용사+‘-게 되다’ 구문에서는 형용
사가 형1로 무표적으로 실현되고 극성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다음 (19), (20)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 가. 회사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아직은 큰 편이 아니다.

  d. 기타 복합어: 먹음직스럽다, 둥글둥글하다, 두툼하다…
  나. ‘길다’류 형용사: a. 공간형용사(반의어 쌍):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넓다, 좁다…

  b. 기타 계량 형용사: 많다, 적다, 무겁다, 가볍다, 빠르다,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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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 규모가 크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큰 편이 아니다. 

(20) 가. 우리 애가 말이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은 말이 많은 편이 아니다.
나. *우리 애가 말이 많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말이 많은 편이 아니다.

(19가), (20가)에서 보듯이, ‘길다’류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상태변화를 나타낼 
때, 변화 후에도 주어의 상태가 여전히 [-A]의 상태일 수 있다. 그러나 (19나), (20
나)에서 제시하듯이, ‘길다’류 형용사+‘-게 되다’ 구문이 상태변화를 나타낼 때에는 
변화 후에 주어가 [-A]의 상태일 수 없다. 이는 ‘길다’류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척도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며 ‘길다’류 형용사+‘-게 되다’ 구문은 극성변화를 무
표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길다’류 형용사들이 ‘-어지다’ 및 ‘-게 되다’와 결합할 때 나타내는 변화 양상에 
차이를 가짐을 보여주는 예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1) 가. 머리가 짧아졌다.
     나. 머리가 짧게 되었다. 

(22) 가. 동생의 성적이 좋아졌다. 
나. ??동생의 성적이 좋게 되었다. 

(23) 가. 방 안의 온도가 높아졌다. 
나. ?방 안의 온도가 높게 됐다. 

(21)-(23)에서 보듯이, ‘짧다’, ‘좋다’, ‘높다’와 같은 ‘길다’류 형용사가　선행어로　
나타날　때, ‘짧아졌다’, ‘좋아졌다’, ‘높아졌다’ 등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모두 예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척도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며 ‘형2+-어지다’로 실현된다. 
반면에, ‘짧게 되었다’, ‘좋게 되었다’, ‘높게 되었다’ 등 ‘형용사+-게 되다’ 구문들은 
[-A]에서 [+A]로의 극성변화를 의미하며 ‘형1+-게 되다’로 무표적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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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어지다’ 구문의 의미

(무표적)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의미

(무표적)

‘덥다’류
(빨갛다, 가능하다 등) 극성변화 극성변화

‘길다’류
(많다, 크다 등) 척도변화 극성변화

의미 차이를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표적 의미’라는 것은 문장에서 
정도성이나 순간성을 의미하는 아무런 표지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 ‘형용사+-어지다’ 
및 ‘형용사+-게 되다’ 구문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말한다.  

<표 1> ‘형용사+-어지다’ 및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의미 차이

이와 같이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형용사+-게 되다’ 구문에서 의미에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구문은 통사적 구조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
단된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형용사+-게 되
다’ 구문의 통사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24) 가. [[[회사 규모가] [커지-]V] -었다]S. 
나. [[[회사 규모가 크-]AP –게 되-]AUX-P -었다]S.

(25) 가. [[[우리 애가 말이] [많아지-]V] -었다]S.
나. [[[우리 애가 말이 많-]AP -게 되-]AUX-P -었다]S.

(24), (25)에서 보듯이,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형용사+-게 되다’ 구문에서 의
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형용사+-어지다’ 구문에서는 형용사가 ‘-어지다’와 먼저 
결합하여 동사를 만들지만, ‘형용사+-게 되다’ 구문에서는 A가 먼저 형용사 내포 구
문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형용사가 ‘-어지다’와 결합하여 동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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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때에는 형1과 형2의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실현될 수 있으나 형용사가 형용사 
구문을 먼저 이룰 때에는 무표적으로 원급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회사 규모가 크
다.’ ‘우리 애가 말이 많다.’ 등 형용사 구문에서의 ‘크다’와 ‘많다’는 원급 형1로 실
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형용사+-게 되다’ 구문은 ‘덥다’류나 ‘길다’류와 상
관없이 모두 [-A]→[+A]로의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지다’ 및 ‘-게 되다’ 구성에 선행하는 형용가가 유표적으로 비교급으로 
실현될 경우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문장에서 
‘더, 더욱’과 같은 이전 상태와의 비교를 의미하는 부사53)가 사용될 경우에는 ‘형용
사+-어지다’ 및 ‘형용사+-게 되다’ 구문에서 형용사가 모두 비교급 형2로 실현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사어의 사용으로 인해 형용사가 유표적으로 비교급 형2로 실현
되는 경우에는 ‘형용사+-어지다’ 및 ‘형용사+-게 되다’ 구문이 모두 척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음을 보자.

(26) 가. 그녀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빨개졌다. 
나. 그녀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빨갛게 되었다. 

(27) 가. 회사 규모가 작년보다 더 커졌다. 
나. 회사 규모가 작년보다 더 크게 되었다. 

(26)에서 보듯이, ‘아까보다 더욱 빨개졌다’와 ‘아까보다 더욱 빨갛게 되었다.’에서
의 ‘빨갛다’는 모두 비교급 ‘빨갛다2’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문장들은 모두 척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27)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구문들의 통사적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가. [[[그녀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빨개지-]V] -었다]S. 
나. [[[그녀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빨갛-]AP –게 되-]AUX-P -었다]S. 

(29) 가. [[[회사 규모가] [작년보다 더] [커지-]V] -었다]S. 
53) 정도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좀, 점점, 계속, 차츰’ 등의 부사도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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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어지다’ 구문이 

나타내는 변화 양상

‘형용사+-게 되다’ 구문이 

나타내는 변화 양상

‘형용사

+-어지다’

‘형용사 비교급

+-어지다’
[더, 점점]

‘형용사

+-게 되다’

‘형용사 비교급

+-게 되다’
[더, 점점]

‘덥다’류
(빨갛다, 

가능하다 등)

 극성변화
(무표적)

척도변화  극성변화
(무표적)

척도변화

‘길다’류
(많다, 크다 

등)

척도변화
(무표적)

척도변화 극성변화
(무표적)

척도변화

나. [[[회사 규모가 작년보다 더 크-]AP –게 되-]AUX-P] -었다]S. 

(28나), (29나)에서 보듯이, ‘-게 되다’가 내포하는 형용사 구문은 ‘그녀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빨갛다.’와 ‘회사 규모가 작년보다 더 크다.’의 비교구문들이다. 이런 비
교구문에서의 형용사 ‘빨갛다’와 ‘크다’는 유표적으로 비교급 ‘빨갛다2’와 ‘크다2’의 
의미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형용사+-게 되다’ 구문도 상대적인 척도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포문이 비교구문일 경우에도 ‘-게 되다’ 구성이 나타내
는 ‘내포문이 나타내는 상태나 상황이 이루어짐’이라는 의미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더, 더욱, 좀, 점점’과 같은 부사어의 사용으로 인해 문장에서 형용사가 유표적으
로 비교급 형2로 실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의미 차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형용사+-어지다’ 및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의미 비교

<표 2>에서 보듯이,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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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차이는 ‘길다’류 형용사가 선행어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다. ‘많아지다’, ‘높아지
다’, ‘길어지다’는 예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척도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에, ‘많게 되다’, ‘높게 되다’, ‘길게 되다’는 [-A]에서 [+A]의 상태로 변하는 극성변
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 두 가지 구문의 가장 큰 차이다. 

4.2.3.2. 문장의 모호성 비교

‘형용사+-게 되다’ 구문과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상태변화를 나타낼 때 보이는 
의미 차이는 문장의 모호성 테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형용사+-어지
다’ 구문은 모호성을 가지는 구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친구가 날씬해졌
다.’라는 문장은 지금 친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모호성을 가지는 문장이다. 앞서 제시했던 ‘날씬해지다’ 구문의 중의성 테스트
를 다시 제시하면 다음 (30)과 같다. 

(30) 다이어트를 한 달 했는데 친구가 날씬해졌고, 친구의 동생도 그랬다. 
⇒ 지금 친구는 날씬한 편이지만, 친구의 동생은 아직 날씬하지 않다.
⇒ 지금 친구는 아직도 날씬한 편이 아니지만, 친구의 동생은 날씬한 편이 되었

다. 

(30)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를 사용한 대용절을 첨가한 문장에서는 앞절 동사
구와 뒷절 대용 표현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앞절을 극성변화를 의미
하는 ‘날씬해지다1’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대용절을 척도변화를 의미하는 ‘날씬해지다
2’의 의미로 해석하는 교차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형용사+-게 되다’ 구문도 모호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겠다. 다음 (31)을 
보겠다.

(31) 다이어트를 한 달 했는데, 친구가 날씬하게 되었고, 친구의 동생도 그랬다/그렇
게 됐다. 
⇒ 지금 친구는 날씬한 편이 되었고, 친구의 동생도 날씬한 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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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게 되다’ 구문에서 ‘그렇다’를 사용한 대용절을 
첨가하고 나면 문장이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다. 즉, 앞절은 [-날씬하다]에
서 [+날씬하다]로의 극성변화만을 의미하며 대용절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형
용사+-게 되다’ 구문은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달리 앞절과 대용절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교차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다음과 같다. 

(32) 올해 들어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가 커졌고, 삼촌의 회사도 그랬다.
 ⇒ 지금 아빠 회사의 규모가 큰 편이 되었고, 삼촌의 회사의 규모는 아직은 큰 

편이 아니다. 
⇒ 지금 아빠 회사의 규모가 아직은 큰 편이 아닌데, 삼촌의 회사 규모가 큰 편

이 되었다. 

(32)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어지다’ 구문에 대용절을 첨가할 때 앞절과 대용
절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교차 해석이 가능하다. 즉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모호성을 가진다. 

(33) 올해 들어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크게 되었고, 삼촌의 회사도 그랬다. 
⇒ 지금 아빠 회사의 규모가 큰 편이 되었고, 삼촌 회사의 규모도 큰 편이 되었

다. 

그러나 (33)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형용사+-게 되다’ 구문에 ‘그렇다’를 사용한 
대용절을 첨가할 때에는 앞절과 대용절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모호성을 가지는 반면에 ‘형용사+-게 되다’ 구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2.3.3. 선행 형용사의 분포 차이

이어서 ‘-어지다’ 구성과 ‘-게 되다’ 구성에 선행하는 형용사의 분포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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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순 선행 형용사 ‘형용사+-어지다’ 횟수 비율

1 없다 없어지다 1,670 9.3%

2 높다 높아지다 1,104 6.1%

3 많다 많아지다 501 2.8%

4 멀다 멀어지다 485 2.7%

5 낮다 낮아지다 385 2,1%

6 좋다 좋아지다 365 2.0%

7 가깝다 가까워지다 324 1.8%

‘X+-어지다’ ‘용언+-어지다’ ‘동사+-어지다’ ‘형용사+-어지다’
‘보조용언+

-어지다’

예문 수(개) 약 51,000 약 32,000 약 18,000 약 300

비율 100% 63% 36% 1%

보겠다. 본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1,200만 어절 형태분석 말뭉치
에서 예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용언+-어지다’의 경우를 보자. ‘-어지다’ 구성의 선행어로 형용사와 자동사, 
타동사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조사된 ‘용언+-어지다’의 예문 중에 ‘형용사+-어지
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어지다’에 선행하는 용언 분포

<표 3>에서 보듯이, 검색된 ‘용언+-어지다’의 약 51,000개의 예문 중에서 ‘형용사
+-어지다’의 예문이 18,000개 정도가 되며, 총 예문의 36% 정도를 차지한다. 

‘-어지다’와 가장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를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어지다’에 선행하는 형용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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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하다 심해지다 316 1.8%

9 익숙하다 익숙해지다 291 1.6%

10 길다 길어지다 228 1.3%

11 가능하다 가능해지다 222 1.2%

12 어렵다 어려워지다 218 1.2%

13 약하다 약해지다 215 1.2%

14 깊다 깊어지다 211 1.2%

15 넓다 넓어지다 198 1.1%

16 어둡다 어두워지다 197 1.1%

17 나쁘다 나빠지다 177 1.0%

18 빠르다 빨라지다 177 1.0%

19 늦다 늦어지다 173 1.0%

20 크다 커지다 164 0.9%

합계 7,621 42.3%

<표 4>에서 ‘-어지다’와 가장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 20개를 제시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어지다’는 여러 형용사와 폭넓게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에 음영 표시를 한 ‘형용사+-어지다’는『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다. ‘없어지다’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형용사+-어지다’의 사전 
해석은 ‘형용사+-게 되다’로 되어 있다. 예들 들어 ‘많아지다’의 풀이로는 ‘많게 되
다’가 제시되고 있으며 ‘높아지다’의 풀이로는 ‘높게 되다’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는 완전히 같은 변화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용사+-어지다’의 사전적 
풀이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게 되다’에 선행하는 형용사 분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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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순 선행 형용사 ‘형용사+-게 되다’ 횟수 비율

1 (-ㄹ 수) 있다 (-ㄹ 수) 있게 되다 1,309 23.4%

2 (-ㄹ 수) 없다 (-ㄹ 수) 없게 되다 1,020 18.2%

3 어떻다 어떻게 되다 840 15%

4 그렇다 그렇게 되다 711 12.7%

5 이렇다 이렇게 되다 369 6.6%

6 어렵다 어렵게 되다 232 4.1%

‘X+-게 되다’
‘용언+

-게 되다’

‘동사+

-게 되다’

‘형용사+

-게 되다’

‘보조용언+

-게 되다’

예문 수(개) 약 30,000 약 23,000 약 5,600 약 1,600

비율 100% 77% 18% 5%

 <표 5> ‘-게 되다’에 선행하는 용언 분포

검색된 ‘용언+-게 되다’의 약 30,000개의 예문 중에서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약 
23,000개 정도가 되며 총 예문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형용사를 선행어로 
하는 예문은 약 5,600개 정도밖에 안 되며 총 예문의 약 18%를 차지한다. 그 중에
서도 앞서 제시했던 ‘A+-게’를 부사어로 사용하여 동사 ‘되다’를 수식하는 경우가 포
함되어 있다. 나머지는 ‘-지 않다’, ‘-지 못하다’ 등을 비롯한 보조용언이 ‘-게 되다’
의 선행어로 나타나는 경우다. 

<표 3>과 <표 5>를 비교해보면,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데에 ‘-어지다’에 비해 ‘-
게 되다’ 구성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양상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 되다’와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를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게 되다’에 선행하는 형용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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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되다 126 2.3%

8 필요하다 필요하게 되다 75 1.3%

합계 4,682 84%

빈도순 선행 형용사 ‘형용사+-게 되다’ 횟수 비율

1 없다 없게 되다 18954) 3.4%

2 높다 높게 되다 1 0%

3 많다 많게 되다 8 0.1%

4 멀다 멀게 되다 2 0%

5 낮다 낮게 되다 1 0%

6 좋다 좋게 되다 9 0.2%

7 가깝다 가깝게 되다 4 0.1%

8 심하다 심하게 되다 4 0.1%

9 익숙하다 익숙하게 되다 4 0.1%

<표 6>에서 보듯이, ‘-게 되다’와 높은 빈도로 결합되는 형용사는 한정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게 되다’와 결합되는 총 5,600개의 예문 중에 ‘(-ㄹ 수) 있
다’(1,309개), ‘(-ㄹ 수) 없다’(1,020개), ‘어떻다’(840개), ‘그렇다’(711개), ‘이렇
다’(369개)의 이 다섯 개의 형용사가 사용되는 예문은 약 4,300개 정도가 있으며, 
총 예문 수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상태나 상황의 변화를 의미
하는 ‘-게 되다’ 구문은 소수의 형용사와만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 4>와 <표 6>을 비교해보면, 상태변화를 의미할 때 ‘-어지다’ 구성과 ‘-
게 되다’ 구성이 서로 선호하는 형용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음 <표 
7>, <표 8>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어지다’와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가 ‘-게 되다’와 결합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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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길다 길게 되다 4 0.1%

11 가능하다 가능하게 되다 126 2.3%

12 어렵다 어렵게 되다 232 4.1%

13 약하다 약하게 되다 6 0.1%

14 깊다 깊게 되다 0 0%

15 넓다 넓게 되다 3 0.1%

16 어둡다 어둡게 되다 1 0%

17 나쁘다 나쁘게 되다 7 0.1%

18 빠르다 빠르게 되다 2 0%

19 늦다 늦게 되다 7 0.1%

20 크다 크게 되다 6 0.1%

합계 616 11%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어지다’와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의 대부분은 
‘-게 되다’와 잘 공기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3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많다, 좋다, 
무겁다’ 등 ‘길다’류 형용사들은 ‘-어지다’와 결합할 때 무표적으로 척도변화를 나타
내며 비교급 형2로 실현된다. <표 7>에서 제시한 형용사 분포를 통해 이러한 ‘길다’
류 형용사들은 ‘-어지다’와 결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우며 ‘-게 되다’와는 잘 공
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어서 ‘-게 되다’와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들이 ‘-어지다’와 공기하는 양상
을 보겠다. 다음 <표 8>을 보자. 

54) 이는 ‘(-ㄹ 수) 없다’의 쓰임을 제외한 예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어지다’와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 ‘없다’에는 ‘(-ㄹ 수) 없다’로 사용되는 ‘없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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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순 선행 형용사 ‘형용사+-어지다’ 횟수 비율

1 (-ㄹ 수) 있다 (-ㄹ 수) 있어지다 0 0%

2 (-ㄹ 수) 없다 (-ㄹ 수) 없어지다 24 0.1%

3 어떻다 어때지다 0 0%

4 그렇다 그래지다 3 0%

5 이렇다 이래지다 0 0%

6 어렵다 어려워지다 218 1.2%

7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지다 222 1.2%

8 필요하다 필요해지다 44 0.2%

합계 511 2.8%

 <표 8> ‘-게 되다’와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가 ‘-어지다’와 결합하는 양상

<표 8>에서 보듯이, ‘-게 되다’와 가장 높은 빈도로 결합되는 ‘(-ㄹ 수) 있다’, ‘(-
ㄹ 수) 없다’, ‘어떻다’, ‘그렇다’, ‘이렇다’는 ‘-어지다’와 거의 공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예문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 가. 부상 때문에 축구를 할 수 없게 됐다. 
나. *부상 때문에 축구를 할 수 없어졌다.55) 

(35) 가. 이제야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됐다. 
나. *이제야 인터넷을 할 수 있어졌다. 

55) <표 8>에서 보듯이, ‘(-ㄹ 수) 없다’가 ‘-어지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24회로 나왔다.  
한편으로, <표 6>에서 ‘(-ㄹ 수) 없다’가 ‘-게 되다’와 결합하는 횟수는 1020회로 나타났다.  
또한, (34나)가 비문인 것으로 보아 ‘(-ㄹ 수) 없다’가 ‘-어지다’와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은 아니지만, 그리 활발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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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 그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
나. ??그 학생이 나중에 어때졌어?

(37) 가.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지?
나.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래졌지?

(38) 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래진다.

(34)-(38)에서 볼 수 있듯이, ‘(-ㄹ 수) 있다’, ‘(-ㄹ 수) 없다’, ‘어떻다’, ‘그렇다’, 
‘이렇다’는 ‘-게 되다’ 구성과는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상태나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
지만, ‘-어지다’와의 공기는 매우 어색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분포 양상을 보면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 구문에
서 서로 선호되는 형용사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구문
이 동일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일부 형용사에만 한정되며,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지다’와 ‘-게 되다’는 모두 형용
사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내지만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어휘 선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형용사+-어지다’ 및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통사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본고에서 제시한 ‘형용사+-어지다’ 구문 
및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통사적 구조 차이에 의하면, ‘-어지다’ 구성이 형용사
와 결합할 때에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반면, ‘-게 되다’ 구성은 선행 형용사 
구문 전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주어의 속성의 변화’를 나
타낼 수 있지만, ‘형용사+-게 되다’ 구문은 주로 ‘내포 형용사구문이 나타내는 상황
의 변화’를 의미한다. ‘-게 되다’와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ㄹ 수) 있다’, ‘(-ㄹ 수) 
없다’, ‘어떻다’, ‘그렇다’, ‘이렇다’ 등의 형용사들은 ‘상황’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
는 형용사들이다.

한편으로, ‘주어의 속성의 변화’를 의미할 때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사용이 어
색한 경우도 있다. 앞서 제시한 <표 8>을 보면 ‘-어지다’ 및 ‘-게 되다’와 모두 높은 
빈도로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 중에 ‘어렵다’가 있다. ‘어렵다’가 ‘-어지다’ 및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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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와 공기할 때 극성변화 및 척도변화의 차이 외에 다른 의미 차이도 보인다. 다
음 (39), (40)을 보자. 

(39) 가. 내일 출발하기가 어려워졌다.
나. 내일 출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40) 가.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나.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39가)와 (39나)는 모두 ‘내일 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며, (40가)와 (40나)는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떤 상황의 변화’를 나타낼 때에는 ‘어렵다+-어지다’ 구문과 ‘어렵다+-게 되다’ 구
문이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41), (42)를 보자.
 

(41) 가.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다. 
나. *시험 문제가 어렵게 되었다. 

(42) 가. 독해 부분이 어려워졌다. 
나. *독해 부분이 어렵게 되었다. 

위의 문장들에서 ‘어렵다’가 ‘-어지다’와 공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면에 ‘-게 
되다’와 결합하는 것은 아주 어색하다. ‘어렵다’는 ‘시험 문제’, ‘독해’ 등 개체의 속
성이다. ‘시험 문제’, ‘독해’가 ‘어려워지다’와 공기할 때에는 ‘속성의 변화’만을 나타
낸다. 이런 경우에는 ‘-게 되다’의 사용이 어색해진다. 다음 (43), (44)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3) 가. 수술이 어려워졌다. 
나. 수술이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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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 은행 대출이 어려워졌다.  
나.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위의 문장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아주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다. (43)
의 ‘수술이 어려워졌다.’와 ‘수술이 어렵게 되었다.’는 모두 ‘(누군가가) 수술 받기 어
려운 상황이 되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수술이 어려워졌다.’는 또 다
른 의미를 가진다. 즉 ‘수술’이라는 대상의 ‘속성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수술이 쉬워졌다.’의 반대 의미로 ‘수술의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에 ‘수술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속성의 변화’를 나타낼 수는 없
으며 ‘수술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의 ‘상황의 변화’만을 의미한다. (44)의 두 
문장에서도 역시 의미 차이가 발견된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누군가가) 은
행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은행 대출이 쉬워졌
다’의 반대 의미로 ‘은행 대출의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은행 
대출’이라는 대상의 ‘속성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발화할 때에는 이러한 ‘속성의 변화’를 의미할 수 없으며 ‘은행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의 의미로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보아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주어의 속성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지만, ‘형용사+-게 되다’ 구문은 주로 ‘내포 형용사구문이 나타내는 상황의 변
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동사+-게 되다’ 구문의 의미
‘-게 되다’ 구성은 동사 구문과 결합하여 상황의 변화, 즉 어떤 상황이 이루어짐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동사 구문과 결합되는 ‘-게 되다’ 구성의 실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동사+-게 되다’ 구문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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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동사+-게 되다’ 구문의 미래성

기존 연구에서 ‘-게 되다’ 구성을 ‘예정’이나 ‘예정상’의 의미를 가지는 표지로 보
는 견해가 많다. 대표적인 논의는 고영근(1986/2004), 민현식(1990) 등이 있다. 고
영근(2004: 20, 304)에서는 ‘a.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가게 된다.’, ‘b. 아기가 방석에 
앉게 된다.’라는 예문을 들면서 이 문장들에서 예정의 양상이 파악된다고 보았다. 문
장 a는 동작주인 ‘철수’가 학교에 가는 동작이 발화시 현재 예정되어 있음을 뜻하며, 
문장 b는 피동적 표현인데 발화시 현재 아기가 앉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56) ‘-게 되다’는 예정이나 계획의 단계에 해당하는 예정상을 표현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단 ‘철수가 지금 학교에 가게 된다.’, ‘아기가 방석에 앉게 된다.’의 문장
들이 허용되는 것인지 다소 의심의 여기가 있지만57) ‘-게 되다’ 구성이 사용되는 문
장이 ‘예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 (45)를 보자. 

(45) 가.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 
나. 옆집이 부산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다. 내일 회의는 내가 참석하게 되었다. 

(45가)에서 볼 수 있듯이,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라는 문장은 과거 시
제 ‘-었-’이 쓰였지만,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갈 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5나)도 마찬가지로 ‘옆집이 부산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옆집이 부산으로 이사
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5다)에서는 미래를 지시하는 시
간 부사 ‘내일’이 사용되고 있어 예정의 의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 문장들이 나타내는 ‘예정’, ‘미래’의 의미가 과연 ‘-게 되다’로 인해 생
기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 다음 (46)을 보자. 

56) 고영근(2004: 306)에서는 ‘-게 되다’의 의미를 ‘피동성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57) 후술하겠지만, 본고에서는 ‘-게 되다’ 구성이 현재 시제를 의미하는 어미 ‘-는다’와 공기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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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 철수가 미국 유학 간다. 
나. 옆집은 부산으로 이사한다. 
다. 내일 회의는 내가 참석한다. 

(46)의 문장들에서는 모두 현재를 지시하는 어미 ‘-는다’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46가), (46나)는 현재의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예정된 미래의 사건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46다)에서는 시간 부사 ‘내일’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고영근(1986: 101)에서는 문장이 나타내는 행위는 분명히 발화시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는 현실과 언어 형태 사이에
는 1:1의 대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한 바
가 있다. 윤평현(2008)에서도 한국어의 시제 표현에는 시제 선어말어미와 그것이 지
시하는 사건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윤평현(2008: 353)에서
는 ‘나는 내일 서울 간다.’라는 예문을 들면서 현재를 가리키는 선어말어미 ‘-는-’이 
쓰였지만, 현재가 아닌 미래의 사건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문숙영(2009: 193)에서는 
어미 ‘-는-’을 현재 시제가 아닌 ‘비과거 시제’ 표지로 보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에
서 (46)의 문장들이 미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미 ‘-는다’로 인해 생기는 것이
라고 보는 것이다. 즉 ‘-는다’는 현재 사건을 기술할 수도 있고, 미래 사건을 기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어미 ‘-는다’가 ‘예정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본고의 
연구 대상인 ‘-게 되다’ 구성이 예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의미적으로 유사한 면
이 있다고 본다. ‘-게 되다’ 구문이 ‘예정된 미래’, ‘예정된 계획’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게 되다’ 구성으로 인해 생기는 의미가 아니라, ‘-게 되다’에 결합되는 내포
문이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 범주로 인해 생기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 절
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4.3.2. ‘동사+-게 되다’ 구문의 중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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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게 되다’ 구문이 예정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일어난 사
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게 되다’ 구성이 동사구문과 결합할 때 나타나
는 중의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3.2.1. 예정된 사건과 실현된 사건

‘동사+-게 되다’ 구문이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나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즉 사건의 이루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47) 가.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 
다.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 

(47)에서 보듯이, (47가)의 문장은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할 예정이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47나)의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는 ‘자취 생활을 하고 나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로 해
석되며, (47나)의 ‘동사+-게 되다’ 구문은 예정의 의미가 아니라 사건이 실현된 것으
로 해석된다. 또한 (47다)는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담화를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의 의미는 (47가)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
된다.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독립되는 발화로 사용될 때에는 예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47다)의 담화에서 문맥을 통해 이 문장이 예정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사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다음 (48)과 같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대화이다. 

(48)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참, 은영이가 왔다 갔다.” 
“은영이가? 왜요?” 품이는 웬일인가 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급히 가게 되었다고 인사를 왔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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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사를 갔대?” 품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단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48)의 대화에서 보듯이, 엄마가 ‘갑자기 이사를 급히 가게 되었다고 인사를 왔더
구나.’라는 발화에 대해 아들의 반응은 ‘그럼 이사를 갔대?’라고 되묻는 것이다. 즉, 
엄마의 발화를 통해 ‘은영’이가 이사를 갈 예정인지 아니면 이미 이사를 간 것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 되다’ 구성은 막연하게 예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로 처리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하나의 ‘동사+-게 되다’ 구문이 예정된 사건
과 실현된 사건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원인니 무엇인제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
이다.

4.3.2.2. 내포문의 두 가지 의미 범주: 명제와 사건

본고에서는 ‘동사+-게 되다’ 구문이 나타내는 예정된 사건과 실현된 사건의 두 가
지 의미를 ‘-게 되다’에 선행하는 내포문이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 범주로 설명하고
자 한다. ‘-게 되다’ 구성의 기본 의미는 ‘내포문이 표현하는 X의 이루어짐 (X에 이
르다)’이라고 보고, 여기서의 ‘X’는 명제의 의미 범주일 수도 있고 사건의 의미 범주
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동사+-게 되다’ 구문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결합되
는 동사 구문이 명제의 의미로 해석되느냐 사건의 의미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내포 동사구가 명제의 의미로 해석될 때에는 ‘동사+-게 되
다’ 구문은 ‘내포문이 표현하는 명제의 이루어짐, 즉 명제가 참이 됨’을 의미하며, 내
포 동사구가 사건의 의미로 해석될 때에는 ‘동사+-게 되다’ 구문은 ‘내포문이 표현하
는 사건의 이루어짐, 즉 어떤 상황에 이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동사+-게 되다’ 구문이 나타내는 ‘X의 이루어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내포문이 명제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사건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경우다. 즉 문장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중의성을 가지는 것이
다. 둘째는 내포문이 명제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경우이며, 셋째는 내포문이 사건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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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사+-게 되다’ 구문이 ‘명제의 이루어짐’과 ‘사건의 이루어짐’으로 모두 해
석될 수 있는 경우, 즉 ‘동사+-게 되다’ 구문이 중의성을 나타내는 경우부터 보자.

(49) 가.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다.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 

(49가)는 남기심·고영근(1993: 327)에서 제시한 예인데 이를 예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49)와 같은 문장들에 사용되는 ‘-게 되다’
에 ‘예정’의 의미를 부여하여 이 문장들을 ‘계획된 미래(scheduled future) 사건’, ‘예
정된 미래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9)의 문장들은 예정된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된
다. 다음 (50)을 보자. 

(50) 가.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가'.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우리도 {내년부터, 작년부터}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나'. 철수가 필리핀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그 얼마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

었다. 
다.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  

(50가')는 김선영(2015: 25)에서 가져온 예문이다. 김선영(2015: 25)에서는 (50가
')를 제시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또는 현
재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50가)의 문장에 ‘내년부터’라는 시간 
부사를 첨가하면 ‘살게 되었다’는 ‘살 일’이지만, ‘작년부터’의 수식을 받으면 ‘산 일’
과 ‘살고 있는’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157 -

따라서 김선영(2015)에서는 ‘-게 되다’가 이미 일어난 과거나 현재 상황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를 예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50나)와 (50나'), 
(50다)와 (50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동사+-게 되다’ 구문은 문맥에 따라 예
정된 미래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미 실현된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게 되다’ 구성에 ‘예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게 되다’ 구문의 일부 
사용 양상만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게 되다’ 구문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우리는 어떤 구성의 일부 사용 양상을 설명하
기 위해 그 구성에 따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사+-게 되다’ 구문이 나타내는 이러한 의미 차이의 원인을 다른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동사+-게 되다’ 구문이 예정된 사건과 실현된 사건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것을 ‘-게 되다’에 선행하는 내포문이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 범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게 되다’에 결합되는 내포
문이 명제의 의미 범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건의 의미 범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9)의 예문을 다시 보자. 

(49) 가.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다.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 

(49가)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화자가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발화를 
할 때,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화자가 ‘우리도 그곳에
서 살게 되었다.’라는 발화를 하게 만드는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51) A: 어떻게 그곳에서 살기로 하신 거죠? 
B: 아버지가 작년에 직장을 그곳으로 옮기셨어요. 이제 우리도 와서 같이 살자

고 하셔서 우리도 그곳에서 같이 살기로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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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 어떻게 그곳에서 살게 되신 거죠?
B: 아버지가 작년에 직장을 그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따라 우

리도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 

현실 세계에서 (51)와 (52)의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중 어느 경우든지 
화자는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라는 발화를 할 수 있다. (51)의 경우는 [우
리도 그곳에서 살다]라는 것이 발화 당시에 사실이 된 것이고, (52)의 경우는 [우리
도 그곳에서 살다]라는 사건이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51)의 변화가 일어나서 화자가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라고 발화
할 때에는 ‘어떤 명제 내용이 참이 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이때 ‘동
사+-게 되다’ 구문은 ‘어떤 명제의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게 되다’에 선행하는 내
포문이 명제의 의미 범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52)의 변화가 일어나서 화자가 ‘우
리도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라고 발화할 때에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이때의 ‘동사+-게 되다’ 구문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짐’을 의미
하며, ‘-게 되다’에 선행하는 내포문이 사건의 의미 범주를 나타낸다. 

(49나)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를 더 보기로 하자. 화자가 ‘철수가 회
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발화하게 만드는 현실 세계의 상황 변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3) A: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면서?
B: 응, 철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도와달라고 하셨대. 그래서 철수가 아버

지를 도와주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 

(54) A: 철수가 왜 회사를 그만뒀지?
B: 철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도와달라고 하셨대. 그래서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지.

현실 세계에서 (53)와 (54)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중 어느 경우든지 화자는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로 발화할 수 있다. (53)의 경우는 [철수가 회사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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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게 되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 (54)의 경우는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
게 되다]는 사건이 실현된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는 ‘동사+-게 되다’ 구문이 ‘어떤 
명제 내용이 사실이 됨, 즉 명제가 참이 됨’을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는 ‘동사+-게 
되다’ 구문이 ‘어떤 사건이 실현됨, 즉 사건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2장에서 제시했듯이, 동일한 발화는 문맥이나 청자에 따라 명제 범주
로 해석되기도 하고, 사건 범주로 해석되기도 한다. 앞서 제시한 김태인(2016: 65)
의 예문을 다시 가져오겠다.

(55)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뭐? 확실한 거야?

(56) A: 단우가 떡을 먹었어!
B: 아니! 어디에서?

화자 A가 ‘단우가 떡을 먹었어.’라는 동일한 문장을 발화하고 있는데, (55)의 청자 
B는 이를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56)의 청자 B는 이를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 문맥이나 발화 환경 없이 화자가 문장 하나만을 발화할 때에는 화자가 명제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지 사건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기 힘들 수가 있
다. 따라서 앞서 (48)와 (49)에서 제시한 문장들은 중의성을 가지는 것이며, 그 의미
를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동사+-게 되다’ 구문이 ‘명제의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건의 이
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범주는 
서로 다른 통사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 4.3.3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동사+-게 되다’ 구문이 ‘명제의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경우, 즉 결합되
는 내포문이 명제의 범주로만 해석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57) 가. 우리도 내년부터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나. 철수가 다음 주부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다. 동생이 다음 학기에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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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에서는 ‘-게 되다’ 구문에서 ‘내년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학기에’와 같은 
미래를 지시하는 시간 부사어가 과거나 완료를 의미하는 ‘-었-’과 공기하고 있다. 

(57가)의 ‘우리도 내년부터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를 보자. 앞서 제시한 해석 방
식에 따르면 이 문장은 ‘[우리도 내년부터 그곳에서 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
었다.’와 ‘[우리도 내년부터 그곳에서 살다]라는 사건이 실현되었다.’의 두 가지 해석
을 가진다. 그러나 ‘내년부터’라는 시간 부사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문장은 전
자의 경우만을 나타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의미적인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
제될 수 있다. 즉 ‘내년부터’의 사용으로 인해 이 문장은 발화시에 ‘명제가 사실이 
되었음’만을 의미하며, 발화시에 ‘사건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할 수가 없다. 즉 ‘내년
부터’라는 시간 부사어의 사용으로 인해 이 문장의 중의성이 해소되는 것이다.

(57나), (57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7나)의 ‘철수가 다음 주부터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는 ‘[철수가 다음 주부터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것이 사실이 되었다.’의 
의미만을 나타내며, (57다)의 ‘동생이 다음 학기에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동
생이 다음 학기에 자휘 생활을 하다]라는 명제가 사실이 되었다.’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동사+-게 되다’ 구문이 ‘사건의 이루어짐’만을 의미하는 경우를 보
자. 즉 ‘-게 되다’에 결합되는 내포문이 사건 범주로만 해석되는 경우다. 

(58) 가.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엄청 후회했다. 
나. 동생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
다. 1995년에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58가)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담화이다.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원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명제가 사실이 되었다.’와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사건이 이루어졌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문맥을 통해 
화자가 후자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8나)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중의
성이 문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사건의 이루어짐’의 의미로 해석된다. (58다)
의 ‘1995년에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1995년에 우리도 그곳에서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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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제가 사실이 되었다.’와 ‘[1995년에 우리도 그곳에서 살다]라는 사건이 이루
어졌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사실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
주될 수 있다.

이로써, ‘동사+-게 되다’ 구문은 ‘내포문이 표현하는 명제의 이루어짐’과 ‘내포문이 
표현하는 사건의 이루어짐’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였다. ‘-게 되다’에 
결합되는 내포문이 명제의 의미 범주로 해석되느냐 사건의 의미 범주로 해석되느냐
에 따라 ‘동사+-게 되다’ 구문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중의성은 시간 부사
어나 문맥 등을 통해 의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4.3.2.3. ‘-게 되다’ 구문과 ‘-는다’ 구문의 공통점

앞서 4.3.1에서는 ‘-게 되다’ 구문과 ‘-는다’ 구문이 모두 ‘계획된 미래 사건’, ‘예
정된 미래 사건’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예문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 (59), (60)과 
같다.

(59) 가.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 
나. 옆집이 부산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다. 내일 회의는 영희가 참석하게 되었다. 

(60) 가.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간다. 
나. 옆집이 부산으로 이사한다. 
다. 내일 회의는 영희가 참석한다. 

(60)과 같은 문장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이는 현재 시제를 의미하는 어미 ‘-는
다’가 미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
다’에 따로 미래 시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게 되다’의 일부 사용 양
상을 설명하기 위해 ‘-게 되다’에 따로 예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는다’의 
일부 사용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다’에 따로 미래 시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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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경제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60)의 문장들이 현재 사건과 미래 사건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것

은 ‘-는다’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명제와 사건의 두 가지 의미 범주 때문이라고 설명
하고자 한다. 어미 ‘-는다’는 ‘현재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
내는 어미다.58) 여기서의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진리나 항진 명제와 같은 경우
를 가리킨다. 보편적 진리나 항진 명제가 현재시제로 표현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Comrie 1985, 문숙영 2009 등)59).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1) 가. 아기가 지금 웃는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한다.
다. 영희는 지금 잔다. 

(62) 가. 소는 풀을 먹는다. 
나.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다. 태양은 내일 또 뜬다.

(61)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는다’는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낸다. 이 문장
들의 주어인 ‘아기’, ‘누군가’, ‘영희’는 모두 발화시에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개체들이며 이 문장들은 총칭성을 가지지 않는다. ‘아기가 지금 웃는다.’는 현실 세
계에서 어떤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발화시에 [웃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
을 나타낸다. ‘밖에서 누군가 노크한다.’도 역시 발화시에 ‘누군가’라는 개체가 있고, 
그 개체가 ‘노크하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희는 지금 잔다.’도 
‘영희’라는 개체가 발화시에 ‘자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62)에서 ‘-는다’가 사용되는 문장은 ‘어떤 보편적인 사실’을 의미한다. 
(62가), (62나)의 주어인 ‘소’,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개체가 
58)『표준국어대사전』에는 ‘-는다01’을 ‘해라할 자리에 쓰여,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

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라고 풀이하고 있다. 
59) 보편적 진리가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표현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문숙영(2009: 197)에

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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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총칭성을 가지는 명사구다. (62다)의 ‘태양은 내일 또 뜬다.’는 ‘태양’의 일반
적인 속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총칭성을 가지는 문장이다. 

다시 말해 어미 ‘-는다’는 ‘현재 사건’ 및 ‘사실’의 두 가지 의미 범주를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사실’은 바로 ‘참인 명제’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
로 총칭성을 가지지 않는 문장들을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총칭성을 가
지는 문장들을 ‘사실’, 즉 명제 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63)의 경우는 ‘-는다’에 ‘현재 사건’과 ‘사실’ 외에 ‘미래 사건’의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63) 가. 철수가 다음 학기에 미국 유학을 간다. 
나. 옆집이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한다. 
다. 내일 회의는 영희가 참석한다. 

(63)의 주어인 ‘철수’, ‘옆집’, ‘영희’는 모두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개체들
이며 이 문장들은 총칭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장들이 사건을 나타내는 것
으로 우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는다’에 따로 ‘미래시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63)의 문장들을 ‘미래 사건’이 아니라 ‘사실’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즉 ‘철수가 다음 학기에 미국 유학을 간다.’는 발화시에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양은 내일 또 뜬
다.’가 발화시에 화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철수가 다음 학기
에 미국 유학을 간다.’도 사건 범주가 아닌 명제 범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앞서 일반적으로 ‘-는다’가 사용되는 문장 중에서 총칭성을 가지지 않은 문장들은 
‘사건’으로 파악했고, 총칭성을 가지는 문장들은 ‘사실’로 파악하였다는 것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그 반대로 총칭성을 가지지 않는 문장들이 ‘사실’ 범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총칭성을 가지는 문장들이 ‘사건’ 범주로 파악될 수도 있다. 다음 (64)를 보자. 

(64)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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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총칭성을 가지는 총칭문으로 인식된다. 즉 ‘-는다’가 사
용되는 것은 ‘현재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실(보편적 진리)’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우선 파악된다. 그러나 이 문장이 ‘현재 사건’을 의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숭
이’에 특정성을 부여하면 이 문장이 ‘현재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나
무에 코알라, 원숭이, 다람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동물들이 나무에서 놀고 있다
가, 코알라가 먼저 나무에서 떨어졌고, 이어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장
면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봐라, 코알라가 나
무에서 떨어졌어. 어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고 발화할 수 있다. 이때의 
‘원숭이’는 총칭적인 명사구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특정한 개체를 가리킨
다. 다시 말해 총칭문으로 해석되는 ‘-는다’ 구문이 문맥과 발화 환경에 따라 ‘현재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3)의 문장들을 다시 보자. ‘철수가 다음 학기에 미국 유학을 간다.’라
는 문장은 ‘미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과 ‘사실’로 해석하는 것이 모두 일리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 문장을 ‘미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 ‘-는다’에 
따로 ‘미래 시제’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의미는 ‘-는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다. 만약 이 문장들을 ‘사실’의 의미로 해석하면 ‘-는다’의 일
부 사용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따로 ‘미래 시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따
라서 보다 경제적인 해석 방식이 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는다’는 ‘현재 사건’과 ‘사실’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중에 ‘사실’은 ‘보편적 진리’나 ‘항진 명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참인 명제’까지 ‘사
실’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문맥 및 발화 환경을 통해 ‘동사+-게 되다’ 구문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 
외에, ‘-게 되다’에 결합되는 내포문이 명제 범주를 나타낼 때와 사건 범주를 나타낼 
때에도 서로 다른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해 다음 4.3.3에서 살펴볼 것이다. 

4.3.3. ‘동사+-게 되다’ 구문 두 의미의 통사적 특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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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다’ 구문에 선행하는 내포문이 명제와 사건의 두 가지 의미 범주로 실현된
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통사적인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3.3.1. 어미 ‘-는다’와의 결합

앞서도 제시했듯이 어미 ‘-는다’는 ‘현재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다. 즉 어미 ‘-는다’는 ‘현재 사건’ 및 ‘사실(참인 명제)’의 두 가
지 의미 범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게 되다’ 구성이 어미 ‘-는다’와 결합하는 양
상을 살펴보면, ‘-는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공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관찰된다. 우선 다음 (64), (65)를 보자.

(64) 가. 아기가 웃게 될 것이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게 될 것이다. 
다. 영희가 자게 될 것이다. 

(65) 가. 지나친 단순화는 잘못된 결론을 낳게 될 것이다.
나. 범죄자 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수사하면 다 나오게 될 것이다.

(64), (65)에서 보듯이 ‘-게 되다’ 구성이 사용되는 문장들은 ‘-을 것이다’와 자연
스럽게 공기할 수 있으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어미 ‘-는다’
와 공기할 때 차이를 보인다. (66), (67)을 보자. 

(66) 가. *아기가 웃게 된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게 된다. 
다. *영희가 자게 된다. 

(67) 가. 지나친 단순화는 잘못된 결론을 낳게 된다.
나. 범죄자 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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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하면 다 나오게 된다.

(66)의 ‘-게 되다’ 구성은 어미 ‘-는다’와 공기하는 것이 어색한 반면에 (67)의 ‘-
게 되다’ 구성은 ‘-는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는다’가 ‘현재 
사건’과 ‘사실(참인 명제)’의 두 가지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된다. 이 문장들에서 ‘-게 되다’ 구성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68) 가. 아기가 웃는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한다. 
다. 영희는 잔다. 

(69) 가. 지나친 단순화는 잘못된 결론을 낳는다.
나. 범죄자 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다.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68)에서 보듯이 어미 ‘-는다’로 끝나는 이 문장들은 ‘현재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

로 우선 받아들여진다. 반면에 (69)의 문장들은 ‘참인 명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
된다는 것이 주목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68)처럼 ‘아기가 웃는다.’, ‘밖에서 
누군가 노크한다.’, ‘영희는 잔다.’와 같은 문장을 발화할 때, 현실 세계에서 현재 발
생하고 있는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69)의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 시공
간을 차지하지 않는 ‘어떤 참인 명제 내용’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8)은 ‘현재 사건’을 나타내고, (69)는 ‘사실(참인 명제)’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 
‘-고 있다’ 구성과의 교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는다’가 현재에 발생하고 있
는 사건을 나타낼 때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 구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고 
있다’로 교체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70) 가. 아기가 웃는다.
→ 아기가 웃고 있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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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고 있다. 
다. 영희가 잔다.
→ 영희가 자고 있다. 

(70)에서 보듯이, 어미 ‘-는다’가 ‘현재 사건’을 의미할 때 ‘-고 있다’로 교체되는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고 있다’ 구문과 ‘-는다’ 구문이 같은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
나 ‘-는다’가 ‘사실(참인 명제)’을 의미할 때에는 ‘-고 있다’로 교체될 수 없다. 다음 
(71)을 보자. 

(71) 가. 지나친 단순화는 잘못된 결론을 낳는다. 
→ *지나친 단순화는 잘못된 결론을 낳고 있다.
나. 범죄자 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 *범죄자 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고 있다.60) 
다.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 *수사하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71)에서 볼 수 있듯이, ‘-는다’가 ‘사실(참인 명제)’을 의미할 때 ‘-고 있다’로 교
체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비문이 된다. 이는 (71)의 ‘-는다’ 구문은 명제 범주를 나
타내는데 반해 ‘-고 있다’ 구문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구문이 서로 다른 의미 범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 문장들이 ‘현재 사건’을 나타내는지 ‘사실(참인 명제)’을 나타내는지는 동
사 ‘알다’, ‘보다’/‘듣다’가 사용된 대화를 통해서도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72) A: 아기가 웃는다. 
B: 나도 알고 있어./나도 봤어.

(73) A: 밖에서 누군가 노크한다. 

60) (71나)의 ‘범죄자 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고 있다.’의 경우는 비문이 아니지만 ‘-는다’가 사
용되는 ‘범죄자 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와 의미가 다르므로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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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나도 알고 있어./나도 들었어.

(74) A: 영희가 지금 잔다. 
B: 나도 알고 있어./나도 봤어.

강범모(2000: 211)에 의하면, 동사 ‘알다’는 정보, 사실 등 명제 내용을 목적어로 
취하는 반면에, ‘보다’, ‘듣다’는 각각 현실 세계의 장면과 소리, 즉 시공간을 차지하
는 사건을 목적어로 취한다. (72)-(74)에서 보듯이, 화자 A가 ‘-는다’로 끝나는 문장
을 발화하는데, 청자 B가 ‘나도 알고 있어’로 대답하는 것은 A의 발화를 명제로 받
아들이는 경우고, ‘나도 봤어’나 ‘나도 들었어’로 대답하는 것은 A의 문장을 사건으
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72)-(74)의 문장들은 화자 A의 발화에 청자 B가 ‘나도 
알고 있어’ 및 ‘나도 봤어’, ‘나도 들었어’로 대답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이는 
(72)-(74)에서 화자 A가 발화한 문장들이 ‘사실(참인 명제)’ 및 ‘현재 사건’의 두 가
지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다음 (75)-(77)을 보자. 

(75) A: 지나친 단순화는 잘못된 결론을 낳는다. 
B: 나도 알고 있어./*나도 봤어.

(76) A: 범죄자 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B: 나도 알고 있어./*나도 봤어.

(77) A: 수사하면 다 나온다.
B: 나도 알고 있어./*나도 봤어. 

(75)-(77)에서는 화자 A가 ‘-는다’가 사용되는 문장을 발화했는데, 청자 B가 ‘나
도 알고 있어’로 대답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나도 봤어’로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는 A가 발화한 문장들이 ‘사실(참인 명제)’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아기가 웃는다.’, ‘밖에서 누군가 노크한다.’, ‘영희가 잔다.’는 모두 ‘현재 
사건’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지나친 단순화는 잘못된 결론을 낳는다.’,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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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수사하면 다 나온다.’는 ‘현재 사건’을 의미할 수 
없고, 명제 범주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앞서 제시한 ‘-게 되다’가 ‘-는다’와 공기하는 양상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8) 가. *아기가 웃게 된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게 된다.
다. *영희가 자게 된다. 

(79) 가. 지나친 단순화는 잘못된 결론을 낳게 된다.
나. 범죄자 중 성인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다. 수사하면 다 나오게 된다.

(78)의 ‘-는다’ 구문은 현재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는다’는 ‘-게 되다’와 공
기할 수 없다. 이에 비해 (79)의 ‘-는다’ 구문은 ‘참인 명제’를 의미하며, 이때의 ‘-
는다’는 ‘-게 되다’와 공기할 수 있다. 

한편으로, ‘아기가 웃게 된다.’,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게 된다.’, ‘영희가 자게 된
다.’처럼 ‘동사+-게 되다’ 구문이 현재 사건을 의미하는 어미 ‘-는다’와 공기할 수 없
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4.3.4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3.3.2. 보문화된 문장

앞서 2장에서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과 명제의 의미 범주는 문장이 명사화 혹은 
보문화될 때 보문을 취하는 동사나 명사, 그리고 보문구조의 차이를 통해 더욱 명확
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다. 문장이 보문화할 때 사건 지시 명사는 ‘-
는’ 보문구조를 취하는 반면에, 명제 지시 명사는 ‘-다는’ (또는 축약되지 않은 ‘-고 
하는’) 보문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특징은 ‘동사+-게 되다’ 구문에서도 나타난다. 우
선 다음 (80), (81)을 보자.

(80) 가. 철수가 회사를 그만둔 계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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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계기/이유 

(81) 가. *철수가 회사를 그만둔 주장/소식
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주장/소식

(80), (81)에서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라는 문장이 보문화될 때 명사와 보문
구조를 취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80)에서 보듯이, 보문화된 문장에서 ‘계기, 
이유’와 같은 명사를 취할 때에는 ‘그만둔 계기/이유’가 자연스러운 반면에 ‘그만두었
다는 계기/이유’는 아주 어색하다. 이를 통해 ‘계기, 이유’는 사건 지시 명사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81)의 보문화된 문장에서는 명사 ‘주장, 소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그만둔 주장/소식’은 어색한 반면에 ‘그만두었다는 주장/소식’은 자연스럽다. 
이는 ‘주장, 소식’이 명제 지시 명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동사+-게 되다’ 구문이 보문화될 때 취하는 명사와 보문구조 양상을 보
자. 

(82) 가.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이유
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계기/이유

(83) 가.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주장/소식
나.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주장/소식 

(82), (83)에서 보듯이, ‘동사+-게 되다’ 구문이 보문구조를 취하는 양상은 (80), 
(81)와 일치한다. 즉 (82)의 경우는 보문절에 명사 ‘계기, 이유’가 사용될 때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이유’가 자연스러운 반면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계기/이유’
는 매우 어색하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이유’에서의 ‘계기, 이유’는 사
건 지시 명사이며 이 ‘동사+-게 되다’ 보문절은 ‘사건의 이루어짐’으로 해석된다. 이
에 비해 (83)의 경우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주장/소식’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주장/소식’은 어색하다. 이때의 ‘주장, 소식’은 명제 지시 명사
이며, 이 보문절은 ‘명제의 이루어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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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철수가 화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이유’와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주장/소식’에 의미 차이도 존재한다.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이유’는 ‘[철
수가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사건이 이루어진 계기/이유’로 해석되며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런데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주장/소식’은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었다
는 주장/소식’으로 해석되며,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소식’의 의
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이유’는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사건이 이루어진 계기/이유’로만 해석되며 ‘철수가 회사를 그
만두기로 결정한 계기/이유’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이로써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문장은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다]
라는 사건의 이루어짐’과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명제의 이루어짐’의 두 가
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몇 개 더 들어보기로 한다. 

(84) 가.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계기/이유 
나.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계기/이유
다.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된 주장/소식
라.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주장/소식 

(85) 가. 영희가 운동장에서 뛰게 된 계기/이유 
나. *영희가 운동장에서 뛰게 되었다는 계기/이유
다. *영희가 운동장에서 뛰게 된 주장/소식
라. 영희가 운동장에서 뛰게 되었다는 주장/소식 

(84)에서 보듯이,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가 보문화될 때 취하는 명사
에 따라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계기/이유’,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
는 주장/소식’의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철수가 미
국 유학을 가게 된 계기/이유’는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다]라는 사건이 이루어진 
계기/이유’로 해석되며,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주장/소식’은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다]라는 명제가 사실이 되었다는 주장/소식’을 의미한다. 즉 앞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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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해석 방식에 따라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주장/소식’은 ‘철수가 미
국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소식’을 의미할 수 있으나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계기/소식’은 ‘철수가 미국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계기/소식’의 의미를 나타
낼 수 없다. (85)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로써 ‘동사+-게 되다’ 구문이 ‘내포문이 표현하는 명제의 이루어짐’과 ‘내포문이 
표현하는 사건의 이루어짐’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동사+-게 되다’ 구문
이 보문화될 때 드러나는 통사적 특성의 차이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3.4. ‘동사+-게 되다’ 구문과 완망상

‘동사+-게 되다’ 구문이 ‘내포문이 표현하는 사건의 이루어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의 ‘-게 되다’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장의 상은 어휘상과 문법상의 합성으로 산출된다. 어휘상은 어휘의 의미 자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완망과 비완망의 관점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상황이 초점
화되는가’를 나타내면서 주로 문법 형식에 의해 실현된다. 완망상은 사건을 분리하
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반면에 비완망상은 사건의 내적 구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상이다. 

본고에서는 ‘동사+-게 되다’ 구문이 ‘내포문이 표현하는 사건의 이루어짐’의 의미
를 나타낼 때, ‘-게 되다’ 구성이 ‘완망상(perfective aspect)’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4.3.4.1. 어휘상 유형별의 결합

우선, ‘-게 되다’ 구성이 선행 내포문에 사용되는 용언의 어휘상 유형에 따라 어떠
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음 (80)을 보자. 

(86) 가. 내일 출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상태동사)
  나. 천천히 달리다가 빠른 속도로 뛰게 되었다. (행위동사)

다. 아빠가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공장을 짓게 되었다. (완성동사)



- 173 -

 라.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모두 건강을 잃게 되었다. (달성동사)

(86)에서 볼 수 있듯이, ‘-게 되다’ 구성은 모든 유형의 용언과 제약 없이 공기할 
수 있다. (86가)는 상태동사61), (86나)는 행위동사, (86다)는 완성동사, (86라)는 달
성동사가 ‘-게 되다’와 결합하는 문장들이다. 이와 같이 ‘-게 되다’ 구성이 모든 어
휘상 유형과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게 되다’ 구성이 결합되는 동사구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지 않고 동사구가 표현하는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4.3.4.2. 어미와의 결합

이 절에서는 ‘-게 되다’ 구성이 여러 어미들과 공기하는 양상을 통해 ‘-게 되다’의 
상적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1] ‘-면서’

우선, ‘-게 되다’ 구성이 연결 어미 ‘-면서’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
음 (87), (88)을 보자.

(87) 가. 자취 생활을 하면서 침대에서 잔다.
나. 자취 생활을 하면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

  
(88) 가.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대에서 잔다.

나.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

(87)과 (88)의 문장들의 선행절에서는 모두 [자취 생활을 하다]라는 사건을 표현

61) 박진호(2011: 305)에 의하면 형용사는 그 속성상 완망상적 관점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의 대립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게 되다’의 완망상 기능을 논의
할 때에는 주로 동사 구문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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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후행절에서는 [침대에서 자다]라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들 문장은 선행절 사건과 후행절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자취 생활을 하다]는 [+지속성]을 가지는 사건이다. (87가)에서 ‘자취 생활을 하
면서 침대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자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자다]라
는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87나)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에는 자취 생활을 하는 과정의 어느 시
점에 [침대에서 자다]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표현한다. 즉, 후행절의 [침대에
서 자다]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자취 생활을 하다]의 상황 내부에 
있다. 다시 말해 (87가)와 (87나)의 경우는 후행절 사건의 발생이 선행절 사건의 내
부 시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88)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서로 다른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88가)에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대에서 잔다.’라고 할 때, [자취 생활을 하
다]라는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침대에서 자다]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후행절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선행절 사건의 내부에 위치하지 않으며, 
이 문장에서 [자취 생활을 하다]라는 상황은 하나의 분리되지 않은 전체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88나)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취 생활을 하다]라는 사건을 하나의 전
체로 보고, 이 사건이 실현되고 나서 후행절 [침대에서 자다]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침대에서 자기 시작한 시점이 [자취 생활을 하다]
라는 사건의 외부에 있다. (88)에서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있
는 것이다. (87)과 (88)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 관계는 각각 다음 (87')와 (8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7')  자취 생활을 {하는 동안에/할 때} 침대에서 잔다./자기 시작했다.

(88')  자취 생활을 {하고 나서/한 후에} 침대에서 잔다./자기 시작했다. 

이때, (87)에서 사용되는 ‘-면서’는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88)의 ‘-면
서’는 ‘동시’의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계기’나 ‘원인’의 의미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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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와 같이 ‘-게 되다’ 구성이 ‘-면서’와 공기할 때 나타나는 시간적 관계의 차이는 

‘-게 되다’ 구성이 완망상 기능을 가진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게 되다’는 
사건의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 이때 결합되는 사건의 내부 구조를 드러내지 않고 사
건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예를 더 들면 다음 (89)와 같다. 

(89) 가.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어를 배웠다. 
   가'. 일본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일본어를 배웠다. 
  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어 학원을 다녔다. 

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영어 학원을 다녔다. 
다.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 
다'.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 

(89)에서 보듯이, (89가), (89나), (89다)의 문장들은 모두 선행절 사건이 진행되
는 과정에 후행절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게 되다’ 구성이 첨가
된 (89가'), (89나'), (89다')는 선행절 사건의 내부를 드러내지 않고, 선행절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행절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면서’가 ‘동시’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게 되다’ 구성과 공기할 수 
없다는 사실도 ‘-게 되다’가 완망상 가능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다음을 보자. 

(90) 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나. 그는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91) 가.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나. *그는 공부하게 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90)에서 볼 수 있듯이, ‘-면서’가 동시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선행절 사건의 
진행과 동시에 후행절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선행
절 사건의 내적 구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비완망상의 성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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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소영(2003: 306)에서는 이러한 ‘동시’를 의미하는 ‘-면서’를 비완망상 연결어
미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91)에서 보듯이, ‘-게 되다’ 구성은 비완망상의 성격을 가
지는 ‘-면서’와 공기하면 비문이 된다. 이는 ‘-게 되다’가 결합되는 동사구가 표현하
는 사건을 완망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면서’가 나타내는 비완망상의 의미와 
서로 충돌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

연결어미 ‘-고’는 대등하게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하는 어미로 쓰일 수 있
다. 예를 들면 다음 (92)와 같다. 

(92) 가. 철수는 연세대에 가고 영희는 고려대에 갈 것 같다.
나.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다.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형은 취직을 할 것이다. 

(92)에서 ‘-고’로 연결되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선행
절 사건과 후행절 사건이 각각 독립된 온전한 전체이다. 이러한 ‘-고’는 완망상 연결
어미로 간주되기도 한다(고영근 1981/2004: 297, 박소영 2003: 315). 이때 ‘-게 되
다’ 구성을 첨가해도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그 상적인 의미도 달라지지 않는다.

(93) 가. 철수는 연세대에 가게 되고 영희는 고려대에 가게 될 것 같다. 
나. 떡도 먹게 되고 고기도 먹게 되었다. 
다.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형은 취직을 하게 될 것이다. 

(92)과 (93)을 비교할 때, 문장에서 ‘-게 되다’ 구성을 첨가해도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표현하는 사건의 실현 양상과 시간적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는 그에 결합되는 사건의 선후 시간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
면 다음 (9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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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가. 내가 직접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즉시 그를 구속했다. 

다. 그녀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더니 선글라스를 벗고 그것을 핸드백에 넣었다. 

(94)는 ‘-고’가 결합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선후 시간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선행절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후행절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경우도 (94)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나타내는 사건은 서로 독립된 완전체 
사건이다. 이러한 경우도 선행절과 후행절 사건이 ‘-게 되다’ 구성과 결합해도 그 상
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95)를 보자. 

(95) 가. 내가 직접 실험을 하게 되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즉시 그를 구속하게 되었다. 
다. 그녀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더니 선글라스를 벗게 되었고 그것을 핸드백에 

넣게 되었다.
 
‘-고’가 대등한 사건이나 선후 시간 관계인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할 경우에는 선행

절과 후행절이 각각 독립된 사건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경우는 ‘-게 되다’가 사용
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의 상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결어미 ‘-고’는 선행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후행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낼 수도 있다.62) 다음 (96)을 보자. 

(96) 가.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셨다. 
나. 언니는 오늘 새 옷을 입고 출근했다. 
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했다.

(96)의 ‘-고’는 선행절에서 표현하는 사건이 지속되는 동시에 후행절 사건이 일어
6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미 ‘-고’의 세 번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셨다./언니는 오늘 
새 옷을 입고 출근했다./선생님께서는 내 손을 쥐시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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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고’는 선행절 사건의 내부 과정을 명시적으로 드러
내고 있으며 동시를 나타내는 ‘-면서’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된다.

(97) 가. 어머니는 나를 업{고, ?으면서} 병원까지 달려가셨다. 
나. 언니는 오늘 새 옷을 입{고, ?으면서} 출근했다. 
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면서} 이야기했다.

(97)에서 ‘-고’로 연결되는 두 사건의 시간적 관계를 보면, 후행절 사건이 일어나
는 시점이 선행절 사건의 지속되는 과정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
고’는 ‘-면서’와 같이 비완망상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런 경우에는 선행절에 ‘-게 되
다’를 첨가하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98)을 보자. 

(98) 가. *어머니는 나를 업게 되고 병원까지 달려가셨다.
나. *언니는 오늘 새 옷을 입게 되고 출근했다.
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게 되고 이야기했다. 

(98)에서 보듯이, ‘-고’가 선행절에서 표현하는 사건이 지속되는 동시에 후행절 사
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경우에는 ‘–게 되다’와 공기하면 아주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공기 양상은 ‘-게 되다’가 완망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3] ‘-아/어서’

앞서 연결어미 ‘-고’가 결합되는 사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하
였는데, 연결어미 ‘-아/어서’(이하 ‘-어서’)도 사건적 선후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 (99)와 같다. 

(99) 가. 선글라스를 벗어서 핸드백에 넣었다.
나. 옷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입었다. 
다. 물에 살짝 씻어서 소금을 발라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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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문장에서 사용된 ‘-어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시
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고’와 의미 차이를 가진다. 박소영(2003: 313)에 의하
면, 어미 ‘-어서’가 ‘선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 동사의 목적어가 
동일해야 할 것을 전제한다. 통사적으로 ‘-어서’에 의한 구성이 ‘-고’에 의한 것보다 
더욱 긴밀하다. 즉, ‘-어서’로 연결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나타내는 사건은 서로 
독립되는 온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고’는 ‘-게 되다’ 구성과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고’와 달리 ‘-어서’가 선후 관계를 가지는 두 사건을 연
결할 때에는 ‘-게 되다’와 공기할 수 없다. 다음 (100)을 보자. 

(100) 가. *선글라스를 벗게 돼서 핸드백에 넣게 되었다. 
나. *옷도 내가 직접 만들게 돼서 입게 되었다. 
다. *물에 살짝 씻게 돼서 소금을 발라 굽게 되었다. 

‘-고’에 결합되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된 두 가지 사건이지만, ‘-어서’로 연결되는 
두 사건은 완전히 독립된 두 사건으로 볼 수 없다. (100)의 문장들이 비문이 되는 
것은 ‘-게 되다’가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기능을 하는데 불완전한 사건을 
연결하는 어미와는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가’

이어서 ‘-게 되다’ 구성이 미완 동작의 중단을 의미하는 ‘-다가’와 결합하는 양상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다음 (101)을 보자. 

(101) 가. 철수가 사과를 먹다가 말았다. 
나. 여행 갈 물건을 챙기다가 말았다.
다. 메리가 노크하다가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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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에서 볼 수 있듯이, ‘-다가’는 결합되는 동작이 진행되다가 중단된다는 의미
를 나타낸다. 그 중에서 (101가)와 (101나)는 [+지속성]을 가지는 어휘상 유형인데, 
이들은 각각 [먹다]와 [챙기다]의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속되다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1다)의 [노크하다]는 [-지속성]을 가지는 동사인데, 이 경우에는 
[노크하다]의 동작이 반복되다가 중단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진행’과 ‘반복’은 모두 
사건의 내부 구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비완망의 관점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연결어미 ‘-다가’가 ‘-게 되다’와 공기하는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102) 가. *철수가 사과를 먹게 되다가 말았다. 
나. *여행 갈 물건을 챙기게 되다가 말았다. 
다. *영희가 노크하게 되다가 말았다.

(102)에서 볼 수 있듯이, ‘-다가’에 선행하는 동사구에 ‘-게 되다’를 첨가하게 되
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102가)의 경우는 [철수가 사과를 먹게 되다]라는 것은 [철
수가 사과를 먹다]라는 사건의 이루어짐을 나타내는데 이는 [철수가 사과를 먹다]라
는 사건을 하나의 분리되지 않는 전체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다가’가 나타내는 상
황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작 진행의 중단의 의미와 서로 모순되는 관점상이다. (102
나), (102다)도 같은 이유로 인해 비문이 되는 것이다. (102나)에서 ‘-게 되다’의 사
용은 [물건을 챙기다]라는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
건 과정의 중단을 의미하는 ‘-다가’와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102다)에서 ‘-게 되
다’가 첨가되면 [노크하다]라는 사건의 반복 과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게 되며, 역시 ‘-다가’와 공기하면 비문이 된다.

이로써 ‘-게 되다’가 사용되는 구문에서 ‘-다가’의 사용이 제약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게 되다’ 구성이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는 동작의 중단을 나타내는 어미와 공
기할 수 없다는 것은 ‘-게 되다’ 구성이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완망의 관점상
을 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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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rie(1976: 72)에 의하면, 현재시제는 의미 특성상 본질적으로 비완망상적 속
성을 갖는다. 어미 ‘-는다’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의미할 수 있다. 다음 
(103)을 보자. 

(103) 가. 아기가 지금 웃는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한다.
다. 영희는 잔다. 

(103)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의 ‘-는다’는 ‘-고 있
다’로 대체될 수 있다. 

(104) 가. 아기가 지금 웃고 있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고 있다.
다. 영희는 자고 있다. 

즉 ‘-는다’가 (103)과 같이 사용될 때에는 (104)의 ‘-고 있다’가 사용되는 문장과 
같이 [웃다], [노크하다], [자다]의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며 비완망상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에 대해 최현배(1971: 451)에서 현재진행형에는 두 개의 꼴이 있는데, 첫
째 꼴은 ‘-고 있다’이며, 둘째 꼴은 ‘-는다’라고 한 바가 있으며, 김종도(1990: 15)
에서 한국어의 종결어미 ‘-다’ 앞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는-’은 미완료화
(imperfectivization)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다고 한 바가 있다.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는다’는 비완망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게 되다’ 구성과 공기할 수 없다. 다음 (105)를 보자. 

(105) 가. *아기가 지금 웃게 된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게 된다. 
다. *영희는 자게 된다. 

(105)는 현재 사건을 의미하는 ‘-는다’가 ‘-게 되다’ 구성과 공기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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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는다’가 어떤 행위가 현재에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비
완망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게 되다’의 완망상의 의미와 충돌되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4.3.4.3. 보조용언과의 결합

이 절에서는 ‘-게 되다’ 구성이 다른 보조용언과 결합하는 양상을 통해 ‘-게 되다’
의 완망상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1] ‘-고 있다’

보조용언 ‘-고 있다’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진행을 나타내는 비완망상 표지로 간주
된다. 앞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가져오면 다음 (106)과 같다.

(106) 가. 아기가 지금 웃고 있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고 있다.
다. 영희는 자고 있다. 

(106)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구가 ‘-고 있다’와 공기할 때에는 동사구가 표현하는 
사건의 진행을 의미한다. 이런 ‘-고 있다’는 완망상을 의미하는 ‘-게 되다’와 공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107), (108)을 보자. 

(107) 가. *아기가 지금 웃게 되고 있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게 되고 있다. 
다. *영희는 자게 되고 있다. 

(108) 가. *아기가 지금 웃고 있게 된다. 
나.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고 있게 된다. 
다. *영희는 자고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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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과 (108)에서 볼 수 있듯이, 비완망상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완망상을 의
미하는 ‘-게 되다’는 어떤 식으로도 결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게 되다’가 상황 
내부의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공기할 수 없는 것은 ‘-게 되다’ 구성이 완망
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2] ‘-어 있다’

보조용언 ‘-어 있다’는 ‘사건 종결 후의 결과 지속’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음 
(109)와 같다. 

(109) 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다.
나. 철수는 와 있다.
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109)에서 볼 수 있듯이, ‘-어 있다’ 구성은 선행 동사구가 표현하는 상황이 종결
된 후에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109가)를 예로 들자면, ‘새로운 시대
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라는 사건이 종결되면서 ‘열린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 있다’ 구성과 ‘-게 되다’ 구성의 
결합 양상이 어떠한지를 다음 (110)을 통해 살펴보자.

(110) 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다. 
나. 철수는 오게 되어 있다.
다. 수사하면 결과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 

(110)은 ‘-게 되다’ 구성이 ‘-어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 되다’ 구성이 ‘-어 있다’와 나타내는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결합되는 사
건의 내부 구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게 되다’가 ‘-어 
있다’와의 공기가 자연스러운 이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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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사+-게 되다’와 ‘-어 있다’의 공기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
다. 현대 한국어 선어말어미 ‘-겠-’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 논의할 때 ‘-겠-’이 ‘-게
되어 있-’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많이 제시되었다. 현대 한국어 ‘-겠-’의 기원에 
대하여는 ‘-게(긔)+잇-’, ‘-게+외야 잇-’, ‘-게+야 잇-’ 등에서 발달하였다고 보
는 견해가 대부분인데, 최근 여러 논의에서는 ‘-게+야 잇-’ 구성에서 ‘-겟-’이 발
달하였다는 설명을 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겟-’의 뜻으로 사용되는 ‘-게 엿-’은 17세기 후반 이후 많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임동훈(2001: 134-137)에서는 형태·의미론적으로 타동사적인 ‘-게 -’에 ‘-어 
잇-’이 결합함으로써 이때의 ‘-게 -’는 ‘-게 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어 잇-’ 앞에 쓰인 ‘V-게 -’는 사동의 의미가 아니라 ‘V-게 되-’
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V-게 엿-’이 현대 한국어의 ‘-겠-’으로 
문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병기(1997), 고광모(2002)에서도 역시 
‘-게 되-’의 의미를 가지는 ‘-게 -’ 구성에서 19세기 이후 ‘-겟-’으로 문법화하였
다는 설명을 한 바가 있다. 

임동훈(2001: 138)에서 다음 (111)을 제시하면서, 현대 한국어에서 ‘-겠-’은 ‘-게 
되어 있-’의 의미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였다.

(111) 가. 아버지 화 나셨어. 또 혈압 오르시겠다. 
나. 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혈압이 오르시게 되어 있다. 

임홍빈(1980)에서도 ‘-게 되다’+‘-어 있다’와 ‘-겠-’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임홍빈(1980: 176, 177)에서는 다음 (112), (112')을 제시하면서 ‘-게 되어 있-’ 구
성과 ‘-겠-’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하였다.

(112) 가. 기상 조건이 내일은 날씨가 춥게 되어 있다. 
나. 시간이 너는 지금쯤 잠을 자게 되어 있다. 
다. 겉모습이 그 사람은 돈이 많게 되어 있다. 

(112') 가. 기상 조건이 내일은 날씨가 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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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이 너는 지금쯤 잠을 자겠다. 
다. 겉모습이 그 사람은 돈이 많겠다.  

다시 말해, 현대 한국어에서 ‘-게 되다’+‘-어 있다’와 선어말어미 ‘-겠-’의 원리가 
동일할 수도 있으며, 그 의미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한국어에서 ‘-
게 되다’+‘-어 있다’의 결합은 ‘-겠-’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113) 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다, 열리겠다}. 
나. 철수는 {오게 되어 있다, 오겠다}.
다. 수사하면 결과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 나오겠다}. 

(113)에서 보듯이, ‘-겠-’의 통시적인 문법화 과정으로 볼 때 ‘-게 되다’+‘-어 있
다’ 구문은 ‘-겠-’ 구문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4.3.4.4. 기타 완망상 보조용언

기존 연구에서는 완망상 기능을 가지는 보조용언으로 언급되고 있는 구성으로 ‘-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 등이 있다.63) 김성화(1992), 이호승(2001), 고영
근(2004) 등에서 모두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완망상은 완료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관
점이라는 것을 앞서 계속 강조하였다. 그러나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와 
같은 보조용언들은 결합되는 사건의 끝남이나 종결을 의미한다. 즉, 이들 보조용언
들이 사건의 내부 구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에 우리는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 등이 완

63) 앞서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서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 등 보조용언
들의 상적 의미에 대해 논의할 때 이들을 ‘perfective aspect’를 의미하는 보조용언으로 간주하
고 있으나, ‘완료상’이나 ‘완결상’ 보조용언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연구에서 ‘완망
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 등을 ‘perfective 
aspect’ 기능을 가지는 보조용언으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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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을 의미하는 보조용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들 보조용언은 비완망상 표지 ‘-고 있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우선, 이들 보조용언들은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있다. 이에 대
해 구종남(2013) 등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구종남(2013: 130)에서는 다음 (114)
를 제시하면서 ‘놓다/버리다/내다’와 같은 보조용언들이 완망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진행상과의 공기를 제시하였다.

 
(114) 가. 미아가 책을 찢어 버리고 있다. 

나. 진주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내고 있다.
다. 철수가 미리 책을 읽어 놓고 있다. 

(114)에서 볼 수 있듯이,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는 ‘-고 있다’와 자
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어 버리다’, ‘-어 놓다’, ‘-어 내다’ 구성이 ‘-
고 있다’와 공기할 수 있는 예를 말뭉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더 들어보면 
다음 (115)와 같다. 

(115) 가. 레니의 동상이 쓰러지듯이 믿었던 진리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 
나. 어려운 일인데 잘 해내고 있다. 
다. 작년에는 유전공학에 의한 동물끼리의 잡종을 적지않이 만들어 놓고 있

다. 

[2] 이들 보조용언의 사용 여부가 문장의 문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보조용언들이 문장의 문법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115)의 문
장에서 사용되는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를 삭제해 본다.

(116) 가. 믿었던 진리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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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려운 일인데 잘 {해내고 있다, 하고 있다}. 
다. 동물끼리의 잡종을 적지않이 {만들어 놓고 있다, 만들고 있다}. 

(116)에서 보듯이,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 등 보조용언이 사용된 문
장과 사용되지 않은 문장을 비교해 보면, 이 문장들이 표현하는 사건을 바라보는 양
상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모두 ‘-고 있다’에 선행되는 동사구
가 표현하는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는 문장의 문법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보조용언은 사건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보는 완망상의 기
능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이들 보조용언은 서술어의 의미와 어휘상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보조용언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는 결합되는 사건의 내부 구조에 관
여하지 않고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문법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용언의 어휘상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용언들의 어휘 의미로 
볼 때, 또한 기존 연구에서 이들 보조용언을 ‘완료, 완결’을 의미하는 표지로 간주하
는 것으로 보아 이들 구성이 선행 용언의 [±종결성(teli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용언이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와 결합하기 전후에 어휘상적 특
징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의 [±지속성] 및 [±종결성]에 대해 간단하게 검
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 버리다’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117) 가. 미아가 1시간 동안 책을 찢고 있다. 
나. 미아가 1시간 동안 책을 찢어 버리고 있다. 

(118) 가. #?미아가 1시간 만에 책을 찢었다. 
나. 미아가 1시간 만에 책을 찢어 버렸다.

(117), (118)에서는 ‘찢다’가 ‘-어 버리다’와 결합하기 전후에 [+지속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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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동안’ 및 [+종결성]을 의미하는 ‘T-만에’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17)에서 보듯이, ‘찢다’와 ‘찢어 버리다’는 ‘T-동안’과 모두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으며 동작의 지속 과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T-만에’와의 공기 양상에서 의미 차이
가 발견된다. (118가)의 ‘미아가 1시간 만에 책을 찢었다.’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
며, 이 문장에 종결을 의미하는 부사어 ‘다’를 추가해야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
다. 즉 ‘미아가 1시간 만에 책을 다 찢었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다’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
다. 즉 ‘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시간 후에 책을 찢기 시작했다’를 의미하
는 것이다. 이에 비해 (118나)의 ‘미아가 1시간 만에 책을 찢어 버렸다.’는 자연스러
운 문장이며 ‘미아가 책을 찢기 시작할 때부터 다 찢을 때까지 1시간 걸렸다.’를 뜻
한다. 이러한 공기 양상을 통해 ‘찢다’는 [+지속성], [-종결성]을 가지며, ‘-어 버리
다’와 결합한 후에 [+종결성]을 부여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어 내다’를 살펴보자. 

(119) 가. 어려운 작업을 1년 동안 하고 있다. 
나. *어려운 작업을 1년 동안 해 내고 있다.

(120) 가. #어려운 작업을 1년 만에 했다. 
나. 어려운 작업을 1년 만에 해 냈다.

(119)에서 보듯이, ‘(작업을) 하다’는 ‘T-동안’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는 반면
에 ‘해 내다’는 ‘T-동안’과 공기할 수 없다. 이는 ‘(작업을) 하다’가 ‘-어 내다’와 결
합한 후에 [-지속성]을 부여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20)에서는 ‘T-만에’와의 공
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을) 하다’가 ‘-어 내다’와 결합하기 전후에 모두 ‘T-
만에’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120가)의 ‘어려
운 작업을 1년 만에 했다.’는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
다. 즉 ‘어려운 작업을 안 하다가 다시 하기 시작할 때까지 1년이 걸렸다.’를 의미한
다. 이에 비해 (120나)의 ‘어려운 작업을 1년 만에 해 냈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1년이 소요됐다.’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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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종결성]을 가지는 반면에 ‘-어 내다’와 결합한 후에는 [+종결성]을 획득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어 놓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121) 가. 철수가 책을 1시간 동안 읽고 있다. 
나. *철수가 책을 1시간 동안 읽어 놓고 있다.  

(122) 가. #철수가 책을 1시간 만에 읽었다. 
나. 철수가 책을 1시간 만에 읽어 놓았다.  

 
(121), (122)에서는 ‘읽다’가 ‘-어 놓다’와 결합하기 전후에 ‘T-동안’ 및 ‘T-만에’

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어 내다’의 경우와 동일한 
공기 양상이며, ‘읽다’가 ‘-어 놓다’와 결합한 후에 [-지속성], [+종결성]을 부여 받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용언들이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와 결합한 후에 모두 [+종
결성]을 부여받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놓다’는 결합되는 용언에 [+종결성]의 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 보조용언들은 완망의 문법상 의미보다는 결합되는 용언의 어휘상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상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
인다.

4.4. ‘-게 되다’의 주변적 의미
‘-게 되다’ 구성의 기본 의미는 ‘내포하는 구문이 나타내는 명제나 사건이 이루어

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게 되다’ 구문의 주변적 의미에 대해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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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피동성

기존 연구에서 ‘-게 되다’ 구성을 피동 보조용언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많이 있었
다. 대표적으로 최현배(1961), 최규수(2005), 고영근·구본관(2008) 등이 있다. 고영
근·구본관(2008: 102)에서는 다음 (123)을 제시하면서 ‘-게 되다’를 피동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로 파악하고 있다. 

(123)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123)의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가 미국으로 가다]라는 
사건의 발생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미를 나
타낸다. 다음 (124)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게 되다’도 피동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124) A: 영희는 왜 거기에 가 있지?
B: 영희는 간 게 아니라 가게 된 거야. 

(124)에서 B의 발화는 ‘영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갔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 되다’ 구성을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용언으로 간주해 온 것이다. 

그런데 (123), (124)의 의미는 피동성이 아니라 ‘-게 되다’가 나타내는 양태적 의
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게 되다’는 기본적으로 ‘내포문이 나타내는 상황이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의 이루어짐은 주어 대상의 의지와 상관없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따라서 (123), (124)의 문장들은 피동성보다는 ‘의도하지 않
은 상황이 이루어짐’의 양태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
해 김정남(2009: 65)에서는 ‘-게 되다’ 구문에는 주어가 순전히 자신의 적극적인 의
지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었다는 
양태적인 의미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를 피동 구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영(201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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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게 되다’는 상황 변화를 나타낼 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임을 드러내
는 표현 효과를 갖는다고 하면서 다음 (125)를 제시하고 있다.

(125) 가. 저는 길을 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가게 되었습니다}.

김선영(2015: 36)에 의하면 (125가)에서 ‘목격했습니다’는 의도한 행동일 수도 있
고, 의도치 않은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는 의도치 않은 행
동으로만 파악된다. ‘-게 되다’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임을 나타내어 의도한 목적이 
드러나는 문장에서는 사용이 어색해진다. (125나)에서는 ‘돈을 찾으러’라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게 되었습니다’는 사용에 이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4.4.2. 공손성

‘-게 되다’ 구성을 공손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논의들이 있다. 구현정
(2004), 정미진(2014) 등을 들 수 있다.

구현정(2004: 8)에서는 ‘-게 되다’를 피동 표현으로 간주하여 ‘-게 되다’ 구문의 
공손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동 표현은 명제로부터 심리적인 거리감을 만들어 주는 
요소로 사용이 된다. 화자가 발화할 때 어떤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는 것보다 피동
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행위의 간접성을 나타내고, 행위의 간접성은 명제를 약화시켜
서 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요소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정미진(2014)에서도 역시 ‘-게 되다’의 공손성을 피동성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있
다. 정미진(2014: 81)에 의하면 ‘-게 되다’는 ‘-게’에 결합되는 내용이 일어나게끔 
상황이 전개됨을 의미하여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이 때문에 피동의 의미가 파생
되기도 한다. 상태의 변화 또는 피동의 상황은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지 않으므로 거
절의 이유를 제시하는 데에 주로 쓰인다. 즉 ‘-게 되다’를 사용함으로써 대화 상대방
이 요청 또는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화자의 거절 행위가 불러일으킬 대화 상대방과 화자의 체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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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의미

상태변화: 내포문이 나타내는 명제나 상황이 이루어짐.
[1] 명제의 이루어짐
[2] 사건의 이루어짐

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 (126), (127)을 제시하였다. 

(126) A: 그건 안 돼. 영장 없이 부검할 순 없어. 내가 검사를 설득할 테니까 기
다려. 
B: 더 있다간 놓치게 돼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또 증거를 놓치게 된다
구요.

(127) A: 장 판사님, 제발 압수수색영장 발부해 주세요. 
B: 이 압수수색영장은 단순한 영장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간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126), (127)의 대화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지나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게 되다’를 사용하는 것이다. 

구현정(2004), 정미진(2014)에서 제시한 ‘-게 되다’ 구성이 공손성을 나타내는 경
우는 본질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이루어짐’이라는 ‘-게 되다’의 양태적 의미
로 해석될 수 있다. 

4.5.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형용사 및 동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 구성의 의미 기능

을 다음 <표 9>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9> ‘-게 되다’ 구성의 의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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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

문법상 기능: 완망상(perfective)의 문법상 기능.
내포문이 사건의 의미 범주로 실현될 때, 내포문이 표현하는 사건의 
내부 구조를 드러내지 않고,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삼음.

주변적 의미 양태 의미: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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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요약
한국어 ‘-어지다’, ‘-게 되다’ 구성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

다. 본고에서는 ‘-어지다’ 및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상태변화로 간주하고, 이들이 
여러 용언과 결합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들 구성의 기본 의미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 기본적 논의에서는 우선 상태변화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사
용하는 상태변화 구문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 대상에게 일어나는 속성, 형태 등
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상이 참여하는 사건, 즉 상황의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다. 이어서 상태변화와 피동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어지다’, ‘-게 되다’의 기본 의
미로 피동으로 설정하는 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다음, ‘-어지다’, ‘-게 되
다’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바탕이 되는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어지다’의 의미를 분
석하는 데에 주로 어휘상과 어휘의 논항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이용하였고, ‘-게 되
다’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데에 주로 문장의 의미 범주와 문법상과 관련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3장에서는 ‘-어지다’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어지다’가 형용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형용사+-어지다’ 구문에서 형용사는 ‘-어지
다’와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그런데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한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는 형용사가 원급으로 실현되는지, 비교급으로 
실현되는지에 따라 극성변화와 척도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나의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극성변화와 척도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모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어지다’에 선행하는 형용사의 의미 유형에 따라 ‘형용사+-어지다’ 구
문이 서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보였다. 형용사는 비교구문
과 원구문의 전제 및 함의 관계에 따라 ‘덥다’류 형용사와 ‘길다’류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덥다’류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길다’류 형용사+‘-어지다’ 구문이 무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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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내는 변화 양상이 다르다. ‘덥다’류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며, ‘길다’류 형용사+‘-어지다’ 구문은 척도변화를 무표적으로 나
타낸다. ‘덥다’류 형용사에는 주로 색채형용사, 감각형용사, 심리형용사 등이 있으며, 
‘길다’류 형용사는 주로 반의어 쌍을 이루는 계량 형용사로 구성된다는 것을 제시하
였다. 

이어서 ‘-어지다’가 여러 용언과 결합할 때의 의미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형용사
+-어지다’, ‘자동사+-어지다’, 그리고 ‘타동사+-어지다’의 어휘상적 특징에 대해 검
증을 진행하고, ‘-어지다’는 선행 용언의 어휘상적 특징과 논항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휘상 의미에 있어 ‘-어지다’는 선행 
용언에 [+역동성], [+종결성]의 어휘상적 자질을 부여하고, [+지속성]을 그대로 유
지시키거나 약화시킨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논항 구조에 있어 선행 용언이 가
지는 논항 구조를 주어만을 취하는 1항 술어로 변화시키며 주어가 대상의 의미역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론으로 현재 이중피동으로 간
주되는 ‘피동사+-어지다’ 표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해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표현들을 피동사 ‘쓰이다’, ‘보이다’가 다시 피동 구성 ‘-어지다’와 결합하는 이중피
동표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쓰여지다’, ‘보여지다’와 같은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쓰이다’, ‘보이다’와 동일하지 않으며, 피동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피동사에 ‘-어지다’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본고에서는 ‘-어지다’가 선행용언
에 [+역동성], [+종결성]을 어휘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으로 소위 이중피동표현
을 다시 해석하였다. 

본고의 4장에서는 ‘-게 되다’ 구성의 기본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
서는 형용사와 결합되는 ‘-어지다’와 ‘-게 되다’ 구성이 모두 상태변화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구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
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형용사+-어지다’와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의미 차이를 
두 가지 면에서 밝혔다. 우선, 결합되는 형용사 유형에 따른 의미 차이를 제시하였
다. ‘-어지다’는 ‘덥다’류 형용사와 결합할 때 무표적으로 극성변화를 나타내고, ‘길
다’류 형용사와 결합할 때 무표적으로 척도변화를 나타내는데, 이에 비해 ‘-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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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덥다’류 형용사 및 ‘길다’류 형용사와 결합할 때 모두 극성변화를 무표적으로 나
타낸다. 이와 같은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형용사+-어지다’ 및 ‘형용사+-게 되
다’ 구문의 통사 구조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고에서 말뭉치 
조사를 통해 ‘-어지다’와 ‘-게 되다’에 선행하는 형용사의 분포가 매우 다르다는 것
을 보였다. ‘-어지다’는 여러 형용사와 폭넓게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게 되다’와 
높인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어휘 선택의 차이가 나타
나는 원인을 ‘형용사+-어지다’ 구문과 ‘형용사+-게 되다’ 구문의 통사적 구조의 차이
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게 되다’가 동사 구문을 내포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사+-게 되다’ 구문이 ‘예정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게 되다’가 
‘예정, 예정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동사+-게 되다’ 
구문은 예정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
다. 본고에서는 ‘동사+-게 되다’ 구문이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동사+-게 되다’ 구문의 일부 사용 양상을 해석하기 위해 ‘-게 되다’
에 ‘예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용언+-게 되다’ 구문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원인은 ‘-게 되다’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과 명제의 두 가지 의미 범주로 이를 설명
하였다. ‘동사+-게 되다’ 구문의 여러 사용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게 되다’의 기본 
의미는 ‘내포문이 나타내는 X의 이루어짐’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
의 ‘X’는 사건 범주일 수도 있고, 명제 범주일 수도 있다. 이어서 ‘동사+-게 되다’ 
구문을 명제의 이루어짐과 사건의 이루어짐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는 경우, 명제의 
이루어짐만을 의미하는 경우, 그리고 사건의 이루어짐만을 의미하는 경우로 나누어 
‘동사+-게 되다’ 구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사+-게 되다’ 구문이 나타내는 명제의 이루어짐과 사건의 이루어짐의 두 
가지 의미는 이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통사적인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동사
+-게 되다’ 구문이 어미 ‘-는다’와 결합하는 양상과 보문화할 때 취하는 명사, 동사, 
그리고 그 의미 차이를 통해, ‘-게 되다’가 내포하는 동사 구문이 명제와 사건의 두 
가지 의미 범주로 실현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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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사건 범주를 나타내는 문장과 결합할 때에는 ‘-게 되다’ 구성이 완망상
의 상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본고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게 되다’의 완망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게 되다’가 여러 어휘상 유형, 어미, 그리고 보조용언과 결
합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선, ‘-게 되다’가 여러 어휘상 유형과 모두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게 되다’가 결합되는 동사구의 내부 구조
를 분석하지 않고 동사구가 표현하는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게 되다’는 비완방상의 의미를 가지는 ‘-면서’, ‘-고’, ‘-는다’, ‘-고 있다’ 등
과는 공기할 수 없으며, 완망상의 의미를 가지는 ‘-고’나 사건의 내부 과정을 분석하
지 않는 ‘-어 있다’와는 자연스럽게 공기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게 되다’가 
완망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편으로, 기존 연구에서 완망상 보조용
언으로 언급되고 있는 ‘-어 버리다’, ‘-어 놓다’, ‘-어 내다’ 등 보조용언들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들 구성은 완망의 문법상이 아니라 선행 용언에 [+종결성]을 부여
하여 선행 용언의 어휘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어지다’와 ‘-게 되다’ 구성에 대한 의미 해석의 혼란스러움은 한국어학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많은 혼
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들 구문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2. 남은 문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다. 우선, ‘동사+-어

지다’의 어휘상적 특징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대표적인 용언과 결합하는 양상을 살
펴보았으며 더 다양한 용언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어
지다’의 의미를 파악할 때 상적인 의미를 위주로 고찰하였고, 다른 측면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 ‘동사+-게 되다’의 의미를 논의하는 데에 사건과 명제의 
이론을 이용하였는데, 사건과 명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보다 더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후행 연구를 통해 꾸준히 보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상태변화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용언+-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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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과 ‘용언+-게 되다’ 구문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상태변화의 의미를 가지
는 기타 부수적인 구성에 대한 고찰이나 어휘 층위의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국어 모어 화자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상태변화 구문과 중국
어 상태변화 구문과의 대조 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본고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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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nge-of-State Constructions 

‘-eojida’ and ‘-ge doeda’ in Korean Language

LIU JUAN (刘娟)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gard the basic meanings of modern Korean 

construction, '-eojida' and '-ge doeda' as the change-of-state and examine thes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First, semantic functions of '-eojida' were examined. The existing studies do not 

seem to have different views about '-eojida' that the change of stage by 

combining it with adjectives. However, they did not contain many references that 

the 'adjective+-eojida' constructions can show various changes of stat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semantic types of adjectives. This paper suggested the 

various changes that 'adjective +eojida' constructions show according to the 

meanings of adjectives.

The '-eojida' construction can widely be shown with adjectives and transitive 

verbs, while the combination of it with intransitive verbs is not that active. The 

paper examined why it is not natural for '-eojida' to be shown with intransitive 

verbs in a lexical aspect and argument structures. And the existing studies treat 

expressions such as 'Sseuyeojida', 'Boyeojida' as the double passive expressions 

that 'Sseuida' and 'Boida', the passive verbs, are again combined with '-eojida', 

the passive construction and define them as grammatically incorrect. Howe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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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s such as 'Sseuyeojida', 'Boyeojida' are very much used in everyday life, 

the meanings are not identical to 'Sseuida' and 'Boida', and '-eojida' is not added 

to the passive verbs to emphasize the passive meanings. The paper again 

interpreted so-called double passive expressions like this by the lexical aspect 

characteristics of '-eojida.'

Next, meaning functions of '-ge doeda' were examined. There are many cases 

that 'adjectives+-eojida' and 'adjectives+-ge doeda' are mentioned together as 

the constructions that mean the change-of-state. Vocabularies such as 'Manajida' 

and 'Nopajida' were included in dictionaries as headwords and they mean to 

'Manke doeda' and 'Nopkke doeda'. The existing discussions very much mention 

common features of 'adjectives+-eojida' and 'adjectives+-ge doeda' constructions. 

However, the explanation about the differences in these two constructions is not 

enough. The paper tried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these two change-of-state  

constructions.

On the other hand, 'verb+-ge doeda' such as 'We got to live there(Urido 

Geugoseseo salge doeeotda.)', 'Cheolsu gets to resign a company(Cheolsuga 

Hoesareul Geumanduge doeeotda.)' can show the meaning of 'schedules'. The 

existing studies have regarded these sentences as showing the scheduled future 

because '-ge doeda' has the meaning of 'prospective aspect'. However, these 

sentences are just not interpreted as the scheduled events. The meanings are 

observe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they can mean the 

events which are already realized. The paper did not thought that 'verb+-ge 

doeda' can show the meanings of the scheduled future due to '-ge doeda' and 

suggested the method that explain this with two semantic categories of events 

and proposition that the embedded sentences which are ahead of '-ge doeda' 

show.

It suggested that the '-ge doeda' composition has a perfective aspectual 

function when it is combined with the sentences that show time categor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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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 the perfective meaning of '-ge doeda', the aspects that it is combined 

with various lexical semantic types, endings, and auxiliary predicates. First, '-ge 

doeda' was observed to be naturally shown with several lexical aspect types. This 

shows that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verb phrases that '-ge doeda' is 

combined is not analyzed but the events expressed by the verb phrases are 

considered as the whole. And '-ge doeda' was observed to be unable to be 

shown with '-myeonseo', '-go' '-nenda' and '-go itda' having the imperfective 

meanings and be naturally shown with '-go' having the perfective meaning or 'eo 

itda' that does not analyze the internal process of events. This supports that '-ge 

doeda', has the perfective function.    

The confused semantic analyses on and so-called double expressions of the 

'-eojida' and '-ge doeda' compositions create confus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argeting foreigners. Therefore, examining the meanings of these 

compositions can be a very important task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eojida', '-ge doeda', change-of-state, polarity change, scale change, 

lexical aspect, perfective aspect, semantic category, event, proposition

Student identification number: 2011-3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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