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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 여러 언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미래시간표현(future time expression)’은 

상황에 따라 비시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과거’, ‘현재’와 같은 단순

한 시간 개념과는 달리 그 본질이 비교적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 중국어 연구에서 ‘미래시간표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통

상적으로 ‘미래’를 시제 범주에 귀속시키고, 중국어를 무시제언어로 간주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유형론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언어에서 전용성을 가지

는 ‘미래시간표현’은 우언적이며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 즉 기능적ㆍ의미적인 시제 개념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을 채택한다. (좁

은 의미의 시제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고는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언어 

요소를 ‘미래시제표지(future tense marker)’가 아닌 ‘미래문법형태(future gram)’로 

명명한다.)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 ‘要’와 ‘ ’는 모두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사용에서 사용 영역이 중첩되거나 교체 사용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 두 어휘(이하 각각 要미래와 미래로 부른다)를 연구대상으로 삼

아 중국어의 ‘미래시간표현’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要’와 ‘ ’ 미

래시제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통시적 고찰과 공

시적 고찰, 중국어 연구와 언어유형론 연구를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장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언어유형론 연구와 중국어 연구에서 

‘미래’ 범주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어 연구에서 조동사 ‘要’와 ‘ ’에 대한 기존의 

공시적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확정하였다. 

2장 1절은 한대부터 민국 시기까지 조동사 ‘要’의 통시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

다. 통시적 고찰을 통해, 본고는 要미래의 기원으로 要의지와 특정적인 要의무 두 가지

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변천과정은 (ㄱ) [‘요구하다, 요청하다’를 나

타내는 동사 ‘要’ > 要의지 > 要미래]와 (ㄴ) [‘어쨌든, 결국’을 나타내는 부사 ‘要’ > 

要의무 > 要미래]이다. 그 중에 첫 번째 변천경로가 더 이른 시기에 발생하였고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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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편으로, 더욱 중요한 경로로 볼 수 있다. 기존연구는 당오대 시기에 일

부 要의지가 의도의미를 가지게 되어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진정

한 미래용법은 송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본고는 역사자료에 대

한 직접적인 고찰을 통해 ‘要’가 의도의미에서 예측의미로 발전하는 언어환경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데, 의도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가 화자의 직접화법에 출현

하면서 ‘要+VP’의 주어가 청자 혹은 제3자이고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성분과 공기

할 경우 예측의미로 발전할 수 있다. 

2장 2절은 현대중국어에서의 要미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의미⋅기능적 측

면에서 보면, 要미래는 예측류, 확정류, 의도류 미래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그 가운

데 예측류 미래에 사용되는 용례가 가장 많다. 이는 상당수의 ‘要’가 이미 주요 기

원인 要의지의 의미 제약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要미래는 단순히 시간

상의 후시성을 나타나는 용법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이하 ‘시간상의 후시성’을 

‘시간성’으로 부른다). 통사 분포를 보면, 要미래는 주로 주절의 술어부분이나 서술

성 용언,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부분에 출현한다. 주절의 술어부분은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서술성 용언,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부분은 미래 사건

에 대해 진술이나 단언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要미래는 관형어로 

사용되는 용례도 비교적 많고,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인 ‘ ’과의 결합사용 빈도도 

매우 높다. 이 밖에도 要미래의 약 68%는 다음의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

상의 통사적 특징을 지닌다. (ㄱ) 주어가 없는 문장에 나타난다. (ㄴ) 주어가 무생

물이다. (ㄷ)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의 V/VP는 자주성이 없다. 이상에서 제기한 

의미적, 통사적 분포 양상은 要미래가 현대중국어에서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중요한 

형식이며,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법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3장 1절은 한대부터 민국 시기까지 조동사 ‘会’의 통시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

다. ‘会’가 [능력 > 근원적 가능성 > 의도 > 미래]의 변천과정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변천과정은 세계 언어에서 극히 드물게 나타난

다. 본고는 일련의 고찰을 통해 ‘会’의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회합

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会’가 한대⋅육조시기에 ‘一定, 必’과 같은 필연성에 가까

운 가능성을 나타내는 会가능1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会가능1은 통사적으로 비전형

적인 조동사에 속한다. 송대에 이르러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会’가 会가능2

로 발전하였다. 会가능2는 가능성의 정도가 会가능1만큼 높지 않고, 통사적으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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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조동사에 해당한다. 会가능1과 会가능2는 의미가 유사하고 통사적 위치 또한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류되었고, 이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나타내

는 전형적인 조동사 会가능이 생성되었다. 会가능 중에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특정적

인 용법은 실질적으로 예측의미를 나타내며, 이러한 용법은 会가능의 무표적 용법

이다. 따라서 예측의미를 나타내는 ‘会’는 미래문법형태로 볼 수 있다. 민국 시기

부터 특정한 화용 환경에서(화자가 자신이 가진 지식에 근거하여 미래에 발생할 

사태를 확정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 会가능의 의미 중심이 가능의미에서 시간

성으로 변화한다. 또 한편 会가능은 주어가 1인칭인 문장에서 의도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새로운 용법은 ‘会’가 ‘가능’의 의미 제약에서 벗어나 기타 

미래용법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3장 2절은 현대중국어에서의 会미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의미⋅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会미래는 예측류, 확정류, 의도류 미래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시간

성도 나타낼 수 있다. 그 가운데 예측류 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약 85%), 이

는 ‘会’가 그 기원인 会가능의 의미 제약을 아직까지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보

여준다. 会미래는 시간성과 의도의미를 나타내는 용법도 출현하였으나 해당 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제약이 많다. 통사 분포를 보면, 会미래는 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절의 술어부분, 서술성 용언과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부

분에 빈번하게 출현한다. 그 밖의 문장성분으로 쓰이는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

한다. 会미래가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 ‘ ’과 공기하는 용례는 비교적 자주 보이지

만 이들 둘의 결합이 会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이상의 의미적, 

통사적 분포 양상을 종합해보면, 会미래는 점차 会가능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기

는 하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要미래에 비해 그 문법화 정도

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4장은 현대중국어에서 要미래와 会미래가 시간성용법,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에 쓰일 때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要미래와 会미래는 모두 시간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단순한 시간성만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여

전히 ‘추측’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자가 시간성 용법을 갖게 

되는 과정에 기인한다. 현대중국어에서 ‘要’와 ‘会’의 시간성 표시 용법은 각각이 

수행하는 여러 역할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둘 

모두 미래문법형태로 점차 한층 더 발전해가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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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미래와 会미래의 가장 주요한 미래 용법은 모두 예측류 용법이다. 그러나 둘 사

이에는 다음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ㄱ) 要미래가 시간성에 의미 중점을 두는 반면, 

会미래는 가능성에 의미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의미 차이로 인해 要미래는 즉시미래와 

과장적인 예측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会미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ㄴ) 기타 의미

의 영향으로 인해 要미래는 부정형식과 정반의문문형식이 없고, 유생물 제3자의 자

주적인 행위에 대한 예측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要미래는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를 

배제할 수 있는 공기성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사건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 会미래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ㄷ) 기원의 영향

으로 인해, 要미래는 비동작성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반면, 会미래는 

비동작성 동사나 형용사와의 공기가 가능하다. 종합하면, 会미래는 예측류 미래를 

표현하는 주력이고, 要미래는 그에 비해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확정류 미래는 본래 要미래나 会미래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확정류 미래에 사용되는 要미래와 会미래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要미래의 주요 기능은 시간부사 

‘就, 正’ 혹은 문미조사 ‘了’와 함께 사용하여 이미 확정된 미래 사건이 참조시간 

이후에 곧바로 발생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와 달리, 会미래의 주요 기능은 

미래 사건의 실현이 화자 자신과 무관하고 이미 결정된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처럼 사건과 자신이 무관함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화용 기능을 실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령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나 책임을 회

피하거나 변통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要미래와 会미래는 해당 문장 내에 사

건 시간을 미래로 확정하는 성분이 결여된 경우에만 상술한 주요 기능과 더불어 

미래를 나타내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확정류 미래에서도 要미래는 긍

정형식으로만 사용하며 会미래는 긍정과 부정형식을 모두 사용한다. 종합하면, 확정

류 미래에서 要미래의 주요 기능은 의미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会미래의 주요 

기능은 화용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도류 미래를 살펴보면, 要미래는 통시적으로 要의지의 의도 용법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현대중국어에서도 의도의미를 지니는 要의지의 용례가 다수 존재한다. 会미래

는 주어가 1인칭인 문장, 특히 문장이 보장⋅위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의도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용법은 엄격한 통사적, 의미적 제약으로 인해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要미래와 상보적인 분포를 이룬다. 다시 말해,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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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의도류 미래는 강력한 의지의미를 지니는 반면, ‘会’를 사용하는 의도

류 미래는 그렇지 않다. 또한, 要미래는 부정형식이 없고 会미래는 있다.

이상 2∼4장의 고찰과 분석을 근거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ㄱ) ‘要’에 대하여 Bybee 등(1994)에서 제기한 [의지 > 의도 > 예측]의 변천경로 

가설은 타당하다. ‘의도’에서 ‘예측’으로의 발전 과정에는 화자가 청자 혹은 제3자

에 대해 언급하는 직접화법에 출현하고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성분과 공기하는 언

어환경이 존재한다. 또한 要미래의 기원으로 要의지 이외에 특정적인 要의무가 존재한

다. ‘会’에 대하여 Bybee 등(1994)이 제기한 [능력 > 근원적 가능성 > 의도 > 미래]

의 변천경로 가설에서 능력의미가 미래용법으로 발전하였다는 관점은 논의의 여

지가 있다. 또한, ‘가능성’에서 ‘미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도’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ㄴ) 중국어는 분석적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미래문법형태가 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要미래의 경우 예측류, 확정류, 의도류 미래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 

단순한 시간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준미래(futuroids)문법형태에 

귀속시킬 수 있다. 会미래의 경우에는 要미래에 비해 문법화 정도는 낮지만 예측류 

미래에서 우위를 차지고 있고 특정한 화용 환경과 통사⋅의미 환경에서 각각 시간

성과 의도의미를 나타내는 경향성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준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과도기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현대중국어에서 要미래와 会미래 모두 시간성을 나타낼 수 있고,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의미 중점, 의미 기

원, 기타 의미의 영향으로 인해 미래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보적 분포를 이루

고 있다. 

주요어:  조동사 ‘要’, 조동사 ‘ ’,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 미래문법형태, 통시적 고

찰, 공시적 고찰, 언어유형론

학  번:  2010-3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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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일반적으로 담화에서 어떤 사태(situation)를 표현하려면 시간과 공간상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시간(time)1)은 참조시간2)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본질적으로, 미래는 과거와 현재보다 훨씬 복잡하다. 과거에 발생했거나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사태는 명확한 시점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는 객관

적이고 현실적이며 단순한 시간 범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사

태는 주관성과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이며 이를 

단순한 시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미래시간지칭

(future time reference)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시제(tense) 범주로 귀속되어 강

제성과 형태적 교착성(morphological boundness)을 지닌 표현만을 연구대상으로 간

주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언어에서 미래시간을 지칭하는 표현(미래시간표현, 

future time expression)들은 형태적인 것이 아니고, 동시에 양태의미 등 비시간성 의

미도 가지고 있다. 만약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많은 언어에서 미래시제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와 같이 형태 변화가 풍부하지 않은 분석적 언어

가 특히 그렇다. 그러나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것은 언어 사용자들이 소통할 때의 

현실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언어유형론에 기반을 둔 연구들은 시제를 기능적ㆍ의

미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형태적, 비형태적 ‘미래시간표현’을 모두 이러한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중국어의 경우,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욱 실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Bybee 등(1994:243)에 따르면, 그들의 연구에 사용된 76종의 언어 중에서 ‘미래

시간표현’이 존재하는 언어는 70종에 이른다. 그 중에서 49종의 언어는 두 가지 또

는 그 이상의 ‘미래시간표현’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어도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언

 1) Fleischman(1982:8)은 ‘시간’을 ‘기본적인 경험 실체(a fundamentally experiential entity)’로 간
주하며 하나의 ‘심리구성(a mental construct)’이라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발화시간을 참조시간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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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서, 부사 ‘ ’ + V/VP, 조동사 ‘要/会’ + V/VP, 미래 시간사3) + V/VP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어 연구에서 ‘미래시간표현’에 대한 연구

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중국어 본체연구에서 ‘미래’를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고 

‘미래시간표현’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연구 성과가 매우 드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범위나 깊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4) 또한, 중국어 학습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문법은 대부분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많은 중국어 교재에서 중국

어의 ‘미래시간표현’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각각의 표현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

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어의 ‘미래시간표현’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중국어

의 모든 ‘미래시간표현’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빈도

가 높고 양태 조동사의 통사기능이 유사한 ‘要’와 ‘ ’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 ‘要’와 ‘ ’는 모두 미래 사태에 대해 예측하거나 진술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예문 (1~2)를 살펴보자.

 (1) a. 明天要下雨。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b. 明天会下雨。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내일 비가 내릴 수 있다.) 

 (2) a. 看日历，今年中秋要放5天。
달력을 보니, 올 추석은 5일 동안 쉬겠네.

b. 看日历，今年中秋会放5天。
달력을 보니, 올 추석은 5일 동안 쉬겠네.

예문 (1)은 내일 날씨에 대한 예측이며 예문 (2)는 올해 추석 휴일에 대한 진술

이다. 이 두 예문에서 ‘要’와 ‘ ’는 상호 교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

이 존재한다. 예문 (1) a, b는 모두 예측을 나타내지만 b문장의 경우 ‘ ’가 강한 가

능의미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a문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반면, 예문 

(2)는 이미 확정된 휴일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 ’의 가능의미가 부각되지 못하

여 의미적으로 a문장과 b문장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미래 시간사는 시간명사와 ‘马上’, ‘立刻’ 등과 같은 시간부사를 포함한다.

 4) 구체적인 내용은 1.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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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 시간을 지칭할 때 ‘要’를 사용할 수도 있고 ‘ ’를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즉, 양자의 교체 사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령, 예문 (1~2)를 부정형식으로 바꾼다면 각각의 a문장은 

모두 비문이 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 a. *明天不要下雨。
b. 明天不会下雨。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내일 비가 내릴 수 있다.)

 (4) a. *看日历，今年中秋不要放5天。
b. 看日历，今年中秋不会放5天。

달력을 보니, 올 추석은 5일 동안 쉬겠네.

아래의 예문도 ‘要’와 ‘ ’가 서로 교체할 수 없는 경우이다.

 (5) a. 火车要 了，快上车吧。
기차가 곧 출발하니. 어서 올라타.

b. *火车会 了，快上车吧。 
 (6) a. 火车快要 的时候，她才来。

기차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그녀가 왔다.

b. *火车快会 的时候，她才来。
 (7) a. *过了这条街，你要看见一座高高的红楼。

b. 过了这条街，你会看见一座高高的红楼。
이 길을 건너면 당신은 빨간색 높은 건물을 보게 될 것이다.

 (8) a. *我猜两年后这里要是一片新面貌。
b. 我猜两年后这里会是一片新面貌。

2년 후에 이곳은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a. 明天她要来学校。
내일 그녀는 학교에 오려고 한다.

b. 明天她会来学校。
내일 그녀는 학교에 올 것이다.(내일 그녀는 학교에 올 수 있다.)

(10) a. 这些新引进的技术要促进当地生产力的大幅提高。
새로 도입된 이 기술은 현지 생산력의 대폭적인 증가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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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这些新引进的技术会促进当地生产力的大幅提高。
새로 도입된 이 기술은 현지 생산력의 대폭적인 증가를 촉진할 것이다.

예문 (5~6)은 ‘要’만 사용할 수 있고, 예문 (7~8)은 ‘ ’만 사용할 수 있다. 예문 

(9~10)은 ‘要’가 사용된 경우와 ‘ ’가 사용된 경우 모두 문법적으로 성립 가능 하

지만 (9a)는 의지의미, (10a)는 의무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는 (9~10)의 b문장과는 의미 차이가 있다.

이상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要’와 ‘ ’는 모두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고는 이 둘의 미

래시제(넓은 의미의 미래시제)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시적 특징의 형성은 통시적 변천과정과 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

서 본고는 우선적으로 ‘要’와 ‘ ’ 각각의 역사적인 기원과 변천과정을 거슬러 올

라가 그 근원을 탐구하고, 이어서 현대중국어에서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처럼 통시적 고찰과 공시적 고찰을 상호 결합한 비교 연구를 기반으로 현대중국

어에서 나타나는 ‘要’와 ‘ ’의 분포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며, 

‘미래시간표현’으로서의 ‘要’와 ‘ ’의 문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또한, ‘要’와 ‘ ’의 의미와 기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본고는 언어 

보편성을 잘 드러내는 유형론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이에 ‘要’와 

‘ ’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범주에 관한 연구 성과를 소개, 정리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언어유형론

에서의 ‘미래’에 대한 정의를 연구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뒤에 ‘要’와 ‘ ’

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통해 언어유형론에서 이미 언급된 관련 가설들을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어 ‘미래시간표현’에 대한 연구와 기타 언어의 해당 연구 

간의 관련성을 구축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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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검토

우선, ‘미래’ 범주에 대한 언어유형론 선행연구5)와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 ‘要’

와 ‘ ’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2.1 ‘미래’ 범주에 한 연구

1.2.1.1 ‘미래’ 범주의 연구 상

서구 언어학계의 미래범주에 관한 연구 성과는 비교적 풍부하다. 그 이유는 인

도유럽어족은 시제로 시간을 지칭하며 시제는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지칭과 

관련해 시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6) 그러나 어떠한 형식이 미래범주에 속하

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좁은 의미에서 시제를 정의한 연구는 대부분 강제성과 형태적 교착성이 있는 

‘미래시간표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통문법에서는 시제를 ‘문법화된 시

간 위치를 정하는 표현’(Comrie1985)7)으로 정의했는데, 그에 의하면 굴절형태소

(inflectional morpheme)는 원형적인 시제 표지를 의미한다. 이탈리어, 불어, 스페인

어, 포르투갈어의 로망스어군(Romance)에서 나타난 굴절적인 미래형식이 이에 해

당한다. Quirk 등(1972), Biber(2000)8) 등은 굴절형태소만을 미래시제표지로 간주하

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에서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표현은 우언적인(periphrastic) 

경우가 많다. 영어에서 사용하는 ‘be going to’ 구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부 언

어는 굴절적인 ‘미래시간표현’과 우언적인 ‘미래시간표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 불어가 그러한 언어에 속한다.9) 한편, ‘미래시간표현’은 미래 사태를 진술할 때 

 5) ‘미래범주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 내용은 염죽균(2015)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6) Boogaat & Jassen(2007:803)에 따르면, 시제 형식이 소재하는 문장이 묘사하는 사태
(situation)는 평가 가능한 사태(evaluative situation)와 관련된다. 평가 가능한 사태는 통상적
으로 발화시 사태(speech situation)를 가리킨다. 

 7) Bergs(2010:232)에서 재인용.

 8) 尙新(2004:10)에서 재인용.

 9) Dahl(2000b:315)에 따르면, Schlyter & Sandberg(1994)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지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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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Dahl(2000b:325-326)에 

따르면, 북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에서 미래표지는 강제성을 지

니고 있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10) 박진호(2011:297)는 만일 ‘필요성(강제성)’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면 세계 어느 언어에도 미래시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Ultan(1978:87), Boogaat & Jassen(2007:804), Hilpert(2008:17), Bergs(2010:232) 등 

인지문법과 언어유형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시제 정의

를 채택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시제의 형식은 굴절형태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화사(particle), 조동사 등을 포함한다. 형식적 측면에서 각기 다른 범주들이 개

념상(notional), 기능상(functional)의 공통점으로 인해 하나의 언어학 체제를 구성했

다고 볼 수 있다.11) 이러한 연구에서는 굴절형태소가 아닌 ‘미래시간표현’도 미래

시제표지로 불린다. 또 다른 연구는 시제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든 개

념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Bybee와 Dahl(Bybee 등 1994, Dahl 2000) 

등은 시간지칭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시제범주와 상범주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

지 않고, 문법형태(gram)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였다.12)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개별 

언어의 문법에 존재하는 문법형태는 범언어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유형으로 귀납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문법형태 유형(gram type)을 만들 수 

있다. 가령, ‘과거(past)’, ‘미래(future)’, ‘완정(perfective)’, ‘비완정(imperfective)’ 등이 

이러한 문법형태 유형에 속한다. 각 언어에서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다양한 문법

있다. 즉, 불어에서 굴절적인 미래시제는 정식적이고 서면적인 표현에 많이 사용되며 주
로 ‘예측+3인칭+원거리적 미래’와 결합한다. 반면에 ‘가다’가 기원인 aller구조는 구어에 
많이 사용되며 주로 ‘의도+1인칭+즉시미래’와 결합한다. 

10) 이 지역은 적어도 Finno-Ugrian과 영어를 제외한 게르만어(Germanic)를 포함한다. 

Dahl(2000b:325-326)는 이 지역을 ‘futureless area’라고 지칭하고 있다.

11) Boogaat & Jassen(2007:804) 참조.

12) Bybee 등(1994:2)에 따르면, 문법형태는 동사와 관련된 문법적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를 가리킨다. 문법적 형태소는 명사, 동사 등 크고 개방적인 품사와는 달리 폐
쇄적 유형의 요소들로, 그에 속하는 성분들은 출현 위치, 공기 제약, 다른 요소들과의 상
호 작용 등 특수한 문법적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형식적으로 보면, 문법적 형태소는 접사
(affix), 어간 변화(stem change), 중첩(reduplication), 조동사(auxiliary), 불변화사(particle) 혹
은 영어의 ‘be going to’와 같은 복합 구조로 나타난다. 해당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
해 ‘문법적 형태소’를 ‘문법형태’라고 약칭하였다. 문법형태에 대한 Dahl(2000b:7, 23)의 정
의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형태소’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문법형태(gram)’를 ‘문법적 형태소’의 약칭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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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미래문법형태’라고 불리며, 모든 ‘미래문법형태’는 ‘미래문법형태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넓은 의미의 시제 정의를 채택하는 방법과 ‘문법형태’

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미래시간표현’을 ‘미래시제표지’

로 부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시제 정의와 혼동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내부 관

계가 복잡한 TAM(TENSE-ASPECT-MODALITY, 시제-상-양태) 가운데 미래가 과연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을 채택하는 관점에 동의하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아래에

서는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언어 요소를 ‘미래시제표지(future tense marker)’가 아

닌 ‘미래문법형태(future gram)’로 명명한다.

한편, 미래문법형태는 때로 양태 의미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몇몇 

표현을 양태 범주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일부 연구에서는 영어의 ‘will’을 양태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13) ‘미래’ 개념의 본질적 특징은 불확정성과 주관성이고, 상

당수의 미래문법형태가 양태사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미래문법형태

가 양태 의미를 동반한다는 점은 매우 필연적이다.14) Hilpert(2008:4)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법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기능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문법화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문법구조의 다기능성은 통시적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본고 역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며, ‘미래시간표현’이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미래문법형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서, 미래문법형태는 의미ㆍ기능상의 이원성, 즉 시간성과 비시간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래문법형태가 가지고 있는 비시간성은 양태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Ultan(1978:102-106)에 따르면, 미래문법형태의 비시간성 기능은 양태 의미, 예컨대 

가능성, 가설된 상황 또는 결과 외에도 습관상, 시작상, 목적-지향 기능(목적, 결과, 

성과)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미래문법형태의 비시간성 기능이 일부

는 어휘의 기원과 관련되며, 일부는 문법화 결과이고, 일부는 시간성 기능과 인지

적 개념의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하면, 미래범주에 대한 연구 대상은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좁은 의미의 시

제 개념을 사용하는지,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의

13) Joos(1968:159), Palmer(1991:160-161), Huddleston & Pullum 등(2002:209) 참조.

14) Bybee 등(1994:280)에서는 미래는 덜 시간적인 범주이면서 중요한 시간적 함축을 지닌, 행
위자 지향적이고 인식적인 양태에 더 가까운 범주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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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미래문법형태가 시간성과 비시간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을 채택하고 

미래문법형태가 의미ㆍ기능적으로 시간성과 비시간성의 이원성을 가질 수 있음에

도 동의한다.

1.2.1.2 ‘미래’ 범주의 세부 분류

미래범주를 어떻게 세분할 것인지는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우선, 의미ㆍ기능적 측면에서 Fleischman(1982:20)은 미래 사건을 불확정 사건

(contingent event)과 확정 사건(assumed event)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건이고, 후자는 확실히 발생하는 사건을 나타낸다. 

Dahl(2000b:310-313)은 이 분류를 한층 더 세분화시켜 의도류(intention), 예측류

(prediction), 확정류(scheduling), 그리고 계획류(preparation)로 나누었다. 다음에서 위

의 네 가지 용례를 살펴보자.15)

(11) ‘[I know SOMETHING interesting is sure to happen,’ she said to herself, 

‘whenever I eat or drink anything;] so I'll just see what this bottle does.’

[의도류 미래]

‘[흥미로운 무언가가 곧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

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뭔가를 먹거나 마실 때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이 병이 하는 일을 지켜볼 거야.’

(12) There was nothing else to do, so Alice soon began talking again. ‘Dinah'll 

miss me very much to-night......’(Dinah was the cat.) [예측류 미래]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곧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Dinah는 

밤새 나를 그리워 할 거야......’ (Dinah는 고양이였다.)

(13) [According to the timetable] the train leaves at noon. [확정류 미래]

[시간표에 따르면] 열차는 정오에 출발한다.

(14) (在旅行社遇到一个朋友，“我”得出结论他正计划去哪儿旅行) ‘Where are 

you going?’ [계획류 미래]

(여행사에서 친구를 만났다, ‘나’는 그가 어딘가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넌 어디 갈 거야?’

15) 예문 (11~14)는 Dahl(2000b：310-3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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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용례에서 의도류 미래는 우리의 통제 범위에 있거나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됨을 믿는 것이며, 전형적인 상황에서 사람 주어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측류 미래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사람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거나 적어도 발화자가 

통제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어떤 언어에서 예측류 미래가 현저성, 강제성 표

지인지의 여부는 해당 언어에서 미래시간지칭이 문법화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주

요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확정류 미래는 곧 발생할 사건을 이미 안배

했음을 가리킨다. 예문 (13)에서 보듯이, 영어는 현재시제를 사용해 확정류 미래를 

나타낸다. 사실상, 미래시간지칭의 문법화가 고도로 진행된 언어에서도 확정류 미

래가 채택한 표현 방식은 매우 특별하다. 계획류 미래는 곧 발생할 사건이 실행될 

계획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계획(planning)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사실

상, ‘사건이 실행될 계획에 있다’는 것은 ‘주어가 이를 실행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획류 미래와 의도류 미래는 실제로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유형을 의도류 미래로 통합하여 다루기로 한다. 

한편, 사건시간과 참조시간의 거리에 근거해 미래를 가까운 미래(near future)와 

먼 미래(remote future)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Bybee 등(1994:244-247)에 따르면, 그

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먼 미래의 문법형태가 발견된 경우는 단지 하나에 불과하

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먼 미래와 달리 먼 과거는 자주 출현한

다. 본고는 먼 미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본질은 비실재적이며, 사건시간과 참조시간의 거리가 멀수록 사

건의 불확정성은 높아지고 시간위치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과거 사건

은 이미 발생했고 실재성을 지니고 있어서 사건시간이 참조시간과 멀어도 시간위

치를 쉽게 정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즉시미래(immediate 

future)16)만 특별한 표지가 있다. Bybee 등(1994)에 따르면, 그들이 사용한 데이터베

이스에서 총 39개의 미래문법형태는 즉시미래 용법을 지니고 있으며, 즉시미래는 

단순미래(simple future)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래문법형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건시간과 참조시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미래는 즉시미래와 비즉시미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Bybee 등(1994:272-273)에 따르면, 즉시미래의 가장 주요한 

기원은 ‘오다’이고, 그 외에 ‘갈망’, ‘의무’, 시간부사도 기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즉

시미래는 주로 시간상의 특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묘사하기 어려

16) ‘즉시미래’는 즉각적으로 발생할 사건을 지칭하는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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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양태 의미 또는 상 의미와 관련되기도 한다. 

1.2.1.3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 정도

다양한 미래문법형태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통해, 문법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적, 통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떤 문법형태는 우언

적인 반면, 어떤 문법형태는 굴절적이다.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떤 

문법형태는 기원 의미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는 반면, 어떤 문법형태는 그보다 

한층 더 허화(虛化)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음성적, 음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

떤 문법형태는 본래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어떤 문법형태는 간소화된 형

식으로 표현된다. 미래문법형태 전체를 과거문법형태와 비교하면 전자의 문법화 

정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吳福祥(2005c:246)은 Dahl(1985)에서 언급한 64종 

언어의 시상범주 문법형태유형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굴절적 미래는 

57%, 우언적 미래는 43%를 차지하는 반면, 굴절적 과거와 우언적 과거는 각각 

88.2%와 11.8%를 차지하고 있다. Dahl(2000b:313)도 미래문법형태에서 문법화가 진

행되고 있는 경우는 많이 발견된 반면, 문법화가 완전히 진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

다고 하였다.

Dahl(2000a:14-15)는 문법화 정도에 따라 문법형태유형을 ‘핵심문법형태유

형’(core gram type)과 ‘주변문법형태유형’(peripheral gram type)으로 구분하였다. ‘핵

심문법형태유형’은 일반적으로 형태적인(주로 굴절적인) 표현 패턴을 가지고 있으

며, 핵심 용법은 강제성을 지닌다. 반면, ‘주변문법형태유형’은 주로 우언적 방식을 

통해 표현된다. 전자의 유형은 비완정(imperfective), 완정(perfective), 과거(past)와 

미래(future)가 있으며, 후자의 유형은 습관(habitual), 반복(iterative), 진행

(progressive), 결과(resultative), 완료(perfect), 준미래(futuroids)가 있다. Dahl은 미래문

법형태는 문법화 정도가 높으면 전자의 ‘미래(future)’로, 문법화 정도가 낮으면 후

자의 준미래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굴절형태의 변

화가 없는 중국어의 미래문법형태는 문법화 정도가 낮은 ‘준미래’에 속할 가능성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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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미래문범형태의 기원과 문법화과정

기존 연구에서 보이듯이, 하나의 언어에 여러 가지 미래문법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미래문법형태가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

시적 측면에서 여러 개의 미래문법형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통시적으로 기원

이 다른 어휘가 서로 다른 시기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결과이다. 이처럼 하나

의 언어에서 미래문법형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유형론 연구들을 살

펴보면 전 세계 언어에 있는 미래문법형태의 기원은 제한적이며, 그 기원의 형태 

역시 범언어적으로 높은 일관성을 보여준다. 

Bybee 등(1994:244, 251-253, 275-278)은 76개 언어를 조사해 미래문법형태를 기

원에 따라 1차적 미래(primary future)와 상적 미래(aspectual future)의 두 가지로 분

류하였다. 1차적 미래는 어휘에서 발전했으며, 상적 미래는 시제나 상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는 형식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 중에서 1차적 미래가 더욱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휘 기원은 주로 행위자 지향적 양태 어휘, 이동 동사, 시

간 부사의 세 가지이다. 행위자 지향적 양태 어휘는 갈망(desire), 의무(obligation), 

능력(ability) 등이 있다. 본고에서 고찰할 ‘要’는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를 지니고 있

으며, ‘ ’는 능력의미를 지니고 있어 모두 행위자 지향적 양태 어휘에 속한다. 

Palmer(2001:22)의 양태 체제에 따르면 능력, 갈망은 동적양태이며 의무는 당위양

태이다. 따라서 ‘要’는 동적양태와 당위양태 용법이 있고, ‘ ’는 동적양태 용법이 

있다.

이러한 기원이 어떻게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Bybee 등(1994:253-270)은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세웠다. 

(a) 갈망류: 갈망 > 의지 > 의도 > 예측

(b) 능력류: 능력 >
근원적 

가능성17)
> 의도 > 미래

(c) 의무류:
‘be’,‘become’, 

‘have’/소유
>

의무

숙명적 예정
> 의도 >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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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변천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에 의도의미를 나타내는 단계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Bybee 등(1994:244, 254)은 ‘예측’이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며 

이는 ‘의도’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발화자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

다가 점차 행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의도’는 점차 이러한 표

현이 가리키는 의미의 일부로 변화한다. 누군가 자기의 의도를 표현할 경우, 이는 

자기가 미래에 장차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의한다. 따라서 추론을 통해 

‘의도’에서 ‘예측’의 의미가 파생될 수 있으며, 이로써 행위자에 대한 예측으로 발

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要’와 ‘ ’에 대한 통시적 변천과정과 공시적 분포 양상을 고찰함으

로써 중국어의 ‘要’가 경로 (a)와 (c)를 경유하였는지, ‘ ’가 경로 (b)를 경유하였는

지에 대한 답을 찾고, 위의 변천 경로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1.2.1.5 국어에서의 ‘미래’ 범주 연구

중국어학계에서 미래범주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대부

분의 연구자들이 중국어에 상(相)만 존재하고 시제(좁은 의미의 시제)는 없다고 여

기는데, 일반적으로 ‘미래’는 시제(좁은 의미의 시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언어유형론의 영향으로 중국어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출현하고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石毓智⋅白解紅(2007), 白解紅⋅石毓智(2008), 張

萬禾⋅石毓智(2008), 陳前瑞(2008: 173-193), 王統尙(2009), 陳前瑞⋅王繼紅(2012) 등

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양의 연구, 

특히 Bybee 등(1991, 1994), Dahl(2000a, b)의 이론과 관점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응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견해도 제기하였다. 

중국어에서 미래에 관한 연구는 개별적인 미래문법형태에 관한 연구도 있고 미

래범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있다. 개별 연구 가운데 ‘要’, ‘ ’에 대한 연

구는 아래 1.2.2절과 1.2.3절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종합적 연구로는 董于雯(2005), 

王統尙(2009), 韓朝婷(2013)이 있다. 董于雯(2005)은 현대중국어에서 미래를 표현하

17) Bybee 등(1994:320)에 따르면, 근원적 가능성은 행위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내재적 조건(자신의 능력 조건)과 외재적 조건(사회 조건)이 모두 그/그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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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법, 어휘, 화용 요소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王統尙(2009)은 언어유형론 연구

를 참고하여 고대중국어부터 현대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총 12개의 미래문법형태를 

고찰하였다. 韓朝婷(2013)의 연구대상은 언어유형론 연구에 제기하는 미래문법형

태와 기타 미래를 나타내는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들의 연구대상은 각각 아래 

<표 1.1>, <표 1.2>,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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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현대중국어에서 미래를 표현하는 다양한 요소(董于雯, 2005)

문법

요소

표지가 없는 문장(명령문, 일반서술문)

동사의 중첩

동사 ‘去’

동사 ‘來’

복합사건문에 있는 ‘동사+了₁+후속절’, ‘동사+了+방향보어’ 

晉방언에 있는 시간조사 ‘得’

어휘

요소

시간명사

시간구조(예, ‘自從~以來’)

시간부사

화용

요소

문맥요소

화용주체

문체

<표 1.2> 중국어의 미래시제표지(王統尙, 2009)

양태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표지

미래시제표지 ‘欲’ 

미래시제표지 ‘當’ 

미래시제표지 ‘要’ 

준미래시제표지 ‘ ’ 

먼 방향을 표현하는 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표지

미래시제표지 ‘ ’ 

준미래시제표지 ‘行’ 

가까운 방향을 표현하는 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표지

미래시제표지 ‘垂’ 

미래시제표지 ‘待’ 

준미래시제표지 ‘來’ 

기타 기원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표지

미래시제표지 ‘其’ 

미래시제표지 ‘且’ 

미래시제표지 ‘方’ 



제 1 장  서 론

- 15 -

<표 1.3> 현대중국어의 미래시제표지(韩朝婷, 2013)

미래시제

표지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표지

欲, 要,

快要~了, 就要~了

‘來’류 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표지

來+VP

VP+來

‘去’류 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표지

去+VP

VP+去

去+VP+去

기타 

미래시제 

요소

‘拿’류 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표지

‘回’류 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표지
回頭

동사의 중첩형식

표지가 없는 문장

快~了, 就~了

종합해 보면, 이들 연구는 비교적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각각의 개별 

요소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실제로 어휘, 문법, 

화용 요소를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본고는 현 

단계에서 우선 연구범위를 문법 요소에 속하는 미래문법형태로 제한하는 것이 적

합할 것으로 판단한다.

1.2.2 조동사 ‘要’에 한 선행연구

현대중국어 조동사 ‘要’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의미항에 대한 분류를 했으

며,18) 이후, ‘要’의 의미항 분류를 토대로 통사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19) 

아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要’의 의미항 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18) 趙元任(1968[1996]):613, 呂叔湘(1980[2002]):592-593, 劉月華(2001:175-177, 231-232) 참조. 

 19) 鄭天剛(2002a:115-116), 魯曉琨(2004:175-178) 참조.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 16 -

<표 1.4> 초기 연구에서 조동사 ‘要’의 의미항 

趙元任

(1968[1996])

呂叔湘

(1980[2002])

劉月華 등

(2001)
鄭天剛(2002a) 魯曉琨(2004)

~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

의지적 접근 주어의 의지

반드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도의적(情理) 

접근

도의적, 

현실적 요구 

또는 

발화자의 

요구

곧 ~할 

것이다

곧 ~할 것이다 곧 ~할 것이다20) 추정하다: 

경험상의 

접근/예측적 

접근하다

(일부는 ‘곧 

~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다가옴을 

나타냄

가능을 나타냄 가능을 나타냄

어떤 상황이 

나타날 

필연성을 

추측(‘짐작하

다’ 포함)

비교문에 

사용

짐작하다(비교

문에 사용)

짐작하다(비교문

에 사용)

짐작하다(수치

에 접근하다)

위의 <표 1.4>에서 보듯이, 선행연구에서 ‘要’의 의미항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21) (a)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b) ‘~해야 한다’, (c) ‘짐작하

다’22)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23)

 20) 劉月華 등(2001:177)은 ‘곧 ~할 것이다’를 표현하는 ‘要’를 부사로 귀속시켰다.

 21) 魯曉琨(2004:178)은 ‘짐작하다’를 표현하는 용법을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필연성을 추측
한다’에 귀속시켰지만, 본고는 다른 4개의 연구의 관점을 동의하며 ‘짐작하다’를 독립적
인 의미항으로 간주한다. 

 22) 대부분 연구는 ‘要’가 ‘짐작하다’를 표현하는 용법이 비교문에 사용하는 경우만 언급한 
것과 달리, 鄭天剛(2002a:130-135)은 비교문이 아닌 문장에서 사용하는 ‘짐작하다’를 표
현하는 용법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明天能来的至 要有30人。(내
일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30여 명이 있다.)”(鄭天剛(2002a:131)에서 재인용.)

23) 예문 (15~17)은 ≪現代漢語詞典≫(제6판:15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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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他要学游泳。
그는 수영을 배우고 싶다.(그는 수영을 배우려고 한다.)

(16) 路很滑，大家要 心！
길이 매우 미끄러우니, 모두들 조심해야 한다!

(17) 夏天屋子里太热，树荫底下要凉快得多。
여름에 집 안은 너무 덥고, 나무 그늘 아래는 훨씬 시원할 것이다.

다음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예문을 살펴보자.

(18) 要下雨了。
비가 내릴 것이다.

(19) 看样子要下雨。
비가 내릴 것처럼 보인다. 

(20) 你这样不听劝告，总有一天是要吃苦头的。
네가 이렇게 충고를 듣지 않으면, 언젠가는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趙元任(1968[1996])은 예문 (18), (19)의 용법을 ‘곧 ~할 것이다’라고 해석했으며, 

예문 (20)의 용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24) 呂叔湘(1980[2002])은 예문 (18)의 

용법을 ‘곧 ~할 것이다’로 해석했으며, 예문 (19), (20)의 용법에 관해서는 ‘가능을 

나타냄’으로 설명하였다.25) 劉月華 등(2001:175-177, 231-232)의 관점은 呂叔湘

(1980[2002])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반면, ‘곧 ~할 것이다’라는 의미는 부사 용법에 

포함시켰다. 그 밖에 鄭天剛(2002a:115-116)의 분류에서 예문 (18~20)의 용법을 모

두 ‘추정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으며,26) 魯曉琨(2004:175-178)은 (18), (19)에서는 ‘어

떤 상황이 다가온 것을 나타냄’으로, (20)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필연성을 

추측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趙元任(1968[1996])과 呂叔湘(1980[2002])이 제시한 ‘곧 ~할 것이다’라는 

24) 趙元任(1968[1996]):613 참조.

25) 呂叔湘(1980[2002]):592-593 참조.

26) 鄭天剛(2002a:115-116)은 추정을 하는 근거의 종류에 따라, ‘추정’을 ‘경험에서 접근하다’

와 ‘예측적으로 접근하다’로 나누었다. 필자는 어떤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
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예문 ‘要下雨了’가 발화자가 하늘에 있는 검은 구름을 보고 
나서 경험에 근거해 하는 추정일 수도 있고, 일기예보에 근거한 예측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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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은 그 의미가 지향하는 범주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의 ‘곧 ~할 것이다’는 

‘要’의 의미자질에 근거해 정의를 내린 것으로 ‘최근미래( 近 來)’를 뜻하지만, 

후자의 ‘곧 ~할 것이다’는 ‘要~了’구조에서 ‘要’의 의미로 한정되며, 의미자질(‘최

근미래’)과 통사적 특징(문미에 ‘了’가 함께 나올 경우)을 종합해 지칭한 것이다. 

魯曉琨(2004)의 ‘어떤 상황이 다가온 것을 나타냄’이라는 용법은 趙元任

(1968[1996])의 ‘곧 ~할 것이다’ 용법과 유사한 개념이며 모두 최근미래를 뜻한다. 

鄭天剛(2002a)은 ‘예측적 접근’이라는 의미항의 하위분류로 ‘곧 ~할 것이다’ 용법

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용법은 가능성과 관련이 없고, 추정 의미로

도 쓰이지 않는다. 이는 ‘예측된 정보를 알리거나 추측한 결과를 동작의 대상으로 

삼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27)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28)

(21) 同学们，明天咱们要有一次 测验。
동학 여러분, 내일 우리는 한 차례의 간단한 테스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22) 我知道明天要下雨。
나는 내일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3) 我相信电脑要落价。
나는 컴퓨터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믿는다.

예문 (21)에서 ‘有一次 测验’은 이미 확정된 미래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확정류 

미래에 속한다. 예문 (22)에서 ‘明天要下雨’는 동사 ‘知道’의 목적어 성분이다. 郭昭

軍(2004:44)에 따르면, ‘知道’는 서술성 용언(factive predicate)에 속하며, 이러한 용

언을 사용할 때, 발화자는 일반적으로 그 용언의 목적어 부분이 표현하는 명제를 

참인 명제로 미리 설정한다. 따라서 발화자 입장에서 ‘明天要下雨’는 추측에 의한 

정보가 아니라 미리 알고 있는 정보에 속한다. 鄭天剛(2002a)에는 ‘추측한 결과를 

동작의 대상으로 삼다’라는 정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본고는 예문 (23)

이 이 용법에 귀속된다고 여기고 있다. 郭昭軍(2004:44-45)에 따르면, 서술성 용언

의 상대적 개념인 비서술성 용언은 단언적 용언(assertive predicate)을 하위분류로 

포함하고 있다. 단언적 용언은 강력한 단언적 용언과 약한 단언적 용언으로 나뉘

며, 전자는 발화자의 명제의 진실성에 대해 확신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후자는 발

27) 鄭天剛(2002a:115) 참조.

28) 예문 (21~23)은 鄭天剛(2002a:1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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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명제의 진실성에 대해 비확신적 태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강력한 단언

적 용언은 ‘主張’ 등이 있고 약한 단언적 용언에는 ‘猜’ 등이 있다. 예문 (23)에서, 

주절의 동사 ‘相信’은 강력한 단언적 용언으로 목적어 부분 ‘电脑要落价’는 발화자 

‘我’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발화한 것이다. 鄭天剛(2002a)에서 예문 (21~23)의 ‘要’

가 단순히 ‘곧 ~할 것이다’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예문들이 표

현하는 것이 이미 확정된 미래의 스케줄이거나 발화자가 사전에 알게 된 확정한 

정보 혹은 발화자가 확신하고 있는 단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鄭天剛(2002a)에서 

제시한 ‘곧 ~할 것이다’의 용법은 趙元任(1968[1996])과 呂叔湘(1980[2002])에서 제

기한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4>에 따르면, 呂叔湘(1980[2002])과 劉月華 등(2001)의 분류에는 모두 ‘가

능을 표현한다’라는 의미항이 있다. 鄭天剛(2002a:115-116)의 분류에는 ‘추정하다’

의 의미항이 있고, 魯曉琨(2004:175-178)의 분류에는 ‘어떤 상황이 나타날 필연성이 

있음을 추측한다’라는 의미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항은 조동사 ‘要’가 ‘가능성

을 추측하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존재한다. 이들의 의미항과 앞서 제시한 ‘곧 ~할 것이다’라는 

의미항과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곧 ~할 것이다’라

는 의미항에 대한 정의는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문 (18~20)과 같은 용법은 어

떤 관점에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근거로 분류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양태이론이 중국어 연구에서 도입된 이래, 양태적 측면에서 조동사 ‘要’를 분석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郭昭軍(2003)29), 彭利貞

(2005:80-83), 劉卓(2006), 張萬禾(2007:19-25), 郭昭軍⋅尹美子(2008), 倪菊華(2008), 

김혜경(2012), 孫姝(2013), 박성하(2015)의 논의가 있다. 양태이론에 따라 예문 

(15~17)의 ‘要’를 분류해 보면, 각각 동적양태(dynamic modality), 당위양태(deontic 

modality),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에서 속하며 가능을 표현하는 용법은 인식양

태에 속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동사 ‘要’가 세 가지 양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곧 ~할 것이다’의 의미 자체에 대한 

양태 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郭昭軍(2003), 郭昭軍⋅尹美子(2008:36)에

서는 이러한 용법을 인식양태에 귀속시켰으며, 예측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

29) 倪菊華(2008:1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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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彭利貞(2005:82)은 呂叔湘(1980[2002])에서 언급한 ‘곧 ~할 것이다’의 용법은 

주로 ‘미래 시간에서의 실현 필연성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자에게 미

래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용법은 ‘필연성’을 나

타내는 인식양태 용법에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彭利貞(2007, 

2008)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정해 ‘要’를 인식양태와 미래 시간의 복합적인 표지

라고 정정하였다.31) 倪菊華(2008:31-35)는 彭利貞(2007, 2008)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용법이 인식양태의미에서 포스트-양태(postmodal) 의미

인 미래의미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김혜경(2012:97,105) 역시 

‘要’의 인식양태 용법 중에서 예측을 표현하는 용법32)은 미래표지와 인식양태 표

지 모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要’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비실재(irrealis)는 시상범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양태범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박성하(2015:35-36, 177)는 단순한 ‘예측’을 표현하는 ‘要’와 ‘가능’을 나타내

는 ‘要’가 모두 인식양태의미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예측’을 나타내는 

‘要’와 ‘가능’을 나타내는 ‘要’는 모두 ‘곧 ~할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박성하(2015)도 ‘곧 ~할 것이다’로 해석하는 용법을 인식양태로 귀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33) 박성하(2015:177, 189)에서 단순히 ‘예측’을 나타내는 용법은 ‘양태의 

기능에서 막 벗어난 미래의미의 표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관점은 倪菊

華(2008), 김혜경(2012)의 관점과 유사하다.

양태범주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 외에도 ‘要’를 미래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다. 石毓智⋅白解紅(2007), 白解紅⋅石毓智(2008), 張萬禾⋅石毓智(2008), 

王統尙(2009) 등은 ‘要’를 ‘미래시제표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石毓智⋅白解紅(2007)은 Bybee 등(1994)과 Heine 등(2002)의 미래에 관한 유형론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어에서 미래시제표지로 사용되는 주요 어휘의 기원을 분석

하였고, 그 중에서 ‘要’는 ‘의도’에서 기원한 미래시제표지이다. 그러나 石毓智⋅白

解紅(2007)에서 제시한 예문은 모두 ‘要~了’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의미를 나타내

는 ‘要’의 통시적 변천과정과 현대중국어에서의 공시적 분포에 대한 자세한 분석

30) 郭昭軍(2003), 郭昭軍⋅尹美子(2008:36)는 조동사 ‘要’의 인식양태 용법은 또 다른 두 가지 
인식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상식(常識)를 표현하는 용법과 인식가능을 표
현하는 용법이다.

31) 倪菊華(2008:31)에서 재인용. 

32) 呂叔湘(1980[2002])에서 ‘곧 ~할 것이다’로 해석한 용법과 동일하다.

33) 최소한 그 중 일부가 이렇게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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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白解紅⋅石毓智(2008)는 영어와 중국어의 예문을 제

시해 미래시제표지가 2차 문법화과정을 통해 인식양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는데 현대중국어에서는 ‘要’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白解紅⋅石毓智(2008)

를 살펴보면 ‘要’의 인식양태를 제시했을 때, 필연성, 가능성, 가상성(虚拟性), 비교

문에 사용하는 주관적인 예측용법을 모두 언급하였다. 다만, 인식양태의 문법화 정

도가 모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양태용법이 모두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要’와 직접적으로 선후 발전 관계에 있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Bybee 

등(1994:240)과 van der Auwera & Plungian(1998:98)은 ‘의도(intention)’에서 기원한 

미래문법형태가 개연성(probability) 인식양태와 필연성(necessity) 인식양태로 발전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성하(2015:183)는 ‘要’가 인식양태에서 미래시제로 발전한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세 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張

萬禾⋅石毓智(2008)는 중국어의 미래시제표지‘要’를 분류했을 때, ‘예측’을 나타내

는 단순미래시제표지 ‘要’와 ‘의도’와 ‘예측’을 모두 나타내는 복합미래시제표지 

‘要’로 나눠 두 가지 용법의 문법적 제약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단순미래시제표지 

‘要’의 경우 주어, ‘要’ 뒤에 있는 술어/술어동사34), ‘要’ 앞에 있는 주절 동사35), 시

간부사/시간명사, 상표지‘了’의 출현 여부, 담화의 특징 등으로 나눠 문법적 제약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王統尙(2009)은 중국어의 다양한 미래시제표지에 관해 분석하

였고 그 중에서 미래시제표지 ‘要’의 공시적 분포에 관해서는 주로 張萬禾⋅石毓

智(2008)의 결과를 인용하고 발전시켰다.

‘要’를 시제표지로 보는 연구는 위에 언급한 미래범주에서 출발한 연구 이외에

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전개하였다. 다음에서 張濟卿(1998a, b), 魯曉琨(2004), 

李敏(2006)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張濟卿(1998a:20-22, 1998b:21)은 현대중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15가지의 시제와 상의 형식이 있으며 그 중에서 

미래와 관련되는 것은 일반미래시, 미래전망시( 来展望时), 미래진행시, 미래지속

시이다. ‘要’는 일반미래시와 미래전망시에서 문법표지의 역할을 충당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36)

34) 예를 들면, “他的眼泪要流下来了(그의 눈물이 곧 흘러내릴 것 같다)”의 ‘流下来’가 이러한 
술어동사에 해당한다.

35) 예를 들면, “我感觉今晚要出事(내 느낌엔 오늘 저녁에 일이 터질 것 같다)”의 ‘感觉’가 주
절 동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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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明天他要去北京。
내일 그는 북경에 갈 것이다.

(25) 我看明天要下雨。
내가 보기에 내일 비가 올 것이다.

(26) 大概快要下雨了。
아마도 곧 비가 내릴 것이다.

張濟卿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 (24), (25)는 일반미래시이며, 여기서 ‘要’는 시제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양태의미도 어느 정도에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문 (24)의 

‘要’는 자주적인 행위에 사용되어 의지의 어기를 나타내고, 예문 (25)의 ‘要’는 비

자주적인 행위에 쓰이며 긍정적 판단의 어기를 나타내는 동시에 사태의 필연적인 

추세를 강조한다. 이와 달리, 예문 (26)은 미래전망시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要

+V+了₂’에서 쓰인다. 여기서 ‘要’는 시제의미를 나타내고 ‘了’는 시점의 역할을 하

며 현재의 상황에서 출발하여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魯曉琨(2004:173-175)의 견해에 따르면, [미래 시간사 + 要 + VP] 구조에 출현하

고, VP가 나타내는 행위가 행위자의 통제 가능한 행위라면, 그 문장에서 ‘要’는 미

래시제표지로 문법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두 예문이 이에 속한

다.37) 

(27) “我复习功课。”韩丽婷说：“明天晚上我们德语补习班要 试。”

“나 복습할 거야.” 韓麗婷은 “내일 저녁에 우리들은 독일어 학원에서 시

험을 볼 거야”라고 말했다.

(28) 明年，我要去外地工作，不得不离 家。
내년에 나는 타지에 일하러 갈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떠나야 돼.

倪菊華(2008:31-35) 역시 魯曉琨(2004)이 ‘要’의 미래시제표지 기능이 존재한다는 

관점에 동의하고 있다. 위의 (27), (28)에서 서술한 사실, 즉 이미 확정되었거나 결

정된 사실에 대해서 발화자는 명제 또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 추론이나 평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식양태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36) 예문 (24~25)는 張濟卿(1998a:22)에서 재인용. 예문 (26)은 張濟卿(1998b:21)에서 재인용. 

37) 이 두 예문은 魯曉琨(2004:173)에서 재인용. 



제 1 장  서 론

- 23 -

魯曉琨(2004)과 倪菊華(2008)가 미래시제표지라고 간주한 ‘要’는 화용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모두 ‘확정류 미래’를 나타낼 때 쓰인다. 이러한 미래는 백과사전식 

정보와 문맥적 정보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 단지 ‘[미래 시간사+要+VP] 구조에 

출현하고, VP가 통제 가능한 행위’의 조건만 있을 경우에는 미래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 예문 (27)에서 시험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예문 (28)에서 후속절 “不得不

离 家”의 행위는 선행절 “我要去外地工作”이라는 이미 확정된 사실로 인해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예문 (28)을 “明年，我要去外地工作，我再也不要待在这个

地方了”으로 바꾸면, ‘要’는 의지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李敏(2006)은 현대중국어의 비실재범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要’를 언급하였다. 

李敏(2006:161-163, 207-208)은 呂叔湘(1980[2002])에서 언급한 ‘곧 ~할 것이다’라는 

의미는 근시미래시(近時 來時)에 해당하며, 이를 구문에 따라 분류하면 ‘(就/快)

要~了’와 단독으로 사용하는 ‘要’가 있다고 설명한다. 李敏(2006:214)에서는 근시미

래시표지는 일반적으로 인식양태에 사용되지 않고 확정된 사실을 나타내며 전형

적인 비실재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要’를 동일하게 미래시제표지로 칭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지칭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선행연구에서 ‘시제’에 

대해 내린 정의가 각기 다르다. 魯曉琨(2004)은 시제를 통사형식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시제로 간주한 반면, 石毓智⋅白解紅(2007), 白解紅⋅石毓智(2008), 張萬

禾⋅石毓智(2008), 王統尙(2009)의 ‘미래시제’ 개념은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시제로 간주된다. 두 번째, 조동사 ‘要’의 용례 분류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어떤 예문에서 ‘要’가 미래시제표지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다. 石毓智 등은 ‘예측’을 단순미래시의 기준으로 간주하였지만, 단순미

래를 나타내는 ‘要’가 모두 예측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魯曉琨(2004:173-174)에서 주장하는 미래시제표지 ‘要’는 모두 ‘확정류 미래’에서 

쓰인다. 반면, 張濟卿(1998a, b)에서 제시한 예문은 ‘확정류 미래’38)와 근시미래39)

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李敏(2006) 역시 ‘要’의 근시미래 용법만을 언급하였지

만, 그의 예문에는 ‘확정류 미래’도 출현하고 있다.

현대중국어의 조동사 ‘要’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要’가 미래 시간을 지칭

38) 예문 (24)가 이에 해당한다.

39) 예문 (26)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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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要’의 이러한 용법이 어

떠한 용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미래와 가능을 표현하는 용

법 간에는 어떤 경계가 있는지, 의지를 나타내는 용법이 미래 용법에 속하는지 등

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미래’에 

대한 정의와 세부 분류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1.2.1

절에서 설정한 미래 범주를 기반으로 현대중국어의 ‘要’를 고찰한다면 이처럼 복

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미래를 나타내는 ‘要’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太田辰夫(1958[2003]40), 盧卓群

(1997), 李明(2001[2016]), 貝羅貝⋅李明(2009), 馬貝加(2014:864-880), 王誠(2015) 등

이 있다. 이에 관한 검토는 2.1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要’의 기원을 고찰하면서 다

루고자 한다.

1.2.3 조동사 ‘会’에 한 선행연구

현대중국어 조동사 ‘ ’의 의미항은 크게 능력의미와 가능의미 두 가지로 나뉜

다. 관련된 연구는 湯廷池(1976[1979]), 趙元任(1968[1996])41), 呂叔湘(1980[2002])42), 

劉月華 등(2001:184-185) 등이 있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 ’의 예문은 다

음과 같다.

(29) 我不 游泳。(능력의미)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

(30) 明天 下雨。(가능의미)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40) 太田辰夫(1958[2003]):188-189 참조.

41) 趙元任(1968[1996]):613 참조.

42) 呂叔湘(1980[2002]):278-279는 ‘ ’의 의미항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어떤 일을 어떻
게 해야 하는 지를 알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을 잘 한다’, ‘가능성이 있다’가 
이에 해당한다. 사실상 앞의 두 의미항은 능력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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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어 조동사 ‘ ’에 대한 연구에서, 상당 부분 ‘ ’의 능력의미에 대한 것

이며 특히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能’과 비교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43) 공

시적 차원에서 보면,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 ’는 ‘ ’의 미래시제 용법과 관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가능의미를 나타내는 ‘ ’의 경우, 선행연구 湯廷池(1976[1979])44), 呂叔湘

(1980[2002])45), 劉月華 등(2001:184-18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래(예문 30)뿐만 

아니라 과거(예문 31, 32)와 현재(예문 33)를 나타낼 때 쓰일 수 있으며, 예문 (34)

처럼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31) 他不 昨天就來了吧？
그가 어제 온 것은 아니겠지?

(32) 过去一年里，他常常会想起那天发生的事情。
지난 일 년 동안 그는 늘 그날 발생했던 일을 생각했다. 

(33) 這个時候他不 在学习的。
이 시간에는 그가 공부하고 있을 리 없다.

(34) 人 了都 想回到故鄕。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

위의 (32), (34)는 각각 과거 시간과 전시적(omnitemporal)46)인 습관이나 규칙을 

나타낸다. 일부 연구는 이러한 용법을 가능을 나타내는 ‘ ’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일부 연구는 이를 또 다른 의미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47) 이 용법은 미래를 

나타내는 ‘ ’와의 관련이 크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을 것

이다. 예문 (31), (33)은 가능을 나타내는 ‘ ’가 미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서 

쓰이는 상황을 나타내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문(否定句) 또는 의문문에 출현

한다.48) 이와 달리, 가능을 표현하는 ‘ ’가 미래 시간에서 쓰일 때 이러한 제약이 

43) 관련 연구는 蔣善民(1982), 史有爲(1994), 渡邊麗玲(1999a, b), 魯曉琨(2001, 2002, 

2004:152-155), 鄧 菲(2006:30-32), 李劍影(2007:70-71), 誼軍(2012:20-23) 등이 있다. 

44) 湯廷池(1976[1979]):5 참조.

45) 呂叔湘(1980[2002]):278 참조.

46) 언급된 사태가 발화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47) 王晓凌(2007b), 류야페이(2017a,b) 등 참조.

48) ‘ ’가 비미래시간에 쓰이는 경우, 일부는 예문 (31)과 (33)처럼 가능의미를 나타내지만 일
부는 가능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가령, “我很高兴你会同意我的观点。”과 같은 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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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처럼 시간표현에 따른 구문적 제약의 차이는 가능을 나타내는 ‘ ’가 미래 

시간에 쓰일 때 무표적 용법이며, 미래 이외의 시간에서는 유표적 용법이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능성의 범주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미 중의 하

나가 미래 세계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 중에서 미래 시간에 사용되는 ‘ ’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

지 대부분의 연구는 이를 가능을 나타내는 ‘ ’의 다른 용법과 함께 분석하고 있

다. 가능을 나타내는 ‘ ’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조동사의 관점에서 의미적 측

면과 통사적 분포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鄭天剛(2002a, 

b), 魯曉琨(2004)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鄭天剛(2002a, b)은 가능을 표현하는 ‘ ’를 조동사 ‘要’, 조동사 ‘能’과 각각 비

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능을 표현하는 ‘ ’의 의미를 ‘사물 A에게 상황 B의 

발생이 확정적이다’49)라고 정의 내렸다. 이처럼 ‘ ’가 포함된 사건인 상황 B의 발

생은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점에서 보면 ‘ ’는 결과의미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鄭天剛2002b:138-139). 

魯曉琨(2004:144-148)은 ‘ ’가 ‘认为, 知道, 相信, 担心’ 등 동사의 목적어 부분에서 

자주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가능을 나타내는 ‘ ’는 어떤 상황의 발생이나 존재의 

필연성에 대한 주관적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我相信

来还会有奇迹的。”50)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 ’는 종종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했던 추측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他本以为会出来个男的，却来了个女

的。”51)가 이에 속한다. 

양태이론이 중국어연구에서 도입된 이후, 양태이론의 관점에서 조동사 ‘ ’를 

논의하는 연구가 출현했는데, 관련 연구는 彭利貞(2005), 鄧 菲(2006), 李劍影

(2007), 孫姝(2013)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가능을 나타내는 ‘ ’는 인식양태에 속

한다.

彭利貞(2005:83-84)은 郭昭軍(2003)의 공시적인 고찰52)을 바탕으로 인식양태를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용법은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관련 연구는 류야페이(2018a)를 
참고할 수 있다.

49) 鄭天剛(2002a:114, 2002b:138) 참조.

50) 魯曉琨(2004:144)에서 재인용.

51) 魯曉琨(2004:144)에서 재인용.

52) 郭昭軍(2003:388-389)은 현대중국어에서 가능의미를 나타내는 ‘ ’에 대해 고찰했으며, 가
능성의 정도에서 보면, ‘ ’는 ‘很/非常/十分/极可能’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가 나타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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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 ’가 정도가 아주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며 그 양태의미는 가능성과 필

연성 사이에 있는 개연성(蓋然性)이라고 지적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

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鄧 菲(2006:15-20)는 인식양태를 표현하는 ‘ ’가 담

화-지향적인(discourse-oriented) 양태동사이고 발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며 

문장의 주어와 직접적인 의미 관계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鄧 菲(2006)의 분석에 

따르면, 인식양태를 표현하는 ‘ ’는 가설문, 조건문, ‘~的时候’가 포함된 종속절, 

술어가 ‘没想到/想不到/原以为’, ‘怕/担心’，‘知道/想/明白’가 쓰인 문장에 자주 출현

한다. 다만, 鄧 菲(2006)의 연구는 ‘ ’의 분포적 상황을 기술했을 뿐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李劍影(2007:48-60)은 인식양태를 표현하는 ‘ ’

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예측을 표현하는 ‘ ’, 의외를 표현하는 ‘ ’, 규칙을 

표현하는 ‘ ’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규칙을 표현하는 ‘ ’가 가능을 나타

내는 ‘ ’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의외를 나타내는 

‘ ’의 경우, 본고는 이를 특정한 문맥에서 발생한 화용적 의미53)로 보고 있기 때

문에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李劍影(2007)은 예측을 나타내는 ‘ ’가 비

미래 시간에서 사용되는 용례(예문 19, 21)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다.54) 이 

연구에 의하면, ‘ ’의 인식양태는 ‘ ’의 본래 의미, 즉 ‘용기와 뚜껑이 서로 합쳐

진다’의 영향을 받아 ‘일치하다(契合)’ 의미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발

화자는 추측을 할 때 자신의 지식, 경험, 이미 알고 있는 상황 등의 배경정보에 근

거해 곧 출현할 예정이거나 이미 출현한 또는 지금 존재하는 사태의 가능성에 대

해 추론한다고 하였다.55) 孫姝(2013:25-71)는 인식양태를 표현하는 ‘ ’가 자주 출

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였다.

53) 의외의미를 표현하는 ‘ ’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这只能说是命运的安排， 能想到在她

生活的路上会跳出一个傅家杰来？(이것은 그냥 정해진 운명으로 봐야 해. 그녀의 삶에 傅
家杰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 누가 알았겠어? )”(예문은 李劍影(2007:51)에서 재인용.)

54) 李劍影(2007:53-54)에 따르면,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혹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
해 예측할 때, 그 사건의 출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예측의 결
과가 무엇이든 현재 또는 기존의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며 단순히 예측을 하는 것이 기존 
사실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은 어떤 전
제와 대비시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전제를 증명 또는 부정하거나 의문 제기를 통해 
논증할 수 있다. 

5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鄭天剛(2002a,b)은 가능을 표현하는 ‘ ’가 결과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鄭天剛(2002a:117)에서 언급한 결과의미는 발생 조건과 발생 가능성의 
일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李劍影(2007)에서 제기한 ‘일치하다’의미와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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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구문 유형을 바탕으로, 용언 성분, 체언 성분, 부사 성분과 부정, 의문, 술어 

의미 등이 ‘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

와 비교해 ‘ ’는 그 의미가 중성적이고 적용 범위도 비교적 넓다는 결론을 내렸다.

‘ ’에 관한 연구는 조동사와 인식양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 이외에도, 비

실재범주(李敏 2006; 王曉凌 2007a,b)와 주관성을 연구한 논문(閔星雅 2007)으로 다

시 나누어 볼 수 있다. 李敏(2006:131, 204, 209)은 ‘ ’를 중국어의 먼 시간적(遠時) 

미래시제표지로 보고 있으며 먼 시간적 미래시는 일반적으로 인식양태를 표현할 

수 있고 전형적인 비실재라는 점도 함께 논의하였다. 王曉凌(2007a,b)은 ‘ ’의 기

본 의미특징이 비현실성(非現實性)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 ’가 미

래 시간에 쓰일 때 제약을 받지 않는데, 이는 ‘미래’라는 의미 자체가 갖는 불확정

성이 ‘ ’의 의미특징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 ’가 과거시간에 쓰일 때는 

‘ ’ 대신 실재사건을 비실재 명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표지가 필요하

다.56) 閔星雅(2007:39-49)는 가능을 표현하는 ‘ ’의 의미 영역을 내용역(内容域), 

인식역(认识域), 감정역(情感域)과 발화행위역( 语行为域)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건문/가설문 여부, 주절의 동사, 같이 사용하는 부사, 긍정⋅부정형식

의 사용 가능 여부’ 등 ‘ ’의 통사적 제약환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위에서 고찰한 ‘ ’(가능을 나타내는 ‘ ’)는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 ’(미래 

시간에 사용하는 ‘ ’)보다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결론을 참고할 

때 신중히 고려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방법이나 ‘ ’의 통사환경

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등은 본고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 밖에도, ‘ ’를 미래시제표지로 간주하는 연구 역시 일부 존재한다.57) 張濟卿

(1998a:21-22, 1998b:21-22)은 미래시제표지 ‘ ’는 일반미래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확신이 수반된 판단 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他们会照料

你。”58)가 이에 속한다. 이에 따르면 ‘ ’는 또한 미래전망시에도 사용 가능하며 

‘ +V+了₂’ 구조에 출현하여 무에서 유로 변화하는 것을 예측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他以后就会知道我的厉害了。”59)가 이에 속한다. ‘ ’는 ‘ +V+着’구조

56) 이 같은 표지로는, 가상법 표지 ‘要是, 即便, 不论, 只要’, 태도 표지 ‘相信, 担心’, 반예측
(反豫期) 표지‘没想到’, 습관상(habitual) 표지 ‘每当~的时候, 这时’, 준부정(類否定) 표지 ‘怎
么, 哪’), 추측⋅추정 양태표지 ‘可能, 应该’ 등이 있다. 

57) 張濟卿(1998a,b), 彭芳(2008), 王統尙(2009:47-51) 참조.

58) 張濟卿(1998a: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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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현해 미래지속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明天)他会在那儿等着

你。”60)가 이에 속한다. 彭芳(2008)은 주로 Bybee 등(1994)을 바탕으로, 중국어의 

‘ ’와 영어의 ‘can’의 문법화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해 비교 연구 하였다. 이 연

구는 현대중국어의 ‘ ’가 단순 미래의미, 즉 예측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으며, 이를 ‘ ’의 변천과정에 대한 통시적인 서술보다는 공시적인 용례를 이

용해 분석하고 있다. 王統尙(2009:47-51)도 ‘ ’가 단순히 미래를 표현할 때가 있다

고 주장한다. 다만, ‘欲, ’과 비교해 보았을 때, ‘ ’의 미래를 나타내는 기능은 

‘ ’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다른 미

래시제표지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 ’를 준미래시제표지로 간주

하였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 ’는 당송 시기에 이러한 용법으로 쓰였지만 발전 

속도가 느려서 현대중국어에서도 아직 온전한 미래의 의미기능으로 자리 잡지 못

하였다. 류야페이(2018b)는 기타 양태사(“应该、可能、要”등)와의 비교, 기타 성분

(빈도부사, 부정사, 기타 인식양태 조동사)과의 공기 상황, 기타 언어(영어, 핀란드

어,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 ’가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논문은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 ’가 시간부사와 공기할 수 없는 

경우, 시간부사와 공기할 수 있지만 생략 가능한 경우에 관해서는 고찰하였으나 

‘ ’가 시간부사와 공기하면서 생략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또한 생략 가능한 경우에 대한 분석에서도 ‘ ’가 쓰일 수 있는 원인은 설명하였지

만 ‘ ’의 유무에 따른 화용상의 차이점은 밝히지 않았다.

본고는 이처럼 현대중국어 조동사 ‘ ’에 대한 기존의 공시적 연구 결과를 통해 

가능을 표현하는 ‘ ’가 미래 시간에서 사용될 때 무표적인 용법이라는 점에는 이

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 ’를 미래시제표지로 보는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 ’의 통시적인 변천과정 및 현대중국어에서의 사용빈도, 분포 양상을 살

펴봄으로써 이것이 미래문법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논증하고, 만약 간주할 수 

있다면 문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 ’에 대한 통시적인 선행연구는 太田辰夫(1958[2003], 1988[1991])61), 傅書靈⋅
祝建軍(2004), 蔣紹愚(2007), 鞠彩萍(2011:104-109), 馬貝加(2014:904-919), 尹淳一

59) 張濟卿(1998b:21)에서 재인용.

60) 張濟卿(1998b:22)에서 재인용.

61) 太田辰夫(1958[2003]):185, 太田辰夫(1988[199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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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0-198), 李明(2001[2016]) 등이 있다. 통시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3.1에

서 ‘ ’의 기원을 탐구할 때 다루고자 한다.

1.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3.1 연구 상

본고의 연구대상은 미래시제 용법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 ‘要’와 ‘ ’이다. 1.2.2

에서 언급했듯이, 선행연구들이 미래를 나타내는 ‘要’(이하 ‘要미래’로 표기한다)를 

정하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要미래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토대

로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要미래를 정의하기로 한다. 반면에 미래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조동사 ‘ ’(이하 ‘ 미래’로 표기한다)의 경우,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데, 

가능의미를 나타내는 ‘ ’가 미래시간에 출현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속한다.

미래는 절대미래와 상대미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발화시간(S)를 기준으로 

사건시간(E)이 S 뒤에 위치하고, 후자는 참조시간(R)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간(E)

이 R 뒤에 위치한다. 전자는 예문 (35~37)과 같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후자는 

예문 (35~38)과 같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35) a. (说话时间为今天中午)他昨天说今天下午要来。 [R≠S≠E]

(발화시간이 오늘 정오이다) 그는 어제 오늘 오후에 올 것이라고 말했

다.

b. (说话时间为今天中午)他昨天说今天下午会到。
(발화시간이 오늘 정오이다) 그는 어제 오늘 오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36) a. 明天我要去上海。 [S=R≠E]

내일 나는 상하이에 갈 것이다.

b. 一切都会好起来的。
모든 것이 다 좋아 질 것이다.

(37) a. 等他来了以后, 我要跟他说一下。 [S≠R≠E]

그가 온 이후에 그와 얘기를 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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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明天吃完午饭后，你会在哪儿？
내일 점심을 먹고 나서 어디에 있을 거니?

(38) a. 当时，天看起来像是要下雨。 [R≠E≠S]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릴 거 같았다.

b. 当时，我很担心自己会支撑不下去。
그 당시에 나는 스스로 버텨 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위의 두 가지 미래를 시간축의 그래프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T

E

R R

S

R

<그림 1.1> 절대미래

T

E

S S

R

S S

<그림 1.2> 상대미래

Fleischman(1982:16-17)에 따르면, 사건시간(E)가 발화시간(S) 뒤에 있으면 미래성

(futurity)을 나타내고 사건시간(E)가 참조시간(R) 뒤에 있으면 후시성(posteriority)을 

나타낸다.62) 즉, 절대미래는 미래성을, 상대미래는 후시성을 나타낸다. 

Hengeveld(2011:589-592)에 따르면, 시제의 발전은 항상 ‘상대적인 시제 〉절대적인 

시제’의 과정을 준수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노선이 있다. 

즉, ‘선시(anterior) 〉과거(past)’, ‘동시(simultaneous) 〉현재(present)’, ‘후시(posterior) 

〉미래(future)’이다. 중국어는 분석적인 언어이며 엄격하게 말하면 좁은 의미의 시

제표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만일 절대미래 용법만을 고찰하면, ‘미

래시간표현’의 사용범위를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중요한 변천과정이 경시될 

62) 즉, 후시성은 시간상의 R―E 순서를 나타내고 미래성은 S―E 순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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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王曉凌(2002)은 현대중국어에서 가

능을 나타내는 ‘ ’의 사용여부의 관건은 R과 E의 선후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따라서 본고는 ‘要’와 ‘ ’의 절대미래와 상대미래 용법을 모두 고찰 범위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3.2 연구방법

본고는 주로 아래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가) 코퍼스 자료를 충분히 이용한다.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코퍼스에서 검색한 언어자료를 주요 분

석 데이터로 삼고자 한다.63)

본고는 통시적, 공시적 고찰에서 서로 다른 코퍼스를 이용한다. 통시적 고찰 부

분은 北京大學 中國語 學硏究中心 古代漢語語料庫를 사용하였다.64) 이 코퍼스 자

료는 선진(先秦) 시기부터 민국(民國)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해서 1차적인 자료 수집에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선진(先秦) 시기

에서 당오대(唐五代) 시기 자료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시기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65), 송대(宋代)부터의 자료는 양이 너무 방

대하기 때문에, 장르와 시기를 고려해 일부 자료만을 선택하였다.66) 이에 관해서

는 제 2장과 제 3장에서 ‘要’와 ‘ ’의 각 시기별 사용 양상을 분석할 때 자세히 설

명하기로 한다. 

공시적 고찰 부분은 현대중국어 코퍼스 ToRCH200967)를 선택했으며, 이 코퍼스

63)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용례를 많이 인용하였고 필요할 경우 본인이 만든 예
문도 있다. 재인용된 예문은 통시적, 공시적 고찰에서 모두 존재한다. 한편, 현대중국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예문을 만든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64) 코퍼스의 주소는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이다. 

65) 논의의 여지가 있는 일부 연대의 언어자료는 배제하였다. 예를 들면, 한대(漢代) 자료 
≪太平經≫이다. 

66) 장르적 측면에 있어서 최대한 구어(口語)를 반영한 자료를 선택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최
대한 큰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의 세부적인 시기까지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자료를 선택
하고자 하였다. 가령, ‘明淸民國’라는 큰 시기는 명대, 청대, 민국 3개의 세부적 시기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세부 시기의 자료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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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용례를 전반적으로 모두 고찰 하였다. 위의 코퍼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우선, 이 코퍼스에 수록된 자료는 대부분 2009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중국어의 

최근 사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이 코퍼스는 균형적인 코퍼스이다. ToRCH2009는 Brown corpus의 방식에 

따라 자료를 채취하였고 총 15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 혹은 영역의 텍스트를 수집

하였다.68) 이 코퍼스는 구어와 서면어 자료를 포함하며 연구 대상의 분포 양상을 

합리적으로 반영했을 수 있다. 

셋째, 코퍼스의 지속성에서 우세하다. 이 코퍼스의 사용 설명에 따르면, 제작자

는 향후에도 몇 년 간격으로 같은 채취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의 코퍼스를 만들 계

획이라고 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의 보완의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이 코퍼스는 이미 어휘와 어휘 간 분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용례를 검색

할 때 어휘를 검색 대상으로 정할 수 있고 대량의 필요 없는 예문을 배제할 수 있

어서 고찰 범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공시적 고찰에서 예문을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나뉜다.

(A) AntConc를 이용하여 코퍼스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어휘 ‘要’ 혹은 ‘ ’를 포

함되는 용례를 추출한다.

(B) 위에서 생산된 용례 중 조동사 용법이 아닌 경우 수작업으로 배제한다.

(C) 각 용례의 ‘要’, ‘ ’에 수동적으로 의미항을 표시한다.

(D) 미래시제 용법과 관련 용례를 고찰한다.

Himmelmann(2004:32-33)에 따르면, 문법화는 본질적으로 문맥적 확장이 이루어

지는 과정(a process of context-expansion)이며 이러한 문맥적 확장의 발생 가능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A) 문법화과정 중에 있는 표현은 결합할 수 있는 품사 유형

67) ToRCH는 Texts of Recent CHinese의 약칭이며, 총 1,066,347개의 어휘(1,670,356개의 한자)

를 포함한다. 코퍼스의 주소는 http://www.bfsu-corpus.org/channels/corpus이다.

68) 15종의 텍스트 유형은 A 신문 보도, B 사설, C 간행물 논평, D 종교, E 일상 기술 및 취미, 

F 통속 도서, G 전기, 회고록 등, H 정부 혹은 기관의 공문 및 홍보자료, J 학술, 과학기술, 

K 일반적인 소설, L 탐정 소설, M 공상 과학 소설, N 모험 및 미스터리 소설, P 연애 소
설, R 코미디 및 유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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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B) 이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통사적인 위치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C) 이 표현의 의미적, 화용적 환경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

다. 본고가 사용한 통시적 측면의 코퍼스는 균형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통시적 측

면에서는 ‘要’와 ‘ ’가 어느 시기에 세 가지의 변화가 존재했는지를 고찰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공시적 측면의 코퍼스는 높은 균형성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변

화의 존재여부 고찰할 것이며, 동시에 의미항, 결합 유형에 대한 양적 통계를 통해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나)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를 결합한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 ‘要’와 ‘ ’의 미래시제 용법의 사용 양상과 이 

둘 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要’와 ‘ ’가 역사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통시적 연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시적 측면에서 통사적 특징은 통시적 기원 및 변천과정과 접한 관련

이 있으며, 공시적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역시 기원의미와 변천과정에서 생성된 

의미와 관련된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에 사용하는 ‘要’와 ‘ ’를 고찰하기 위해서 

역사 문헌에서의 ‘要’와 ‘ ’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비록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이미 많은 언어 간의 보편성을 밝혔기 때문에 

연구 성과와 공시적 연구를 통해 통시적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는 역사 문헌과 자료가 매우 풍부해서 일차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타당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먼저 이들의 역사 기원과 변천경로를 상세히 고찰하고, 문법화 이론을 

토대로 변천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중국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要’와 

‘ ’의 분포적 특징을 고찰한 후 문법화의 변천 규칙을 통해 ‘要’와 ‘ ’의 발전 추

세를 논증하고자 한다.

(다) 언어유형론과 중국어연구를 결합한다.

본고는 미래범주에 대한 언어유형론 연구의 틀을 바탕으로 중국어에서 미래시

제 용법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 ‘要’와 ‘ ’를 살펴볼 것이다. 유형론의 틀은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연구를 범언어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bee 등(1994:24)은 ‘세계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범언어적 양상이 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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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

이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개별 언어

의 연구를 통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유형론연구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

며, 동시에 개별 언어의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어에서 미래에 

대한 연구 성과는 부족한 편이며,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 연구가 언

어유형론 연구에서 제기한 관점이나 가설을 인용하는 데에 그쳤고 논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사실상, 개별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형론연구에서 제기한 가설을 

검증 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중국어의 ‘要’와 ‘ ’에 대한 고찰이 

미래에 대한 유형론연구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1.3.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미래’ 범주에 관한 선행연구, 조동사 ‘要’와 ‘ ’의 공시적 측면

에서의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미래’ 범주의 연구대상 및 

세부 분류 등을 확정하고, ‘要’와 ‘ ’의 미래시제 용법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

함을 지적한 뒤 본고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장, 3장에서는 각각 要미래와 미래를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로 한다. 통시적 고찰은 한대(漢代)부터 민국(民國) 시기의 역사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2장, 3장의 통시적 고찰을 통해 要미래와 미래 각각의 기원과 변천경로

를 탐색할 것이다. 공시적 측면에서는 현대중국어 要미래와 미래의 장르별 분포 양

상, 문장성문별 분포 양상, 주요한 결합성분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要미래와 미래의 통사적 특징을 확인하고 미래문법형태로서의 문법화 정도를 분석

하고자 한다.

4장은 현대중국어에서 要미래와 미래가 시간성 용법,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비교하여 양자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과 문법화 

정도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5장은 결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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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어의 조동사 ‘要’가 미래시간지칭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

구에서 이미 규명하였다. 그러나 要미래의 기원, 변천과정, 출현 시기, 要미래의 공시

적 용법 분류 등에 관한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통시적 측면에서 要

미래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고찰한 후, 현대중국어에서의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2.1 ‘要’에 대한 통시적 고찰

2.1.1 ‘要’의 변천경로에 한 선행연구

2.1.1.1 기원과 변천과정

要미래의 기원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관점은 의지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이

하 ‘要의지’로 부른다)에서 발전했다는 것이다. ‘want’, ‘wish’, ‘desire’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가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한다는 것은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이미 언

급되었다. 본고는 要미래의 기원과 변천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소개할 때 언어유형

론과 관련된 연구, 영어 ‘will’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1.1.1.1 의지 > 미래

Bybee 등(1994)은 갈망류 어휘가 ‘갈망 > 의지 > 의도 > 예측’의 경로를 통해 미

래문법형태로 발전한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갈망의미 자체가 의도의미를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갈망의미가 의도의미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Bybee 등(1994:254-257)은 갈망용법, 특히 1인칭의 갈망용법에서 의도의미를 추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만일 누군가 자신의 의도를 말한다면 일반적으

로 그 사람이 그 의도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이 자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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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면 점차 해당 어휘 의미의 일부로 변화 되며, 의도의미를 3인칭에 사용하게 

되면 이를 발화자의 예측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러한 예측의미는 미

래의미로 발전되고, 미래의미는 계속 발전하게 된다. Bybee 등(1994:240)에서는 좀 

더 완전한 변천경로를 제시하였다. 

(1) 갈망

   desire
>

의도

intention
>

미래

future
>

개연성

probability
>

양보절, think의 보어

concessive, 

comp to think

Hilpert(2008:79-86)는 영어 ‘will’이 의미변천에 따라 시기별로 자주 결합했던 성

분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통해 다음의 <표 2.1>과 같은 변천과정을 경유했다고 설

명하였다. 이로써 Bybee 등(1994)에서 제기한 변천경로 가설이 증명되었다.

<표 2.1> 영어 ‘will’의 의미 변천에 따른 결합성분

단계1

>

단계2

>

단계3

‘will’가 

나타내는 

의미

의도

intention

예측

prediction

발화자와 관련된 

양태

speaker-related 

modality

‘will’가 

선호하는 

결합성분

발화행위 동사

(declare, speak, 

assure 등)

의도적인 

동사(decide 등)와 

무생물 주어

understand, 

remember의

가정법 용법

한편, van der Auwera & Plungian(1998:98) 역시 Bybee 등(1994)를 토대로 양태 의

미지도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갈망(desire)과 관련된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2) 갈망

   desire >

미래

future >

인식적인 필연성

epistemic necessity >

양보절, 보어

concessive, 

co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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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연구에서, 要미래가 要의지에서 발전했다는 관점을 지지한 학자는 李明

(2001[2016])69), 石毓智⋅白解紅(2007:35), 張萬禾⋅石毓智(2008:28), 貝羅貝⋅李明

(2009:31), 王統尙(2009:47), 박성하(2015:189) 등이 있다. 

Bybee 등(1994)은 의미변천만을 언급한 반면, 중국어 要미래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사적 측면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李明(2001[2016]), 

貝羅貝⋅李明(2009:31)은 중국어 역사자료의 고찰을 통해 사람 주어가 아니거나 

‘要’ 뒤에 비자주적 동사가 오는 경우 ‘要’는 미래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

한 통사적 특징은 ‘要’의 의지의미와 미래의미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그들

의 연구를 따르면, 중국어 역사자료에서 발견된 要미래의 초기 용례는 다음과 같다.

 (3) 爲學極要求把篙處著力。到工夫要斷絶處，又更增工夫。70)

(宋代 ≪朱子語類≫)

학문을 하는 것은 노를 젓는 것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힘이 곧 다할 

것이라 느껴질 때 다시 한 번 힘을 쏟아야 한다. 

 (4) 又約我明日大戰，戰時又要輸於他。71) (宋代 ≪宋四公大鬧禁魂張≫)

나에게 내일도 대결을 하자고 약속했는데, 내일 대결에서도 역시 그에게 질 

것 같다.

예문 (3)에서 ‘要’ 앞의 주어 ‘工夫’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要’를 의지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예문 (4)에서 ‘要’ 뒤의 술어성분 ‘輸於他’는 비자주적이기 때문

에 이때의 ‘要’도 의지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要미래의 변천경로와 관련해 박성하(2015:189)는 van der Auwera & Plungian 

(1998:98)의 양태 의미지도를 참고해 중국어 조동사 ‘要’의 양태 의미지도를 재구

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要’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로 미래용법으로 발전하

였다.

69) 李明(2001[2016]):179 참조.

70) 太田辰夫(1958[2003]):189, 貝羅貝⋅李明(2009:31)에서 재인용.

71) 李明(2001[2016]):1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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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갈망 >동적양태 > 인식양태

(복합예측)

> 인식양태

(단순예측)

> 미래

(6)갈망 >동적양태 > 당위양태 >

 

인식양태

(가능, 추론)

> 인식양태

(단순예측)

> 미래

(7)요구 >당위양태 > 인식양태

(가능, 추론)

> 인식양태

(단순예측)

> 미래

위에서 제시한 경로에서, (6)과 (7)은 당위양태와 관련된다.72) 주목할 만한 것은 

변천경로 (5)이다. (5)는 앞서 언급했던 (1), (2)와 마찬가지로 의지의미에서 기원하

지만, ‘미래’와 ‘인식양태’의 발전 순서는 이들과 차이가 있다. 박성하(2015:183)는 

‘양태가 시제로 발전하는 방향은 보편적이지만, 시제가 다시 양태로 발전한 경우

는 드물다’라고 지적했으며, 인식양태 용법이 먼저 출현하고 이 용법에서 미래용

법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본고는 ‘미래’와 ‘인식양태’의 순서에 대해 박성하

(2015)와 Bybee 등(1994), van der Auwera & Plungian(1998)의 관점이 서로 다른 이

유를 ‘미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성하(2015)는 ‘미래’를 

좁은 의미의 시제 범주에 포함시켰고, Bybee 등(1994), van der Auwera & 

Plungian(1998)은 넓은 의미의 시제 범주를 채택한 것이다.

2.1.1.1.2 의무 > 미래

1.2.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ybee 등(1994)은 ‘의무 > 의도 > 예측’의 변천경

로를 가설하였다. 의무의미가 의도의미로 발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기

반으로 한다. ‘의무’에 대한 진술은 발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특히 

1인칭의 경우가 그러하다. 예를 들면, ‘I have to go now’, ‘I am to go now’가 이에 

속한다. 미래문법형태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의무표지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한 의무는 상대에게 어떤 이념 체제 또는 사회적 기준에 근

거한 도덕적 행위 방식에 준수하도록 강제성을 가진 요구를 가리킨다. 이러한 점

에서 강한 의무의미는 비교적 쉽게 의도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73)

72) 要미래의 출현은 당위양태 용법과 관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2.1.1.1.2에서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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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ybee 등(1994:256-267)은 동작주 지향적 양태 용법에서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여러 변천경로는 상호 간 교차 현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무의

미와 갈망의미를 동시에 지닌 미래문법형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의 ‘要’는 의무의미와 의지의미를 동시에 지닌 어휘이며, 미래 용법을 가지

는 어휘이다. ‘要’가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해 온 것이 오직 의지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의미, 의무의미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하다. 

박성하(2015:189)는 要미래의 기원이 要의지뿐만 아니라, 의무의미를 나타내는 조동

사 ‘要’(이하 要의무로 부른다)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련된 변천경로는 

위의 (6), (7)과 같다.

경로(6)은 경로(5)와 마찬가지로 갈망의미에서 기원했으며, 동적양태에서 당위양

태로 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박성하(2015:161-162)는 의지의미를 

나타내는 ‘要’의 일부 용례에서 의무의미를 함축하게 되었고, 이러한 용례가 증가

하면서 의무의미는 점차로 ‘要’ 의미의 일부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

성하(2015)는 현대중국어의 용례만을 근거로 이러한 논증을 진행하였고, 역사자료

를 통해 검증하지 않았다.74) 만일 중국어의 역사 자료가 양자 간의 선후관계를 증

명할 수 있다면 Bybee 등(1994)의 관점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 

‘要’의 동적양태와 당위양태 용법이 출현 시기, 발전 경로에서 상호 관련된다면 구

체적 과정과 적용된 기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로 (7)은 최초 기원인 ‘요구’에서 출발해 당위양태와 인식양태를 거쳐 ‘要’의 

미래용법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먼저, 이러한 경로의 기원을 살펴보자고 한다. 경

로(5), (6)과 (7)에서 보듯이, ‘要’는 갈망의미와 요구의미에서 동적양태와 당위양태

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李明(2001[2016])75)은 ‘要’의 의지의미는 ‘약속하다, 요청하

다, 요구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에서, 의무의미는 ‘결국’을 나타내는 부사 ‘要’

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要’의 동적양태와 당위양태(특히 후자)의 기

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성하(2015:161-163, 185)는 경로 (6)

의 증명 방식과 유사하게, 현대중국어 ‘要’와 영어의 ‘must’를 통해 경로 (7)을 증명

73) Bybee 등(1994:256) 참조.

74) ‘要’가 의지의미를 표현하는 용례로는 ‘我要吃饭。’을, 의무의미를 함축하는 용례는 ‘我要

你吃饭。’을, 의무의미를 표현하는 용례는 ‘你要吃饭。’을 제시하였다.

75) 李明(2001[2016]):178, 7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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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역사자료를 통해 검증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언어유형론 연구를 토대로 

要미래의 변천경로가 여러 가지 있다는 관점을 제기한 것은 새로운 발상을 제공해 

준 계기가 되었다. 언어유형론에 따르면, 동적양태, 당위양태, 인식양태 간에 선후 

발전 관계가 존재하지만 개별 언어에서 하나의 어휘/형식의 변천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발전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만일 경로 (6)과 (7)을 증

명할 수 있는 통시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관점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1.1.1.3 총칭적인(generic) 용법 > 미래

위와 같은 변천경로는 영어 ‘will’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영어의 미래문

법형태 ‘will’이 의지의미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지만, 

Ziejeler(2006:241-285)는 이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Old English와 

Middle English 시기76)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휘는 대부분 특정적 의지를 지닌 갈망

(desire), 의도(intention)를 나타내기보다는 일반적인 경향성(general tendency)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경향성은 하나의 명제에 대해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판단

한 것이며, 먼저 출현한 이러한 의미는 의지류 어휘가 예측의미를 나타나게 된 직

접적인 증거기반(evidential basis)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Ziejeler(2006:25)는 

‘will’의 예측의미가 의도의미에서 나왔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

는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 용법에서 예측을 판단하는 용법으로 변천하는 과정에

는 반드시 발화행위의 전환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어인 사람이 사전에 

발화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발화자가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Ziejeler(2006:266-279)는 Old English와 Middle 

English 시기의 자료에서 추출한 용례를 분석한 후, ‘will’의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8) 의지

volition
>

경향성

proclivity
>

개연성

probabilit
>

예측

prediction

76) Ziejeler(2006)에서 사용하는 코퍼스는 Helsinki Corpus이며, Old English 시기는 850~1050년
이고，Middle English 시기는 1150~12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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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geler(2011:601)는 Ziegeler(2006)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진일보한 변천과정을 

제시하였다.

(9) 총칭적인 용법77)

generic
>

미래 지향적인 용법

future-projecting
>

인식적인 용법

 epistemic

(8)과 (9)를 통합하면 (10)과 같이 변천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10) 의지 용법

    volition
>
총칭적인 용법

generic
>
미래 지향적인 용법

future-projecting
>
인식적인 용법

 epistemic

Ziegeler의 관점은 창의적이지만 여전히 논의의 여지는 존재한다. Hilpert 

(2008:79-86)에 따르면, ‘will’과 자주 결합하는 성분들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통해 

Bybee 등(1994)에서 제기한 변천과정은 정확하며, ‘will’은 총칭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지만, 총칭적 의미에서 미래의미는 도출되지 않는다. Hilpert(2008:199)

에 따르면, Ziegeler는 역사자료의 용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어가 1인칭인 용례

와 부정(否定)표지가 사용된 용례를 배제하였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은 의지의미와 

미래의미가 중첩되는 다량의 용례를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Ziejeler(2006:241-285)와 Ziejeler(2011:601)가 제기한 관점은 여전히 논의의 여지

가 있지만, 본고의 연구에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Ziejeler의 관점은 총

칭적인 용법이 미래의미를 생성하는데 작용을 하는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

시해 주고 있다.

2.1.1.2 출  시기

일반적으로 要미래의 출현 시기는 송대로 본다.78) 초기의 용례는 송대의 ≪朱子

語類≫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爲學極要求把篙處著力。到工夫要斷絶處, 又

更增工夫, ……”이다. 한편, 馬貝加(2014:865)와 鄭敏(2013:81)은 모두 要미래가 한대

77) Ziejeler(2006)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78) 太田辰夫(1958[2003]):189, 盧卓群(1997:47), 李明(2001[2016]):179, 貝羅貝⋅李明(2009: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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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미 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들은 예문은 다음과 같다. 

(11) 嬰齊尚 擅殺生自恣，懼入見要用漢法，比內諸侯，固稱病，遂不入

見。79) (西漢 ≪史记⋅南越列傳≫)

嬰齊는 오히려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했다. 한나라

에 들어가 천자를 알현하면 강제로 한나라 법에 따라 중원의 제후들처럼 

취급받을까 걱정되어 병을 핑계로 끝내 천자를 알현하지 않았다.

(12) 人生要死，何為苦心！80) (東漢 ≪漢書⋅武五子傳≫)

사람은 결국 죽는데, 어째서 이렇게 고심을 하는가!

(13) 相 曰：“西域諸國頗背叛，匈奴欲大侵，要死。可殺校 ， 人眾降匈

奴。”81) (東漢 ≪漢書⋅西域傳下≫)

(陳良 등이) 상의하였다. “서역의 국가들은 배반을 도모하고 흉노는 침략

하려 하니,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校 를 죽여 부하들

을 이끌고 흉노에게 항복하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예문에 대해 王誠(2015:154-156)은 여기의 ‘要’를 미래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대중국어의 문법으로 고대중국어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王誠(2015)은 고대시기 자료의 주석이나 기타 역사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참고해서, 예문 (11)의 ‘要’는 ‘약속하다, 강요하다’를 나타내는 동사이

며82), 예문 (12), (13)의 ‘要’는 ‘어쨌든, 결국’을 나타내는 부사83)라는 사실을 합리

79) 馬貝加(2002:82)에서 재인용.

80) 馬貝加(2002:81)에서 재인용.

81) 馬貝加(2002:81)에서 재인용.

82) 王誠(2015:155-156)은 ≪史记≫에 나온 이 문장을 ≪漢書⋅西南夷傳≫의 동일 사건에 대
한 기록과 비교하였다. ≪漢書≫에서는 “嬰齊猶尚 擅殺生自恣，懼入見，要以用漢法，比

內諸侯，固稱病，遂不入見。”라고 하였다. 청대 학자 王先謙의 ≪史记補注≫에서는 ‘要, 

約也’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要以用漢法，比內諸侯’은 ‘以用漢法，比內諸侯相要挟(한
나라 법을 사용하여 중원의 제후들에게 하듯이 강요하다)’라는 뜻이다. ≪史记≫의 다른 

곳에서도 ‘要以+VP’ 구조가 등장한다. 이를 근거로, 王誠(2015)은 ‘要用漢法，比內諸侯’에

서 ‘要’가 동사이고, 전치사 ‘以’가 생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83) 당대 顔師古는 예문 (12)의 ‘要’가 ‘必当’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삼국시기 魏나라의 
如淳은 예문 (13)의 ‘要’가 ‘ 当’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후대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시대의 언어를 근거로 고대의 언어를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

다. 王誠(2015)은 예문 (12)와 (13)의 ‘要’는 西漢시기 ≪战国策≫ “吾要且死，子腸亦且寸

絕。”에서의 ‘要’와 같이 ‘어쨌든, 결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의 ≪助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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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논증하였다. 본고는 王誠(2015)에서 제시한 要미래는 한대에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는 관점에 동의한다.

이처럼 중국어 要미래의 기원에 대한 관점은 의지의미, ‘의지의미+의무의미’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영어의 ‘will’에 관한 연구를 참고해 보면 ‘총칭적인 경향’ 의미에

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의지의미에서 발전했다는 관점은 보편적이지만, 

다른 두 가지 관점은 검증이 필요하다. 要미래의 변천과정과 관련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미래용법과 인식양태 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출현했

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의미 단계를 경유하였는지의 여부이다. 要미래의 출현 

시기를 송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대에는 아직 미래를 나타내는 ‘要’가 출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송대 이전에 要미래 용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의미

적, 통사적 환경이 어떠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시대별 ‘要’의 사용 

상황을 자세히 고찰하여 ‘要’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2.1.2 ‘要’의 생성 과정

본 절은 북경대학교 CCL코퍼스와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고대중국어 자료를 통

해 要미래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2.1 한 (汉代) 시기

이 시기 ‘要’의 주요 용법은 명사, 동사, 형용사와 부사이다. 명사로 쓰였을 때 

본의인 ‘허리’84)와 그로부터 파생된 ‘요령, 관건’을 나타낸다. 이 시기 ‘要’의 동사

의미였던 ‘약속하다’와 관련이 있는 ‘약속’의 의미도 명사로 쓰였다. 동사로 사용

된 경우 대부분 본의인 ‘허리’와 관련된 동작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허리에 묶

다’, ‘중간 부위에서 자르다’ 등이 있다. 또한 본의에서 확장된 ‘가로막다’, ‘협박하

다’, ‘구하다’, ‘요구하다’, ‘초청하다’, ‘약속하다’ 등도 동사로 쓰였다. 형용사로 쓰

인 경우 본의에서 파생된 ‘관건적인(결정적인)’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로 쓰인 

辨略≫, ≪词诠≫에서도 예문 (13)의 ‘要’를 ‘总举之辞’라고 풀이하였다. 이상의 분석에 따
라, 王誠(2015)은 예문 (12), (13)의 ‘要’를 ‘어쨌든, 결국’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주
장하였다.

84) 許愼≪설문해자≫에 따르면, “ ‘要’는 신체의 중간 부위이다(要，身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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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어쨌든, 결국’ 의미를 나타낸다.85) 이 시기에 ‘要’가 부사로 사용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14) 吾要且死，子腸亦且寸絕。 (西漢 ≪戰國策≫)

나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대의 장(腸) 역시 한 마디, 한 마디 잘려질 

것이다.

(15) 或 沒衛，或 飲羽，羽則衛， 不同耳，要取以寢石似虎、兕，畏懼加

精， 之入深也。 (東漢 ≪論衡≫)

어떤 사람은 “화살 끝부분에 있는 깃털(衛)을 (돌 안으로) 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깃털(羽)을 (돌이) 먹어 버렸다”라고 

말한다. 깃털(羽)이 곧 깃털(衛)이니, 말만 다를 뿐이다. 어쨌든 땅에 엎드

리는 돌이 보기에 호랑이나 코뿔소와 비슷해 (그 사람이) 무서워서 힘을 

더 집중하여 화살을 돌 안으로 쏘았다.

한편, 盧卓群(1997:46)에 따르면, 한대에 ‘반드시 ~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가 출현했으며 예문 (12), (13)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예

문에서 ‘要’는 부사 ‘어쨌든’의 의미로 쓰였다(2.1.1.2). 馬貝加(2014:865-867)는 한대

에 이미 ‘要’가 인식양태(‘가능성’, ‘필연성’), 당위양태와 의지양태 용법으로 사용

되었다고 하였다. 인식양태에 관한 예문은 (12), (13)이고 당위양태와 의지양태의 

예문은 각각 (16), (17)과 같다.

(16) 明歲即驗之，有驗，然尚未精也。要事之三年所，即嘗已為人治，診病決

死生，有驗，精良。86) (西漢 ≪史記⋅扁鵲倉公列傳≫)

다음 해 (이를) 실천해 효과가 있음은 검증되었지만 의술이 아직 뛰어나

지 않아서 삼 년 동안 배운 후에 사람을 위해 치료를 시도하였다. 병을 

진단하니 치료 효과도 있었고 의술도 좋아졌다.

(17) 要以功見 信，俠客之義又曷可 哉！87) (西漢 ≪史記⋅遊俠列傳≫)

공업을 현현하고 말한 것은 꼭 실천하는 것을 약속하려면 협객(俠客)의 

85) 이상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각 의미의 인신 과정은 盧卓群(1997:45), 馬貝加(2002:84), 

李明(2001[2016]):75-7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는 이 용법들이 要미래의 생성과 직접 관

계가 없어서 상술하지 않는다.

86) 馬貝加(2014:866)에서 재인용.

87) 馬貝加(2014:86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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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는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

王誠(2015:156-157)은 상하문(上下文)에 근거해 예문 (16)의 ‘要’는 ‘합하여’, ‘모

두’를 나타내는 부사이고88) 예문 (17)의 ‘要’는 ‘약속하다’, ‘기대하다’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였다.89) 

鄭敏(2013:81)과 박성하(2015:149) 역시 한대에 이미 의지양태를 나타내는 ‘要’가 

출현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鄭敏(2013)에서 제시한 예문은 한대의 자료가 아닌 

≪搜神記≫와 ≪玄怪 ≫이다. 다음은 박성하(2015)에서 가져온 예문이다.

(18) 趙衰既反晉，晉之妻固要迎翟妻。90) (西漢 ≪史記⋅趙世家≫)

趙衰가 진나라로 돌아왔는데, 진나라에 있는 처는 (趙衰에게) 翟91)에서 

결혼한 처를 데려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위의 용례에 대해 李明(2001[2016])92)은 “要迎翟妻”의 의미는 ‘要求(赵衰)迎接翟

妻’이며 ‘赵衰’가 생략되기 때문에, ‘要’가 동사 ‘迎’의 앞에 위치한다고 설명하였

다. 즉, 여기서 ‘要’는 양태조동사로 변천되는 통사적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여전

히 ‘요구하다’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본 것인데, 본고 역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

한대 자료에 대한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이 시기에 ‘要’가 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쓰였으며 양태의미의 조동사 용법은 출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1.2.2 육조(六朝) 시기

육조 시기 ‘要’의 가장 큰 변화는 ‘~하고 싶다’와 ‘~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조동

사 용법이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88) 王誠(2015)은 이 문장이 ‘몇 년간 의학을 배웠는가’라는 황제의 질문에 대해 淳於意이 답
변하면서 과거 사실을 서술한 것이므로, ‘要’를 의무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지적하였다. 

89) 예문 (17)에서 ‘要’를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해석하면 앞 절은 술어동사가 결여되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90) 박성하(2015:150)에서 재인용.

91) ‘翟’는 지역명이다.

92) 李明(2001[2016]):1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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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潁川荀愷，宣帝外孫，世祖姑子，自負貴戚，要 茂交。茂拒而不答，由

是見怒。 (六朝 ≪三國志⋅裴松之注≫)

潁川의 荀愷는 宣帝(司馬懿)의 외손자이며 世祖(司馬炎)의 고모의 아들이

다. 그는 자신을 귀족으로 여기고 武茂와 사귀고 싶어 했다. (하지만) 武

茂는 거절하며 응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荀愷의 노여움을 샀다. 

(20) 其人聞已，便大歡喜：“願但教我。雖當自害，要望傷彼。”

(六朝 ≪百喻經≫)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

오. 저 자신을 해하게 되더라도 그를 꼭 해하고 싶습니다.”

(21) 中年聊於東田閑營 園 ，非在播藝以要利人，正欲穿池種樹， 寄情

賞。 (六朝 ≪梁書⋅徐勉傳≫)

중년 시기에 여유 시간을 이용해 동쪽 밭에 작은 화원을 만든 것은 이익

을 얻기 위해 (나무나 화초를) 심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은 것이었다.

(22) (母)曰：“诚是才 ，其地可遗，然要令我见。” (六朝 ≪世说新语≫)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정말 재능이 있는 분이면 가문은 보지 않

아도 되지만 반드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봐야 겠다.”

(23) 答 ：“我 良藥, 能使即大。但今卒無，方 求索。比得藥 ，王要莫

看。待 藥已，然後示王。” (六朝 ≪百喻經≫)

대답하기를, “내가 (그녀에게) 좋은 약을 주면 바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지금은 급작스러워서 약이 없지만 약을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약을 구하기 전에 왕께서는 그녀를 보지 마시고, 그녀에게 약을 준 후에 

왕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4) 今秋取訖，至來年更不 種，自旅生也。唯 鋤之。如此，得四年不要種

之，皆餘根自出矣。 (六朝 ≪齊民要術≫)

올해 가을에 수확이 끝난 후에는 내년까지 다시 심을 필요가 없다. 숙근

은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괭이로 김매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일만 필요

하다. 이렇게 연속해서 4년 동안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된다. 모두 남은 뿌

리에서 싹이 돋아난다.

예문 (19~21)은 ‘~하고 싶다’의 의미로 동적양태의 ‘의지’ 용법인 要의지에 해당하

고, 예문 (22~24)는 ‘~해야 하다’의 의미로 당위양태의 ‘의무’ 용법인 要의무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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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 要의지의 출현

李明(2001[2016])93)은 要의지가 ‘약속하다, 초청하다, 요구하다’ 등의 의미에서 파

생된 것이며, ‘약속하다, 초청하다, 요구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가 VP와 인접했

을 때, 조동사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要의지의 출현 시기가 당대(唐代)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王誠(2015:159-160)은 要의지의 출현 시기가 육조의 동

진(東晋) 시기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要’가 의지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欲’과 

함께 쓰이면서 ‘欲’의 영향으로 이러한 용법이 생긴 것으로 추론하였다.

본고는 要의지의 변천과정에 대한 李明(2001[2016])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NP₁
要求/约请NP₂做某事94)’를 나타내는 ‘NP₁+要+NP₂+VP’ 구조에서 ‘NP₂’는 특정한 

문맥의 영향으로 생략이 가능할 경우 ‘要’는 VP와 직접 인접하게 되고, 이로부터 

동사 ‘要’가 조동사로 변화할 수 있는 통사적 환경이 마련된다. 다음에서 육조 시

기의 용례를 살펴보자.

(25) 義宣屢 玄謨書要令降。 (六朝 ≪宋書⋅卷68≫)

義宣이 여러 번에 걸쳐 玄謨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에게 항복을 요구하였다. 

義宣이 여러 번에 걸쳐 玄謨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가 항복하기를 원하였다.

(26) (石苞)甘露中入朝，當還，辭高貴 公(曹髦)，留中盡日。文王遣人要令

過。文王問苞：“何淹留也？”苞曰：“非常人也。”

(六朝 ≪三國志⋅裴松之注≫)

(石苞)가 甘露년간에 조정에 들어갔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가 고

별하러 高貴 公(曹髦)에게 찾아가는데 거기서 하루 동안 머물게 되었다. 

문왕이 사람을 파견해 그를 자기 쪽으로 오도록 요청하였다. 문왕이 石苞

에게 “왜 그렇게 계속 머물렀는가?”라고 묻자 石苞은 “(高貴 公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石苞)가 甘露년간에 조정에 들어갔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가 고별

하러 高貴 公(曹髦)에게 찾아가는데 거기서 하루 동안 머물렀다. 문왕은 

사람을 파견했고 그가 자기 쪽으로 오기를 원하였다. 문왕이 石苞이게 

“왜 그렇게 계속 머물었는가?”라고 묻자 石苞은 “(高貴 公은) 보통 사람

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93) 李明(2001[2016]):177-178 참조.

94) NP₁가 NP₂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다/약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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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25)는 ‘义宣要求、命令玄谟投降’(요구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义宣想要

命令玄谟投降’(원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문 (26)에서 ‘要令过’ 역시 ‘要’는 

‘요청하다, 요구하다’의 의미로 해석해서 ‘(文王)约请(石苞)让(石苞)过来’를 나타낼 

수도 있고, ‘원하다’의 의미로 해석하여 ‘(文王)想要让(石苞)过来’로 나타낼 수도 있

다.95)

‘要+VP’구조의 출현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사 ‘要’는 이러한 통사 환경에서 조

동사로 재분석되었다. 그러나 李明(2001[2016])은 재분석이 발생한 외재적 요인인 

통사 조건만을 강조하였을 뿐 내재적인 의미 요인을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로, ‘요

구하다, 요청하다’ 등 의미는 그 자체에 의지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사 조건에서 쉽게 의지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변화할 수 있다.

한편, 王誠(2015:159-160)은 要의지의 생성은 ‘要’와 ‘欲’가 결합해 사용되면서 ‘要’

가 ‘欲’의 영향으로 의지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용법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한(東漢) 시기의 불경 번역과 한대의 경서에 달았던 주석은 한대에 실제 사용했

던 언어가 잘 반영되어 있는데, 王誠(2015:159)은 이들 문헌에 ‘要欲’가 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육조, 당오대 자료에 출현하는 ‘要

欲’은 동일 시기에 사용했던 ‘要當’，‘要 ’에 비해 출현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다. 육조 시기의 CCL코퍼스에서 본고가 발견한 의지의미를 나타내는 ‘要欲’의 용

례는 단 하나 뿐인데 비해96), ‘要當’, ‘要 ’는 각각 20개와 15개의 용례를 발견하

였다. 따라서 ‘要’와 ‘欲’의 결합은 그 당시 어휘 쌍음절화의 배경아래 동일한 의미

를 나타내는 두 어휘가 결합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합 양상은 ‘要’가 

당시 조동사로 쓰이던 ‘欲’과 유사한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시켰을 것이

다. 그러나 본고가 분석한 코퍼스의 언어자료에 의하면 그들의 결합 사용된 빈도

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要의지는 주로 ‘要+VP’ 구조

에서 ‘요구하다’, ‘요청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가 조동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要의지의 출현 시기에 대해 본고는 王誠(2015:159-160)의 관점, 즉, 要의지는 육조 

시기에 이미 출현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위의 예문 (19~21)이 이에 속이다. 예문 

(19)에서 ‘要’와 ‘ 茂交’의 행위자는 모두 ‘荀愷’이고, 예문 (20)에서 ‘要’와 ‘望傷

95) ‘令’은 한대에 이미 ‘~하게 하다’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古代漢語虛詞詞典≫(352쪽)에 
따르면, ‘有复 令長安君為質 ， 夫必唾其面’(西漢劉向 ≪戰國策⋅趙策四≫)에 있는 
‘令’은 ‘~하게 하다’를 나타낸다.

96) 이 시기에 ‘要欲’의 다른 하나의 용례는 ‘~해야 한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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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의 행위자는 ‘其人’이다. 예문 (21)에서 ‘要利人’은 ‘我要 園利人’로 해석하지

만, ‘ 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利人’의 행위자는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러한 예문에는 행위자 NP₂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P₁이 NP₂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을 요구하다/요청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주어 자체가 소망한다는 것으로 해

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의 ‘要’는 의지의미를 나타내는 양태조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要의지의 용례는 육조 시기에 이미 출현했고, 그의 기원은 ‘요구하다/

요청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이다. 이러한 변화의 내재적 요인은 ‘요구하다/요청

하다’의미에 의지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외재적 요인은 ‘要+VP’ 구조의 

고빈도 출현이 동사 ‘要’를 조동사로 변화를 촉진시켰을 것이다. 이 시기의 용례에

서 要의지의 부정형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2.1.2.2.2 要의무의 출현

李明(2001[2016])97)과 王誠(2015:158-160)은 要의무가 ‘어쨌든, 결국’ 의미를 나타

내는 부사에서 기원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천 요인에 대해 李明(2001[2016])은 

주로 내재적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즉, 부사 ‘要’가 나타내는 ‘~해야 하다’의 의미

와 접한 관련된다는 것이다. 반면, 王誠은 주로 외재적 요인에 대해 강조하였는

데, ‘要’가 ‘當, ’와 결합 사용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要’의 의미가 점차 

‘當, ’에 유추되어 유사하게 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李明(2001[2016])과 王誠

(2015)의 논의는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고는 이러한 변천과정에 대

해 세 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대에 단독으로 사용되던 부사 ‘要’의 용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용법으로 나

눌 수 있다.

(A) 발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전시적 현상에 대

해 총괄하거나 귀납한다. 앞에 제시한 예문 (12)가 이에 속한다.

97) 李明(2001[2016]):7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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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人生要死，何為苦心！98) (東漢 ≪漢書⋅武五子傳≫)

사람은 결국 죽는데, 어째서 이렇게 고심을 하는가!

(B) 발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 

또는 과거부터 발화시간까지 지속된 일에 대해 총괄이나 귀납을 한다. 앞에 제시

한 예문 (15)가 이에 속한다.

(15’) 或 沒衛，或 飲羽，羽則衛， 不同耳，要取以寢石似虎、兕，畏懼加

精， 之入深也。 (東漢 ≪論衡≫)

어떤 사람은 “화살 끝부분에 있는 깃털(衛)을 (돌 안으로) 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깃털(羽)을 (돌이) 먹어 버렸다”라

고 말한다. 깃털(羽)이 곧 깃털(衛)이니, 말만 다를 뿐이다. 어쨌든 땅에 

엎드리는 돌이 보기에 호랑이나 코뿔소와 비슷해 (그 사람이) 무서워서 

힘을 더 집중하여 화살을 돌 안으로 쏘았다.

(C) 발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시간에 발생할 어

떤 일에 대해 귀납적인 예측을 한다. 앞에 제시한 예문 (13), (14)가 이에 속한다.

(13’) 相 曰：“西域諸國頗背叛，匈奴欲大侵，要死。可殺校 ， 人眾降匈

奴。”99) (東漢 ≪漢書⋅西域傳下≫)

(陳良 등이) 상의하였다. “서역의 국가들은 배반을 도모하고 흉노는 침략

하려 하니,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校 를 죽여 부하들을 

이끌고 흉노에게 항복하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 吾要且死，子腸亦且寸絕。 (西漢 ≪戰國策≫)

나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대의 장(腸) 역시 한 마디, 한 마디 잘려질 

것이다.

다음에서 예문 (27~30)은 육조 시기에 쓰인 용례이다. 여기서 (27)은 (A)에 속하

고, (28~29)는 (B)에 속하며, (30)은 (C)에서 속한다.100)

 98) 馬貝加(2002:81)에서 재인용.

 99) 馬貝加(2002:81)에서 재인용.

100) 일부 연구는 ‘要’의 용법(C)가 필연성을 나타내며 인식양태 용법(要필연)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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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夫自古讒謗之，聖賢不免，然致謗來，要有由趣。
(六朝 謝靈運 ≪詣闕上表≫)

옛 부터 성현도 모독과 비방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비방

을 받는 것에는 결국 이유가 있을 것이다.

(28) 臣松之以為張魯雖有善心, 要為敗而後降，今乃寵以萬戶，五子皆 侯，過

矣。 (六朝 ≪三國志⋅裴松之注 ≫)

제(松之) 생각엔 張魯가 선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는 어쨌든 패배한 후에 

강등된 사감이다. 지금 만호(萬戶)로 그를 총애하고 그의 다섯 명의 아들 

모두를 제후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29) 祥曰：“相國位勢，誠為 貴，然要是魏之宰相，吾等魏之三公。”

(六朝 ≪三國志⋅裴松之注 ≫)

王祥이 말하길, “상국의 지위가 매우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위나

라의 재상이다. (반면) 우리는 위나라의 삼공이다.”

(30) 孫 公作天臺賦成，以示範榮期，云：“卿試擲地，要作金石聲。”

(六朝 ≪世說新語≫)

孫 公이 ≪天臺賦≫를 다 작성한 후에, 範榮期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였

다. “이것을 바닥에 던져 보시죠, 분명 금석(金石)의 소리가 날 것이오.”

부사 ‘要’의 세 가지의 용법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총괄 또는 귀납과 관

련된다. 이러한 총괄이나 귀납은 ‘일반적으로 이 일은 이렇게 발생했다 또는 이렇

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要의무는 어떠한 일을 꼭 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야 하는 행위 또는 발화시

간 후에 일어날 행위’를 가리킨다. 이처럼 ‘어쨌든, 결국’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要’와 의무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는 의미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재적 의미 요인 외에 외재적 요인 역시 중요하다. 이 시기의 부사 ‘要’

는 실제로 ‘~해야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當, ’와 결합해 사용하는 용례가 

다량으로 출현하였다. 본고가 분석한 육조 시기 CCL코퍼스를 살펴보면, ‘要 ’과 

‘要當’의 용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중 ‘要 ’는 15개의 용례가 있고, ‘當’이 ‘~

해야 하다’ 의미를 나타내는 ‘要當’의 용례도 20개가 있다.101) 통사적 측면에서, 이

이에 대해 2.1.2.2.3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01) 육조 시기의 ‘當’은 추측의 기능도 있어서 ‘要當’은 ‘~해야 하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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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고빈도의 결합 사용은 ‘要’의 의미가 ‘當, ’와 같은 의미로 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며, 이를 통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역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용례는 최초 [要+(當/

+VP)]로 쓰였으며, 이러한 구조의 출현빈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당시 어휘 쌍음

절화의 영향을 받아 [(要+當/ )+VP]로 재분석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사 

‘要’의 의미는 ‘當, ’의 의미로 인해 원래의 ‘어쨌든, 결국’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해야 하다’ 의미를 획득했으며, 최종적으로 이 의미를 단독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 용법이 생성된 것이다. 다음은 육조 시기의 ‘要當’과 ‘要 ’의 용례이다. 그 

가운데 일부 용례의 경우 ‘要’가 여전히 ‘어쨌든, 결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1) 潘云：“可作耳，要當得君意。” (六朝 ≪世說新語≫)

潘岳이 말하길, “전 써 줄 수는 있습니다만, 당신의 생각을 어쨌든 알아야 

해요.”

(32) 而時愚人聞此語已, 即自思念：“若不得留，要當葬 ， 更殺一子，停擔

兩頭，乃可勝致。” (六朝 ≪百喻經≫)

이 때 그 우둔한 자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약 그

냥 놔둘 수 없고 결국 매장해야 한다면, 다른 아들도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양쪽이 균형을 잡을 수 있어 묘지에 잘 도착할 수 있다.”

(33) 三日視之，要 通得黃為可。 (六朝 ≪齊民要術⋅卷八≫)

삼 일 동안 살펴 본 후, 콩은 전부 다 노란색이 되어야 한다.

(34) 骨 一宿便盡，大 不過再宿。然要 數看，恐骨盡便傷好處。
(六朝 ≪齊民要術⋅卷六≫) 

부골이 작은 경우 하룻밤 지나면 바로 없어지고, 부골이 큰 경우에도 이

틀 밤을 넘길 수 없다. 다만, 자주 살펴보아야 하는데, 부골이 없어지면서 

괜찮았던 부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要의무의 부정형식에 대해, 李明(2001[2016])102)은 육조 시기에 ‘필요치 않다’를 

나타내는 ‘不要’가 이미 존재했다고 하였다.103) 본고 역시 이에 동의한다. 앞에 제

측의미도 표현할 수 있다.

102) 李明(2001[2016]):81-82 참조.

103) 要의무가 나타내는 의미 ‘~해야 하다’는 ‘~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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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예문 (24)가 이러한 예이다. 

(24’) 今秋取訖，至來年更不 種，自旅生也。唯 鋤之。如此，得四年不要種

之，皆餘根自出矣。 (六朝 ≪齊民要術≫)

올해 가을에 수확이 끝난 후 내년까지 다시 심을 필요가 없다. 숙근은 자

연스럽게 자라나니, 괭이로 김매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일만 필요하다. 

이렇게 연속해서 4년 동안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된다. 모두 남은 뿌리에서 

싹이 돋아난다.

육조 시기에 ‘~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양태조동사 ‘要’가 출현했으며 그의 기원

은 ‘어쨌든, 결국’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要’이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부사 ‘要’와 要의무는 의미적으로 관련

되며, 다른 하나는 부사 ‘要’와 ‘~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當, ’가 통사적으로 인

접해 자주 결합되어 사용되었고, 쌍음절화에 따라 하나의 단어로 재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사 ‘要’가 ‘~해야 하다’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점

차 조동사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성하(2015:189)는 要의무가 일부는 要의지에서 나오고 일

부는 ‘요구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로부터 연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조사한 육조 시기 자료에서 要의지와 要의무가 중첩되는 용례를 찾지 못했으며 ‘요구

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와 要의무가 중첩되는 용례 역시 찾지 못하였다. 

2.1.2.2.3 要필연의 용법과 출현 

한대와 육조 시기에 부사 ‘要’가 미래의 사건에 대해 예측적인 총괄이나 귀납을 

하는 용법은 앞에 제시한 예문 (13), (14), (30)에서 볼 수 있다. 

(13’) 相 曰：“西域諸國頗背叛，匈奴欲大侵，要死。可殺校 ， 人眾降匈

奴。”104) (東漢 ≪漢書⋅西域傳下≫)

(陳良 등이) 상의하였다. “서역의 국가들은 배반을 도모하고 흉노는 침략

부정형식은 ‘~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04) 馬貝加(2002: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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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하니,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校 를 죽여 부하들을 

이끌고 흉노에게 항복하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 吾要且死，子腸亦且寸絕。 (西漢 ≪戰國策≫)

나는 결국 죽을 것이고 당시의 장(腸) 역시 한 마디, 한 마디 잘라 버릴 

것이다.

(30’) 孫 公作天臺賦成，以示範榮期，云：“卿試擲地，要作金石聲。”

(六朝 ≪世說新語≫)

孫 公이 ≪天臺賦≫를 다 작성한 후에, 範榮期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였

다. “이것을 바닥에 던져 보시죠, 분명 금석(金石)의 소리가 날 것이오.”

이러한 총괄이나 귀납은 발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바탕으로 진행

된다. 馬貝加(2014:865-868), 王誠(2015:153)는 예문 (30)에 있는 ‘要’를 미래에 대한 

필연성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용법은 인식양태에 속한다고 하였다. 본고의 조사에 

의하면, 육조 시기에 이러한 ‘要’의 용례는 한 개만 찾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법은 매우 보기 드문 것임을 알 수 있다.105)

동시대의 자료에서, ‘要’가 추측의 기능을 담당했던 ‘應’ 또는 ‘當’과 결합해 미

래의 사건에 대해 추측을 나타내는 용례를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

문을 살펴보자.

(35) 且此人不死，要應顯達為魏，竟是誰乎？ (六朝 ≪三國志⋅裴松之注≫)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죽지 않았으면, 결국 위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인데, 도대체 누구였을까?

(36) 軍 守曠日，袁紹要當自 ；自 之後，四方之眾必複可合也。106)

(六朝 ≪三國志⋅魏志⋅公孫瓚傳≫)

장군님이 계속 지키시면 袁紹가 결국 스스로 철수할 것입니다. 스스로 철

수한다면, 사방에 있는 (우리의) 부하들이 분명히 다시 모일 것입니다.

본고는 위의 예문에서 ‘要’는 부사이며,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은 ‘應’과 ‘當’

이라고 생각한다. 예문 (30')에서 ‘要’의 용법은 ‘應’과 ‘當’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

로 판단된다. 즉, 부사 ‘要’가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應, 當’과 빈번하게 결합하면서 

105) 李明(2001[2016]):78 역시 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106) 李明(2001[2016]):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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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의미에 동화(同化)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미래에 대한 추측

을 나타내는 성분 ‘應, 當’이 존재했고, ‘ ’ 역시 새로 출현했기 때문에107) ‘要’의 

미래에 대한 추측의미가 ‘会’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08)

이 시기에 이러한 용법은 드물었고 부사 ‘要’의 용법으로 귀속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육조 시기에 필연성을 나타내는 ‘要’(인식양태 용법)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육조 시기 ‘要’는 要의지와 要의무의 양태용법이 출현하였다. 要의지는 

‘요구하다/요청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에서 연원하며, 要의무는 ‘어쨌든, 결국’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要’에서 연원한다. 일부 연구에서 이 시기에 필연성을 나타

내는 인식양태 용법이 출현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要’는 부사 ‘要’에 포함될 수 있는 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육조 시기 자료에서 

要의지와 要의무가 중첩하는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여자-내재적인 要

의지와 참여자-외재적인 要의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2.1.2.3 당오 (唐五代) 시기

당오대 시기에 要의지와 要의무는 다수 출현한다. 본 절에서는 이 시기 새로 출현

한 용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2.3.1 要의지

당오대 시기에는 要의지가 1인칭의 서술문과 2인칭의 의문문에 출현하여 부정형

식을 구성하게 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7) 皇帝怪云：朕只許一座具地，此僧敷一座具遍滿五台，大奇！朕不要共住

此處。 (唐 ≪入唐求法≫)

황제가 의아해 하며 말하였다. “나는 방석 하나 정도의 땅을 허가해 주었

는데, 이 스님이 깔은 방석은 오대산을 덮었구나. 참으로 괴이하다! 짐은 

107) 이 시기에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 ’에 대한 분석은 3.1.3.1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08) 육조 시기 ‘要’의 이러한 용법이 간혹 발견되었지만, 당오대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
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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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님과 함께 여기에 살고 싶지 않구나.”

(38) 鼎又云：“既至此，豈不要見當家簿書？” (唐 ≪野朝僉載≫)

韋鼎이 또한 말하였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자신에 관한 문서

를 보고 싶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李明(2001[2016])109)은 당오대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要’를 두 부류로 구분해 분

석하였다. 하나는 주어가 의지만 나타내고 실제로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다

른 하나는 주어가 동작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용법이 미

래를 나타내는 ‘要’와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에서 이 두 가지 용법의 

예문을 살펴보자.

(39) 師曰：“既從祖師處來，又要見 僧作甚麽？”

(唐 ≪筠州洞山悟本禪師語 ≫)

사부님이 말하길, “祖師님이 계시는 곳에서 왔는데도 왜 또 나를 만나고 

싶은가?”

(40) 淨能曰：“我要歸大羅宮去。來日匆匆，不及辭皇帝。”

(五代 ≪敦煌變文選≫)

淨能이 말하길, “저는 大羅宮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급히 오는 바

람에 폐하께 작별을 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문 (40)에서, ‘歸大羅宮去’는 淨能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예문은 1.2.1.2에서 언급한 의도류 미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시기의 要의지 용례

는 단순한 의지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도류 미래에 사용되는 용

례도 일부 출현하였다. 이러한 용법의 본격적인 출현은 ‘要’가 미래문법형태로 변

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1.2.3.2 要의무

이 시기에는 ‘~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要의무의 새로운 부정형식이 출현한다. 기

존에 존재했던 ‘필요치 않다’를 나타낸 용례 외에 ‘~하지 말라’를 나타내는 용례가 

109) 李明(2001[2016]):178-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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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한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1) 弟曰：“汝不要惆悵，沉沒舡舫，極是閑耳。吾已得龍王如意寶珠。” 

(五代 ≪敦煌變文集新書≫)

잠시 후, 동생에게 말하였다. “슬퍼하지 말아라. 배가 침몰한 것은 별일이 

아니다. 나는 이미 용왕의 여의보주를 얻었다.”

위에서 ‘필요치 않다’를 나타내는 ‘不要’가 명령문에서 쓰이면 ‘~하지 말라’와 

같은 화용적 의미로 확장된다. 이러한 용법은 오대(五代)에 이르러 다량으로 출현

했으며 현대중국어에서도 쓰이고 있다.110) 사실상,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할 필요

가 없다고 알려주는 것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

과 다름없다. 필요성을 부정하여 권고와 금지를 나타내는 방식은 직접적인 명령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예의 원칙과 부합한다. 

정리하자면, 당오대 시기에 要의지와 要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용법이다. 要의지는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주어가 1인칭 혹은 2인칭인 문장에서 부정형식으로 자주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要의지가 의도류 미래에 사용된 일부 용례가 출현

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용례는 적고, 여전히 의지의미를 수반하고 있지만, 이는 

‘要’가 미래 용법으로 변천해 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밖에, 이 시기에 要의무의 

부정형식으로 ‘~하지 말라’를 나타내는 용법이 출현하였다. 

2.1.2.4 송원(宋元) 시기

본고에 의하면111), 이 시기, 要의지와 要의무가 ‘要’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

며, 새로운 용법도 일부 출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는 용법이 要미래이다. 

110) ≪現代漢語詞典(제6판)≫(2013:112)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의 ‘不要’는 ‘권고와 금지’를 표
현하는 부사로서 하나의 어휘로 볼 수 있다.

111) CCL코퍼스 자료에서 송대의 자료는 매우 방대한 편이다. 시간과 분량상의 제약으로, 본
고는 일부만을 고찰하였다. 북송(北宋) 시기의 자료 중, ≪朱子語類≫에서 ‘要’의 용례가 
약 3,000개이며, 본고는 그 가운데 약 1/2의 용례를 무작위로 선택하였고, 이 시기의 화
본(話本) 부분은 모든 용례를 선택하였다. 남송 시기의 자료 중에는, 불교어록인 ≪五燈

元≫, 詩詞 부분, 화본(話本) 부분의 모든 용례를 선택하였다. 송대 자료에 비해 원대
의 자료는 그 규모가 비교적으로 작은 편이다. 따라서 CCL코퍼스 자료 이외에 본고는 
≪原本老乞大≫도 추가적으로 함께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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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송원 시기 ‘要’의 의지, 의무 그리고 미래 용법에 관해 차례로 분석하

고자 한다.

2.1.2.4.1 要의지

앞서 서술했던 당오대 시기의 要의지는 의도류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이 일부 발

현됨으로써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송원 시기의 要의지 역시 

이러한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다음의 몇 가지의 측면을 통해 이러한 경

향성을 살펴 볼 수 있다.

(A) 의도류 미래에 사용되는 용법이 자주 출현하였다. 

(42) 成都嘗有一通判要反，已自 府中都吏客 皆有 了。
(北宋 ≪朱子語類≫)

成都에서 한 通判이 모반을 하고자 하여, 그는 이미 관청의 관리, 문객, 

장교들과 거사를 꾀하였다. 

(43) 趙正道∶“師父，我要上東京閑走一遭。” (南宋 ≪話本選集1≫)

趙正이 말하였다. “사부님, 저는 東京에 한 번 가려고 합니다.”

(44) 且說張狼, 進得房就脫衣服, 正要上床，被翠蓮喝一聲。
(南宋 ≪話本選集1≫)

한편, 張狼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려고 했는

데, 때마침 翠蓮이 고함을 쳤다.

예문 (43)이 당오대 시기에 존재했던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진술하는 용법이

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예문 (42), (44)처럼 발화자가 제3자의 의도를 진술하는 

용법이 출현하였다. 후자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을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발

화자가 사건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진술자로서 제3자의 의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

은 자연스럽다.

(B) 이 시기에 대화에서 사용한 일부 要의지의 용례는 예측의미로 볼 수 있다. 즉, 

발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따라 어떤 일이 장차 발생할 것을 예측한

다는 것이다.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 60 -

(45) 趙正道∶“可耐王遵、馬翰，定要加添賞錢，緝獲我們。”

(南宋 ≪話本選集1≫)

趙正이 말하였다. “원망스러운 것은 王遵, 馬翰이 틀림없이 우리를 잡으

려고 상금을 추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46) 恐沈 官人要來移取父親靈柩， 夫 此軸懸掛在中 。
(元 ≪元代話本選集≫)

이 늙은이는 沈씨 도령님이 혹시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러 올까 봐, 

이 서예 작품을 중당에다 걸었습니다.

(47) 娘子道∶“你說捉得，只怕你見了要走。” (元 ≪元代話本選集≫)

白娘子가 말하였다. “당신은 (뱀을) 잡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아마도 (그

것을) 보면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용법에서 발화자는 ‘要+VP’의 주어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2.1.1.1.3에

서 언급했듯이, Ziejeler(2006:25)는 ‘의도의미가 예측의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

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 용법

에서 ‘예측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발화행위의 전

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주어가 사전에 발화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발화자가 이러한 의도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예

측을 나타내는 ‘要’의 용례를 통해 Ziejeler(2006)의 관점을 반박하고자 한다. 사전

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발화자

가 상태방의 의도에 대해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문 (45~47)은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성분(‘定 틀림없이’, ‘恐 아마도’, ‘只怕 아마’)이 함께 쓰였다. 이러한 발

화 환경은 ‘要+VP’의 주어가 장차 실현할 행위에 대해 발화자가 사전에 그러한 행

위를 추측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발화 환경이 발화자

와 ‘要+VP’의 주어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의도의미가 예측의미로 발전하기 위한 

화용적 조건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C) 이 시기에는 要의지가 확정류 미래 사건에 출현하는 용례도 발견된다. 이 경

우 이들이 미래 사건의 하위 분류인 확정류 미래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문맥에 따

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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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旁有一人問曰：“此何為 ？”神人曰：“要葬太學之士。”

(北宋 ≪靖康紀聞≫)

옆에서 한 사람이 물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神人이 말하였

다. “太學生을 매장할 것이오.”

위의 (48)에서 “神人”은 太學에서 역병이 발생할 것이고, 많은 太學生이 역병 때

문에 병사하고 매장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문맥적 정보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사건은 이미 확정된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사건에 쓰이는 ‘要’는 더 이상 의지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송원 시기의 자료에서, 要의지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은 要의지와 要의무가 

중첩되는 용례가 나타난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9) 其家常令妙女繡，忽 個要暫去，請婢鳳樓代繡。 (北宋 ≪太平廣記≫)

崔家는 妙女에게 자수를 하라고 시켰는데, 갑자기 잠시 떠나고 싶다고 말

하였고 하녀 鳳樓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부탁하였다.

崔家는 妙女에게 자수를 하라고 시켰는데, 갑자기 잠시 떠나야 한다고 말

하였고 하녀 鳳樓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부탁하였다.

(50) 歸休去，去歸休。不成人總要 侯。 (南宋 ≪辛棄疾詞≫)

돌아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꼭 제후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

돌아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꼭 제후가 되어야 하

는 건 아니다.

(51) 快些把銀子兌過，我還要連夜趕路。 (元 ≪元代話本選集≫)

빨리 은자를 환전하자. 난 오늘 밤에 길을 떠나고 싶어.

빨리 은자를 환전하자. 난 오늘 밤에 길을 떠나야 해.

위에서 VP를 실행하게 하는 요인이 내재적인 것인지 외재적인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위의 ‘要+VP’는 주어가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 필요에 의해 행위

를 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용례는 비록 要의지와 要의무가 각자 기원

은 다르지만 그 후의 발전 과정에서 내재적 혹은 외재적인 요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두 용법이 교차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van der Auwera & Plungian(1998:94)에 따르면, 언어유형론의 시각에서 참여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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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인 양태(participant-internal modality)가 참여자-외재적인 양태(participant-external 

modality)로 발전할 수 있어서 참여자-내재적인 양태를 나타내는 要의지가 참여자-외

재적인 양태를 나타내는 要의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要의지와 

要의무가 모두 육조 시기에 이미 출현하였고 본고에서 사용하는 역사자료 역시 양

자 간 선후 변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본고는 양자는 발전 과정에서 합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2.1.2.4.2 要의무

要의무의 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총칭적인 의무를 진술한다. 

(ㄴ) 발화자 자신, 청자 또는 제3자가 실행해야 하는 특정한 의무를 진술한다. 본고

는 첫 번째를 ‘총칭적인 要의무’로, 두 번째를 ‘특정적인 要의무’로 부르고자 한다. 다

음에서 예문 (52~54)와 (55~57)은 각각 두 가지 용법에 해당한다.

(52) 諸軍營常 慮有卒急，要設外鋪。 (唐 ≪通典≫)

군영마다 돌발 사건을 고려해 외곽에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

(53) 只教诸人行须缓步，语要低声。何故？ (南宋 ≪五灯会元≫)

걸음은 천천히 걷고 말은 작은 소리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왜 그러

합니까?

(54) 饥来要吃饭，寒到即添衣，困时伸脚睡，热处爱风吹。
(南宋 ≪五灯会元≫)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추워지면 옷을 껴입고, 피곤하면 발을 뻗

어 자고, 더운 곳에 있으면 바람이 부는 것을 좋아한다. 

(55) (母)曰：“诚是才 ，其地可遗，然要令我见。” (六朝 ≪世说新语≫)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재능이 있는 분이면, 가문은 보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봐야 한다.”

(56) 韓徑使人守察院門，云：“黃察院有公事未了，要去理 。”

(北宋 ≪朱子語類≫)

韓徑은 사람을 시켜 察院의 문을 지키도록 한 후 말하였다. “黃察院은 아

직 남은 公事가 있어서 처리하러 가야 한다.”

(57) 只有徐用平昔多曾谏训, 且 爷夫妇都受活命之恩, 叮嘱儿子要出脱他。
(元 ≪元代话本选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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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徐用만이 평상시에 간언을 많이 하였고, 爷 부부도 모두 그분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아들에게 徐用의 죄명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하

였다.

要의무의 두 가지 용법은 서로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용법

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시기에, ‘총칭적인 要의무’는 필요성의미(‘~해야 하다’)에서 

필연성의미로 변화가 나타났다. 즉, ‘총칭적인 要의무’에서 필연성을 나타내는 조동

사 ‘要’(이하 要필연으로 부른다)의 용법이 나타난 것이다. 다음에서 要필연의 예문을 

살펴보자.

(58) 好底詩，便吟詠， 發人之善心；不好底詩，便要起人羞惡之心。
(北宋 ≪朱子語類≫)

좋은 시는 사람의 선량한 마음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시는 사람의 악한 

마음을 일으킨다. 

(59) 偏是醜婦極 管 公，若是一般見識的，便要反目。
(元 ≪元代話本選集≫)

하필이면 못생긴 여자가 남편을 잘 다룬다. 만약 (그 남편이) 아내처럼 굴

면, 틀림없이 반목할 것이다.

(60) 好 千里客，萬里要傳名。 (元 ≪原本 乞大≫)

천 리를 여행하는 나그네를 돌봐주면 그 이름은 만 리에 퍼진다.112)

Heine & Kuteva(2002[2012])113)에 따르면, ‘강제’에서 ‘정도가 높은 가능성’으로

의 발전은 보편적인 변천경로라고 하였다. 유사한 용례로 영어의 ‘must’, 독일어의 

‘müssen’ 등이 있다. Traugott(1989)는 이러한 변천은 의미변화에서 주관화

(subjectification in semantic change)를 반영한다고 하였다.114) Langacker(1998)는 이

러한 변천에 대해 ‘필요성을 나타내는 어휘는 어떤 추진력이 행위자를 행동하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추진력이 발화자를 판단을 하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중에서 두 번째의 의미는 내포되기 때문에 외부로 발

현되지 않지만, 행위자를 행동하게 한다는 의미가 상실되면 발화자의 판단은 구체

112) 정광(2004:144)에서 재인용.

113) Heine & Kuteva(2002[2012]):297-298 참조.

114) Heine & Kuteva(2002:2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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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현된다. 이 경우 양태사가 필연성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115) 

다음에서 실제 용례를 통해 ‘要’의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환경을 살

펴보자.

(61) “思無邪，誠也”，不 說詩。大抵學 思常要無邪，況視聽 動乎？誠是表

裏都恁地實。 (北宋 ≪朱子語類≫)

“생각에 거짓이 없는 것이 성실이다”, 이는 단지 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하물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더 그렇지 않겠는가? 성(誠)은 겉과 안에서 

모두 이렇게 성실하는 것이다.

(62) 饑來要吃飯，寒到即添衣，困時伸腳睡，熱處愛風吹。
(南宋 ≪五燈 元≫)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추워지면 바로 옷을 껴입고, 피곤하면 발

을 뻗어서 자고, 더운 곳에 있으면 바람이 부는 것을 좋아한다. 

위에서 ‘要’는 ‘~해야 하다’로 해석되며 필연성을 나타낸다. 위의 두 예문은 다

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한다. 이들은 상황 S에서, 사회 규칙/약속 혹은 자연 규

칙에 따르는 일 E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상황 S가 나

타나면 일 E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要’는 이러한 환경에서 필연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필요성에서 주관적인 필연성로의 변화하는 것은 

Traugott(1989)가 제기한 주관화 경향의 관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생성되는 과정 

역시 Langacker(1998)의 설명과 일치한다.

예문 (61), (62)를 통해, 필연의미가 생성된 환경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要’는 총칭적인 용법을 나타내며 이러한 용례는 보통 

전시성(omnitemporality)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116) 통사적 측면에서 ‘要’가 조건문

의 주절에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조건문은 넓은 의미로 해석되며, ‘조

건’은 현실 또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포함한다. 따라서 ‘要’가 필요의미에서 필연의

미로 발전한 것은 총칭적인 조건문의 주절에서 화용적 추론을 통해 실현된 것이라

115) 李明(2003[2011]):407에서 재인용.

116) 시간상 과거나 현재(즉, 비미래 시간)를 지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용례는 과거 어떤 기
간에 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관습적인 현상/행위를 진술한다. 비록 이 시기의 
자료에서 이러한 용례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존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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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렇게 생성된 필연성을 나타내는 ‘要’를 ‘총칭적인 要필연’

으로 부른다.

만약 조건문의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 명확한 시간순서가 존재한다면, ‘총칭적인 

要필연’은 후시성을 가지게 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63) 如 人耳重目昏，便是魄漸要散。 (北宋 ≪朱子語類≫) 

만약 노인이 청각이 무뎌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그의 혼이 점점 나갈 것

이다. 

본고는 ‘총칭적인 要필연’ 용법에서 변천된 후시적 용법을 ‘총칭적인 要후시’으로 

부르기로 한다. ‘총칭적인 要후시’는 시간지향에 있어서, 전시적일 수 있고(예문 63), 

과거 또는 현재를 지향할 수도 있다.117) 그 중에서 전시성이 있는 용례는 가설문에

서 자주 출현한다. 가설문은 비실재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 역시 비실재성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나타나는 양자의 공통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는 ‘총

칭적인 要후시’를 ‘곧 ~할 것이다’로 해석해서 미래용법으로 보기도 한다.118) 그러나 

이러한 후시성은 사건의 참조시간이 시간축에서의 위치가 불분명하다. 지금까지 

要미래의 최초 용례로 들은 예문 (3) “爲學極要求把篙處著力。到工夫要斷絶處, 又更

增工夫”에서의 ‘要’ 역시 ‘총칭적인 要후시’에 속한다. ‘총칭적인 要후시’와 달리, 要미

래는 사건의 참조시간이 시간축에서의 위치가 분명하다. 양자가 모두 후시성을 지

니고 있는 반면,119) 시간지향에 있어서 교차하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이 용법들은 

의미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병렬적으로 발전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용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총칭적인 要후시’의 발전이 要미래의 생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전자에서 직접 후자가 나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특정적인 要의무’를 살펴보자고 한다. 이러한 要의무는 발화자 자신, 혹

은 제3자를 향한 특정적인 의무를 나타내며 시간상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要미래

117) 이 시기의 자료에서는 비미래시간을 지향하는 ‘총칭적인 要후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중국어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因为在蒙古的军队里，是没有固定工资的，抢

一点是一点，抢不到，全家都要饿肚子。(왜냐하면, 몽골의 군대에서는 정한 월급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빼앗으며 살아가야 한다. 만약 빼앗지 못하면, 온 가족이 배를 곯릴 것이
다.)” 

118) 李明(2001[2016]):179 참조.

119) 미래성은 실제로 후시성의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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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예문 (56)의 “韓徑使人守察院門，云：‘黃察

院有公事未了，要去理 。”에서, 발화자는 제3자인 ‘黃察院’에 대해 ‘공적 업무를 

처리하러 가야한다’라는 의무를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는 발화자가 ‘黃察院’이 미

래에 어떤 일정 혹은 예정된 일이 있음을 진술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2.1.2.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일부 ‘要’를 의지의미 또는 의

무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要’ 역시 要미래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

를 들어, 예문 (49)의 “其家常令妙女繡，忽 個要暫去，請婢鳳樓代繡”을 보면, 발

화자 ‘妙女’는 자신이 ‘얼마동안 잠시 떠나 있을 것’이라는 의지 혹은 의무를 진술

하였다. 동시에 이 역시 발화자 자신의 의도 혹은 이미 확정한 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 (51) “快些把銀子兌過，我還要連夜趕路。”에서 ‘連夜趕路’ 

역시 발화자의 의도 혹은 확정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의 특정적인 ‘要의무’는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적절한 화용적 환경에서 미래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일부 要의무는 要의지와 중첩되

기 때문에 더욱 쉽게 미래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2.1.2.4.3 要미래

위에서 보듯이, 대부분 연구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要’가 송대에 출현했다고 보

고 있으며, 통사적 측면에서 이러한 용법은 일반적으로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 

혹은 ‘要’ 뒤에 오는 동사가 비자주(非自主)적인 동사인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120)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당오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부 要의지가 미래문법형태로 발

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要미래의 용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는 

송대로 봐야 한다. 사실상, 송대에 이러한 용례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 본고가 조

사한 자료에서 찾은 예문은 다음과 같다.

(64) “不然， 要連累我們，你這裡地方也不得清淨。” (南宋 ≪話本選集1≫)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루될 것이고 자네가 있는 이곳도 편안하지 못 

할 것이다.

120) 馬慶株(1988[2005]):20에 따르면, 자주(自主)적인 동사는 의식적인 동작 행위이며, 비자주
적인 동사는 무의식적인 동작 행위, 변화 혹은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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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左右百歲也要死，和你兩個做一做。 (南宋 ≪話本選集1≫)

어쨌든 백세가 되면 죽을 것이니, 당신 둘과 한 번 해 봅시다.

(66) 又約我明日大戰，戰時又要輸 他。 (南宋 ≪話本選集1≫)

나에게 내일도 대결을 하자고 약속했는데, 내일 대결에서도 역시 그에게 질 

것 같다.

위에서 ‘要’의 주어는 사람이고, ‘要’ 뒤에 있는 동사는 비자주적인 동사이다. 주

어가 사람이 아닌 용례는 일부 연구에서 소수 제시하였지만(예문63), 본고는 이러

한 용례들은 ‘총칭적인 要후시’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현대중국어

의 “看样子，天可能要下雨。”과 같이 주어가 사람이 아니며 미래의 사건에 대해 

예측을 하는 용례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要의지와 要의무는 각각 새로운 변천단계를 거쳤다. 要의지는 의도류 미

래를 표현하는 용례가 많아졌고 예측류 미래와 확정류 미래에 사용되는 용법도 새

로 나타나서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시기 일부 要의지

는 어떤 경우 要의무와 중첩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현상에 대해 본고는 양자가 

병렬적으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유발된 교차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의 ‘총

칭적인 要의무’는 조건문의 주절에 출현하여 필연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要필연은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총칭적이며, 시간상 전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현재의 시

간을 지향한다. 본고는 이러한 용법을 ‘총칭적인 要필연’으로 부를 것이다. 일부의 

‘총칭적인 要필연’은 다시 ‘총칭적인 要후시’로 발전하였다. ‘총칭적인 要후시’는 要미래

와 같이 후시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지향은 다르다. 이 시기의 ‘특정적인 要의무’

는 시간상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부 화용 환경에서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은 일부 要의무가 要의지와 중첩되는 경우에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기에, ‘要’의 주요한 변화는 要미래의 출현이다. 그러나 要미래

의 용례는 많지 않으며 모두 주어가 사람이고 ‘要’ 뒤의 동사가 비자주적인 동사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1.2.5 명청민국(明清民国) 시기

이 시기에 들어서면 CCL코퍼스 자료가 대폭 증가했으며, 본고는 그 중의 일부

를 고찰하였다. 특히 민국 시기 ‘要’의 용법은 현대중국어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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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今情海≫, ≪上古秘史≫에서 각각 200개의 용례를 선택하였다. 일부 특정한 

구조(‘ 要’)의 고찰을 위해 필요에 따라 코퍼스 내에 남은 자료들도 함께 검색하

였다. 이 시기에 사용한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 본고가 고찰한 명청민국 시기의 자료

시기 자 료 

명대
≪警世通 ≫, ≪西遊記≫, ≪三國演義≫, 

≪水滸全傳≫, ≪金 梅≫(崇禎本)

청대
≪二十年目睹之怪現狀(上)≫, ≪兒女英雄傳(上)≫, 

≪七俠五義(上)≫, ≪紅樓夢(上)≫, ≪老殘遊記≫
민국 ≪古今情海≫, ≪上古秘史≫

이 시기에는 ‘要’는 要의지와 要의무 외에 要미래와 要필연 용법이 많이 출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비교 용법과 ‘짐작하다’의미의 조동사 용법(이하 要짐작으로 부

른다), ‘만약’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용법(이하 要만약으로 부른다)도 출현하였

다. 본 절에서는 새롭게 출현한 용법들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2.1.2.5.1 要의지

이 시기에는 要의지가 의도류, 확정류, 예측류 미래를 표현하는 용례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要의지가 의지의미 외에 점차 더 명확한 미래의미를 표현하도록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要의지의 세 가지 용법을 나타낸다.

(67) 秦明勒馬, 厲聲高叫：“北京濫官污吏聽着：多時要打你這城子, 誠恐害了百

姓良民。好好 盧俊義、石秀 過来。” (明 ≪水滸全傳≫)

秦明이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고 큰 소리로 외쳤다. “북경의 탐관오리들

은 잘 들으시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이 도시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다

만 백성들을 해치게 될까 걱정했을 뿐이다. 盧俊義와 石秀를 보내시오.”

(68) “审山贼奸细说，贼人縻蘺领精兵一万，今夜二更要来劫烧粮草，现今伏在

龙门山中。” (明 ≪水滸全傳≫)

“첩자를 심문해보니 (첩자가) 산적 縻蘺가 정예병 만 명을 대리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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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이경에 군량과 마초를 강탈하고 불태우러 올 것이며 지금은 龙门山에 

잠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69) 彭汝礪調任九江，病重 死之際，讓人拿來紙筆，大家都以為他要寫佛經

語，誰知他卻寫了這樣幾句話。 (民國 ≪古今情海≫)

彭汝礪이 九江으로 전임된 후 병이 위중해졌고, 죽기 직전에 종이와 붓을 

가져 오라고 분부했다. 모두들 그가 불경 예찬게(禮讚偈)를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이와 같은 몇 마디를 적었다.

2.1.2.5.2 要의무

송원 시기에 ‘특정적인 要의무’가 미래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이래, 이러한 용례는 

더욱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0) 今日喜得朝廷招安，重見天日之面。早晚要去朝京， 國家出力。
(明 ≪水滸全傳≫)

오늘 다행히 조정의 초무(招撫)를 받아서 다시 광명을 보게 되었다. 조만

간 경성에 가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오늘 다행히 조정의 초무(招撫)를 받아서 다시 광명을 보게 되었다. 조만

간 경성에 가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71) 王婆道：“大官人，如今只有一件事要緊：天明就要入殮，只怕被仵作看出

破綻來怎了？” (明 ≪金瓶梅≫崇禎本)

王婆가 말하였다. “나리, 이제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날

이 밝으면 입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검시관이 결점을 찾아내면 어떠

합니까?”

王婆가 말하였다. “나리, 이제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날

이 밝으면 입관할 겁니다. 다만, 만약 검시관이 결점을 찾아내면 어떠합

니까?”

(72) 劉后見太子生得酷肖天子模樣, 心內暗暗詫異。陳林又奏還要到各宮看視。
(清 ≪七俠五義≫)

劉 황후는 태자가 천자와 몹시 닮은 것을 보고 마음이 이상했다. 陳林은 

또 각 궁에도 가봐야 한다고 상주하였다.

劉 황후는 태자가 천자와 몹시 닮은 것을 보고 마음이 이상했다. 陳林은 

또 각 궁에도 가볼 일정이 잡혀 있다고 상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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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70)에서 ‘要’의 주어는 발화자 또는 발화자를 포함하는 어떤 집단이고, ‘要

+VP’는 발화자 본인의 의무이거나 하고자 의도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121) 예문 

(71)은 발화자가 내일 해야 하는 의무를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발화자

의 상식에 따라 장차 할 일에 대해 예측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예문 (72)에서, 발

화자는 ‘要’의 주어인 ‘陳林’이 해야 하는 일을 진술하였다. 동시에 이 일은 이미 

확정된 스케줄이다.

이 시기, 시간상 미래를 지향하고 특정적인 의무를 나타낼 경우 要의무는 발화자

가 자신의 의무를 진술할 때는 의도류 미래로 이해할 수 있다. 발화자가 타인의 의

무를 진술할 경우 그 의무가 예측 가능한 것이나 사전에 예정된 것일 때, 예측류 

미래나 확정류 미래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용례가 많을수록 일부 ‘특정적인 要의무’

는 점차 미래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래의미의 要의무가 미래의

미의 要의지보다 적은 편이다. 따라서 要의지가 要미래의 더 중요한 기원이라 할 수 있다.

2.1.2.5.3 要미래

이 시기 要미래의 용례에서는 주어가 사람이 아닌 다음과 같은 용례가 많이 발견

되었다.

(73) 酒家道：“客官休只管要飲，這酒端的要醉倒人，沒藥醫。”

(明 ≪水滸全傳≫)

술집 주인이 말하였다. “손님, 마음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술은 정말 

사람을 취하게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습니다.”

(74) 金子說：“今天刮了一天西北風，天陰得沉沉的，恐怕要下雪呢。”

(清 ≪ 殘遊記≫)

金子가 말하였다. “오늘 하루 종일 서북풍이 불었어. 하늘이 어둠침침

하니, 아마도 눈이 내릴 거야.”

(75) 船底已破，水已浸到舱中了，船头亦要沉下去。 (民國 ≪上古秘史≫)

배 밑이 이미 파손되어 배에 물이 들어와서 선수 역시 가라앉게 될 거였다.

121) 이 용례에 있는 ‘要’는 要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문맥에서 

要의지와 要의무는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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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후기에 이르러 要미래는 관형어와 보어에서 사용되는 용례가 출현하였다. 

이는 要미래의 사용범위가 더 커졌고 문법화 정도가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다음

의 예문을 살펴보자. 

(76) 看他那形狀, 眉苦目, 好象就要哭出來的樣子。
(清 ≪二十年目睹之怪現狀≫)

그의 모습을 보면, 수심이 가득한 채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어 금방이라도 

울어 버릴 것만 같았다.

(77) 讀了一天不得上口，急的要哭出來了。 (清 ≪二十年目睹之怪現狀≫)

하루 종일 읽었는데 아직 다 읽지 못하자 마음이 조급해져 울어 버릴 것 

같다.

명청민국 시기에, ‘ ’과 ‘要’가 인접하여 사용되는 용례가 많이 나타났다. 예문 

(78~80)이 이에 속한다. 

(78) 那唐僧已此不認得我， 要吃飯。若低頭聞一聞兒，我就一把撈住，卻不

是我的人了？ (明 ≪西遊記≫)

(그 때) 唐僧은 이미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때마침 (그 사람이) 막 밥을 

먹으려고 할 때였지. 만약 (그 때 唐僧이) 머리를 숙이고 냄새를 맡으려 

했다면, 난 그를 확 잡아챘을 거야. 그랬다면 진작 내 사람이 되지 않았겠

어? 

(79) 蕭二郎之妻單氏， 仁慈積善，懷娠九個月， 要分娩之時，這裡複仁卻

好坐化。 (明 ≪喻世明 ≫)

蕭二郎의 아내 單氏는 가장 인자한 사람이었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그녀가 임신 9개월이 되어 출산이 임박했을 때 複仁이 마침 좌화하였다. 

(80) 又結識一個朋友, 叫韓山童, 假稱世界 要大亂, 彌勒佛降生, 造出一個｢白
蓮 ｣來。 (明 ≪英烈傳≫)

또 韩山童이라는 친구를 사귀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

이고 彌勒佛이 태어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백련회를 조직하였다.

일반적으로 ‘ ’은 중국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래시표지로 간주되며, 의미와 

기능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122) 예문 (78)에서 ‘ 要’는 ‘곧 ~할 것이다’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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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사 ‘ ’과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가 단순히 통사적으로 결합한 반면, 나

머지 두 개의 용례에서 ‘要’는 분명히 要미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 ’과 

‘要’의 결합은 의미와 기능이 유사한 성분끼리의 병렬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董秀芳(2011:102-107)은 이처럼 의미와 기능이 비슷한 성분의 병렬사용은 중국어에

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시기에 출현하여 육조 시기에 유

행했던 어휘 쌍음절화와 관련이 있다. 쌍음절화의 영향으로 당시 어기(語氣)의 효

과를 위해 의식적으로 쌍음절 어휘를 만들기도 했다. 의미와 기능이 유사한 성분

은 개념상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거리 도상성 원칙(距離象似性原則)’에 부합하

기 때문에 사람들이 쌍음절 어휘를 만들 때 의미와 기능이 비슷한 두 개의 성분들

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 ’과 ‘要’의 결합사용은 어휘화로 발전하

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문 (79), (80)에서 보듯이, ‘ 要’는 술어 아닌 수식어 

또는 목적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용례들은 청대 후기와 민국 시기에 흔

히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그 당시 ‘ 要’의 어휘화 정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과 ‘要’의 병렬사용은 ‘ 要’를 어휘화로 이끌 뿐만 아니라, ‘要’를 미래문법

형태로 발전시키는 데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 ’과 공기하는 경우 ‘要’의 의지의미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사적 측면

에서, ‘要’는 ‘ ’의 영향을 받아 분포 범위가 점차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2.1.2.5.4 기타 용법

이 시기에 이르러 규율⋅규칙, 관습현상⋅행위를 나타내는 ‘통칭적인 要필연’가 

더욱 자주 출현하게 된다. 그 가운데 일부는 ‘총칭적인 要후시’에 속한다. 

한편, ‘要’는 개인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81) 鳳姐素日的規矩，每到天熱，午間要歇一個時辰的。 (清 ≪紅樓夢≫)

鳳姐는 평소 날이 더울 때마다 정오에 한 시간 정도 쉬는 습관이 있다.

122) 巫雪如 (2016:2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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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潼州人王藻，為潼州府獄吏，每天晚上歸家，都要給妻子一些金錢。
(民國 ≪古今情海≫)

潼州사람인 王藻는 潼州府의 옥리였다. 그는 매일 밤 귀가해서 아내에게 

돈을 조금씩 주곤 하였다.

이러한 ‘要’는 시간상 미래를 지향하지 않고 후시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要미래

로 발전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기원과 변천과

정에 대해 고찰하지 않고 일단 ‘총칭적인 要필연’의 일부로 간주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명대에 이르러, ‘만약’을 나타내는 접속사 ‘要’(이하 要만약으로 부른다)의 출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要’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是’와 결합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부정형식인 ‘要不是’의 용례도 함께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83) 玉姐說：“我要再接王三，把咱一家子死的滅門絕戶，天火燒了。”

(明 ≪警世通 ≫)

玉姐가 말하였다. “내가 만약 다시 王三을 접대한다면, 우리 가족은 전부 

죽임을 당하고 천화로 불 태워질 거야.”

(84) 要是一繡球打着你，就連夜燒 紙也還道遲了，敢惹你這晦氣進門！
(明 ≪西遊記≫)

만약 수구(繡球)에 네가 맞으면, 그 날 밤에 바로 ‘ 紙123)’를 태우더라

고 이미 늦고 말거야. 어떻게 너 같이 재수 없는 놈을 집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느냐!

(85) 童奶奶道：“要不是太太救着，俺娘兒們可投奔誰？” (明 ≪醒世姻緣傳≫)

童奶奶가 말하였다. “부인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랑 아이들은 누구

에게 몸을 의탁할 수 있겠어요?” 

彭利貞(2007:82)은 要만약의 기능은 ‘가상적인 문맥에서 사건에 대한 필연적인 추

정’을 나타내며, 인식양태에서 속하다고 하였다. 倪菊華(2008:49)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要’의 인식양태의미가 점차 상실되면서 가설조건문의 접속사로 발전하였

고 그 후 접속사 ‘要是’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123) ‘ 紙’는 말썽을 일으키는 요괴나 귀신을 물리칠 때 태우는 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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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에 ‘要’는 ‘짐작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要짐작 용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이 용법은 일반적으로 비교에 사용되며 전치사 ‘比’구문과 ‘比’를 사용하지 

않는 비명시적인 비교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예문 (86)과 같고, 

후자의 경우는 예문 (87)과 같다. 

(86) 你我兩家不但非 常朋友可比, 比起那疏遠的親戚來, 只怕情義還要重些。
(清 ≪兒女英雄傳≫)

당신 집안과 저희 집안은 일반 친구 관계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 친척

보다도 아마 정이 훨씬 더 깊을 것입니다.

(87) 迎、探、惜三人之中，要算探春又出於姊妹之上。 (清 ≪紅樓夢≫)

迎春, 探春, 惜春의 이 세 자매 중에서, 探春이 다른 자매들보다 뛰어났다.

彭利貞(2007:82)은 이러한 용법은 ‘발화자가 대조의 바탕으로 필연적인 추정’을 

하는 것이며, 만약 ‘要’를 사용하지 않으면, 발화자의 추정의미가 상실되어 사실에 

대한 진술만 남기 때문에 要짐작도 인식양태에서 속한다고 하였다. 

要만약과 要짐작의 생성과정은 要미래의 생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본 절에

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용법은 모두 발화자

의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要’의 인식양태 용법에서 속하기 때문에 ‘要’의 주관성 

발전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명청민국 시기에는 다량의 要의지가 의도류, 예측류, 확정류 미래를 나타내고 있

다. 발화자 자신 또는 제3자를 향한 특정적인 要의무가 미래 의미를 가지게 된 용법 

역시 증가하였다. 要미래에는 주어가 사람이 아닌 용례도 출현하였다. 또한, 要미래가 

미래문법형태 ‘ ’와 병렬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결합은 ‘要’가 미래문법형

태로 점차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시기에는 要만약과 要짐작도 잇따라 출현

하였으며, 이들의 출현은 ‘要’의 주관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2.1.2.6 통시  고찰의 결과

본고는 2.1.2.1~2.1.2.5절에서 분석한 ‘要’의 각 시기별 의미와 기능을 다음과 같

이 <표 2.3>으로 정리하였다.124)

124) <표　2.3>에는 각 시기 별로 ‘要’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의미, 특히 要미래 용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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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要’의 각 시기별 의미와 기능

한대 육조 당오대 송원 시기
명청민국

시기

명사 허리

동사

요구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필요하다

요구하다

필요하다

요구하다

필요하다

조동

사

의지 의지 의지 의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미래 미래
필연(총칭적) 필연(총칭적)

후시(총칭적) 후시(총칭적)

필연(짐작)

부사
어쨌든, 

결국

어쨌든, 

결국

어쨌든, 

결국
어쨌든, 결국

접속사 만약

2.1.2.1~2.1.2.5절의 분석과 위의 <표 2.3>을 통해 要미래의 변천경로는 다음과 같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육조)

‘요구하다, 

요청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

要의지 要미래

‘어쨌든, 결국’을 

나타내는 부사 ‘要’

특정적인 

要의무

要미래

(육조) (송 )

(송원 시기)

<그림 2.1> 要미래의 변천경로

첫 번째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육조 시기에 ‘요구하다, 

요청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가 내재적인 의미 요인과 외재적인 통사 요인으로 

인해 要의지로 변화하였다. 당오대 시기에는 일부 要의지가 의도류 미래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송대에 이르러서 要의지는 예측류 미래와 확정류 미래를 표현할 수 있

의미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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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 중에서 예측류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은 발화자의 직접 인용에서 출

현하며 추측을 나타내는 다른 문장성분도 함께 사용된다. 이 세 가지의 용법은 要의지

가 要미래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송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要미래 용법이 출

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육조 시기의 ‘어쨌든, 결국’을 나타내는 부사 ‘要’에서 시작된다. 

‘要’의 부사용법이 의무의미를 표현하는 ‘當, ’와 자주 결합함에 따라 의미적, 통

사적 영향을 받아 要의무로 변화하였다. 송원 시기에는 발화자 자신 혹은 제3자를 

향한 특정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要의무가 要미래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미래문법형태로 변화한 시기를 보면, 첫 번째 경로가 두 번째 경로보다 더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용례의 수량을 살펴보아도 첫 번째 경로가 두 번째 경로보다 더 

많다. 따라서 두 경로 중에서 첫 번째 경로가 더 중요한 경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경로와 비교하여 2.1.1.1에서 언급했던 선행연구에서 제기

한 경로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1)은 Bybee 등(1994)에서 제기했

던 가설이다.

(1) 갈망

(desire) >

의도

(intention) >

미래

(future) >

개연성

(probability) >

양보절, think의 

보어(concessive, 

comp to think)

본고는 이상의 고찰을 통해 ‘갈망 > 의도 > 미래’의 변천과정을 증명하였고, 특

히 ‘의도 > 미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언어환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본고가 

제시한 변천경로는 두 가지 지점에서 (1)과 차이를 보인다.

(ㄱ) 필연성을 나타내는 ‘要’는 몇 가지 용법이 있다. 그 가운데 ‘총칭적인 要필연’

의 출현 시기는 要미래와 비슷하며 송원 시기에 출현하였다. 이와 달리, ‘짐작’의미

를 표현하는 要짐작은 청대에 출현하였으며 要미래보다 늦게 나타났다. 이 용법이 要미래

에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본고는 고찰하지 않았다.

(ㄴ) 要미래가 ‘생각하다’ 등 동사의 목적어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명대에 나타나

고 ‘총칭적인 要필연’보다 늦게 출현했지만, 要짐작보다는 일찍 출현하였다.

아래 (5~7)은 박성하(2015)에서 제시한 경로이다. 이 연구에서 ‘미래’의 정의는 

본고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5~7)에서의 인식양태(단순예측)은 본고에서는 要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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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다.

(5) 갈망 >

 

동적양태 >

 

인식양태

(복합예측)

>

 

인식양태

(단순예측)

>

 

미래

(6) 갈망 >

 

동적양태 >

 

당위양태 >

 

인식양태

(가능,추론)

> 인식양태

(단순예측)

> 미래

(7) 요구 >

 

당위양태 >

 

인식양태

(가능, 추론)

>

 

인식양태

(단순예측)

>

 

미래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5~7)과 다른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ㄱ) ‘要의지 > 要의무’ 과정이 존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통사적 증거가 없다. 따

라서 본고는 경로 (6)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ㄴ) 본고는 ‘要의무 > 要미래’ 과정이 존재하였음을 용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러

나 ‘총칭적인 要의무’는 要미래로 발전하지 않았고 ‘특정적인 要의무’만 要미래로 발전하

였다. 또한, 要의무의 기원은 ‘요구’가 아니라 ‘어쨌든, 결국’을 나타내는 부사 ‘要’이다.

(ㄷ) 박성하(2015)의 ‘인식양태(추론)’는 본고의 要짐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의 고찰에 따르면, 이 용법은 ‘인식양태(단순예측)’ 용법보다 늦게 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경로 (10)을 통해 Ziejeler(2006)에서 제시한 경로를 살펴보기

로 한다.

(10) 의지 용법

(volition)
>
총칭적인 용법

(generic)
>
미래 지향적인 용법

(future-projecting)
>
인식적인 용법

 (epistemic)

본고에 따르면, ‘총칭적인 要필연’과 要미래가 모두 후시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

지향으로 보면 양자가 교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자에서 후자로 발전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1절에서는 ‘要’의 통시적 변화를 자세히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ㄱ) 要미래의 기원은 두 가지, 즉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와 의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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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동사 ‘要’ 이다. 이 중에서 후자는 ‘특정적인 要의무’만 가능하다.

(ㄴ) 要미래의 변천경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요구하다, 요청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 > 要의지 > 要미래

‘어쨌든, 결국’을 나타내는 부사 ‘要’ > 특정적인 要의무 > 要미래 

위에서 첫 번째 경로의 출현 시기가 더 이르고, 출현 용례도 더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ㄷ) 要미래가 출현한 시기는 송대이다.

(ㄹ) ‘要’가 필연성을 나타내는 인식양태 용법 중에서 ‘총칭적인 要필연’은 要미래

와 같이 송원 시기에 나타났고, 要짐작은 청대에 이르러 출현하였으며 要미래보다 늦

게 출현하였다.

(ㅁ) 조동사 ‘要’에는 ‘총칭적인 要후시’ 용법 중에서 要미래에 종속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의 시간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2.2 ‘要’에 대한 공시적 고찰

2.2.1 단순要미래와 복합要미래

<표 2.3>에 따르면, 민국 시기에 조동사 ‘要’는 (a)要의지, (b)要의무, (c)要미래, (d)‘총

칭적인 要필연’, (e)‘총칭적인 要후시’, (f)要짐작의 여섯 가지 용법으로 쓰였다. 이 여섯 

가지 용법 내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분류 체제는 현대중국어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현대중국어 조동사 

‘要’를 분류하기로 한다.

2.1.2의 통시적 고찰에 따르면, 일부 ‘要’는 단순한 미래의미를 나타내고 일부는 

미래의미 또는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을 각각 단순要미래와 복합要미래로 

부르기로 한다. 

일부 단순要미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통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ㄱ) 주어가 없는 문장에 출현한다. 

(ㄴ) 주어가 무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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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주어가 유생물125)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은 자주성(自主性)이 없다. 

다음의 예문126)은 위의 세 가지 통사적 특징과 관련된다.

(88) “救人吧，要死人的。”

“사람 살려! 이러다 죽겠어요.”

(89) 过几天，节目就要在特拉维夫上演了，到时候我一定去看。
며칠 있으면, 프로그램이 텔아비브에서 공연될 겁니다. 그때 제가 반드시 

보러 갈 겁니다.

(90) 雷苑身子又是一颤，几乎就要瘫软在地。
雷苑은 몸을 또 다시 흠칫하며 땅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였다. 

위의 세 가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ㄹ)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도 자주성(自主性)이 있지만, 

문맥적 정보 혹은 백과사전식 정보에 따라 ‘要’가 단순 미래의미를 표현하는 것으

로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91) 时间紧迫，他感到，如果再不回去，也许就要一直待在美国了。
시간이 촉박하였다. 그는 만약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계속 미

국에 머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92) 张兰承认自己是一个有野心的女人, 她计划要在2008年把俏江南的分店 到

100家。
張蘭은 자신이 야망이 있는 여자임을 인정한다. 그녀는 2008년에 俏江南

의 분점을 100개까지 열 계획이다.

(93) 明天学校就要放假了，晚上闲来无事，高明飞就一个人上街闲逛。
내일이면 학교는 곧 방학이고 저녁에 할 일이 없어 高明飞는 혼자 한가로

이 거리를 걸었다. 

125) 유생물은 사람, 동물,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생명이 있는 동물과 사람은 자주(自主)적 능
력이 있고 기관/단체는 사람을 통해 통제하는 추상적 생명체로 볼 수 있어서 자주적 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6) 본 절에서 사용할 예문은 재인용 또는 필자가 만든 일부 예문을 제외하고 코퍼스
ToRCH2009에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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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은 ‘感到’, ‘也许’, ‘计划’, ‘学校放假’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 실시할 

의도와 미래의 확정된 스케줄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코퍼스에 나타난 조동사 ‘要’의 모든 용례를 고찰해127), 그 가운데 ‘要’의 

의미에 중의성이 없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要’의 몇 가지 중요한 용법의 사용빈도

를 다음의 <표 2.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4>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 ‘要’의 주요 용법별 출현 비율

용법 조동사 ‘要’의 모든 용례에서 차지하는 비율(%)

要의무 54.99

要의지 20.61

단순要미래 4.73

要짐작 3.32

총칭적인 要필연 2.03

총칭적인 要후시 0.58

위의 <표 2.4>에서 보듯이,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 ‘要’의 가장 주요한 용법은 

要의무과 要의지이다. 단순要미래는 총 147개 용례가 있고 이는 조동사 ‘要’의 모든 용

례 중에 4.73%를 차지하며 要의무과 要의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조동사 ‘要’는 문맥에 따라 중의성을 지니는데, 본고는 이러한 ‘要’를 복합

要미래로 부른다. 복합要미래는 다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ㄱ) 의지의미와 미래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 경우

(ㄴ) 의무의미와 미래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 경우

(ㄷ) 의지의미, 의무의미, 미래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의 용례는 각각 다음과 같다.

127) ≪現代漢語詞典≫(제6版)에서 ‘ 要’는 하나의 단어로 간주했지만, 본고는 要미래의 분포 

양상 고찰을 위해 ‘ 要’를 부사‘ ’과 조동사 ‘要’가 결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고가 
고찰한 코퍼스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要’의 용례는 3,391개이며, 그 중에 조동사‘要’는 
3,106개로 91.6%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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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等明年十一运会 幕，我也要去现场看比赛。
내년 11회 전국체전이 개막하면, 저도 경기를 보러 현장에 가고 싶습니다.

내년 11회 전국체전이 개막하면, 저도 경기를 보러 현장에 갈 것입니다.

(95) 陈自忖以洛阳的气候，尚且不 ，如何能敌陕北高原的朔风。于是，陈每

每想到要随蒋西入潼关，便已不寒而栗。
陳 雷는 洛陽의 기후도 적응이 힘든데, 어떻게 陕北高原의 삭풍을 감당

할 수 있을지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매번 蔣介石을 따라 서쪽 潼關에 

들어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이내 두려워졌다.

陳 雷는 洛陽의 기후도 적응이 힘든데, 어떻게 陕北高原의 삭풍을 감당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매번 蔣介石을 따라 서

쪽 潼關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이내 두려워졌다.

(96) 你们迟早会后悔，那个时候你们要盖的就是假古董！
당신들은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당신들이 짓고 싶은 

것은 진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들은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당신들이 지어야 하

는 것은 진품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신들은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당신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진품이라고 할 수 없다.

본고에서 고찰한 코퍼스에서 복합要미래의 용례는 단순要미래보다 출현빈도가 높

았으며, 조동사 ‘要’의 모든 용례 중에 10.52%를 차지하고 있다. 복합要미래의 세 가

지 용법이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은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복합要미래의 각 용법이 조동사 ‘要’의 모든 용례 중의 비율

복합要미래의 용법 중류
조동사 ‘要’가 차지하는 

비율 (%)

합계

(%)

(ㄱ) 의지의미와 미래의미로 모두 해석

이 가능한 경우
7.34

10.52
(ㄴ) 의무의미와 미래의미로 모두 해석

이 가능한 경우
2.12

(ㄷ) 의지의미, 의무의미, 미래의미로 모

두 해석이 가능한 경우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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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에 대한 통시적 고찰에서 지적했듯이, 명청민국 시기에는 (ㄴ)류 용례가 (ㄱ)

류 용례보다 훨씬 적어서 要의지가 要미래의 주요한 기원이라고 하였다. 위의 <표 

2.5>를 보면 현대중국어에서도 복합要미래 중에 (ㄱ)류가 (ㄴ)류보다 출현빈도가 높

게 나타난다. 만일 단순要미래와 복합要미래를 더하면 要미래가 조동사 ‘要’의 모든 용

례 중에서 대략 15.3%를 차지하게 된다. 본고의 공시적 측면의 연구대상은 단순要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要미래는 단순要미래를 가리킨다.

2.2.2 ‘要’의 공시 분포 양상

2.2.2.1 장르별 ‘要’의 분포 양상

본고의 코퍼스에서 要미래가 포함된 예문을 분석한 결과, 장르에 따라 아래 <표 

2.6>과 같은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6> 장르별 要미래의 분포 양상

장르 유형
용례수

(개)

비율

(%)

서술

적

장르

전형

적

K일반적인 소설, L탐정 소설, 

M공상 과학 소설, 

N모험 및 미스터리 소설, 

P연애 소설

75 51.02
68.04

89.8
G전기, 회고록 등 25 17.02

비전

형적

F통속 도서 16 10.88

21.76A신문 보도 14 9.52

R코미디 및 유머 2 1.36

비서

술적

장르

B사설, C간행물 논평, 

D종교, E일상 기술 및 취미, 

H정부 혹은 기관의 공문 및 홍보자

료, J학술, 과학기술 

15 10.2

합계 147 100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要미래는 주로 서술적 장르에서 사용된다. 이 중에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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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서술적 장르(소설, 전기, 회고록)에서의 출현 비율은 68%에 달하며, 사설 등 

비서술적 장르에서의 출현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서술적 장르

가 비서술적 장르에 비해 미래 시간에 관한 내용을 더욱 많이 언급하는 것과 관련

된 것으로 추측된다.

2.2.2.2 문장유형별 ‘要’의 분포 양상

현대중국어에서 要미래는 주로 긍정형식으로 서술문에서 사용하며, 앞에 제시한 

예문 (88~89)가 이에 속한다. 要미래는 판단의문문(是非疑問句)과 의문사의의문(特

指疑問句)에서 빈번하게 출현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88’) “救人吧，要死人的。” [평서문:긍정형식]

“사람 살려! 이러다 죽겠어요.”

(89’) 过几天，节目就要在特拉维夫上演了，到时候我一定去看。
[평서문:긍정형식]

며칠 있으면 프로그램이 텔아비브에서 공연될 것이니, 그때 제가 반드시 

보러 갈 겁니다.

(97) 家乡人得知唐骏 上了“油田学院”，总爱问他：“咦， 来你要分到大庆油

田去吗？” [판단의문문]

고향 사람들은 唐駿이 ‘油田大學’에 합격한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늘 이

렇게 물어보았다. “아니, 앞으로 너는 (일자리가) 大慶油田으로 배치될 거

니?”

(98) 乔莉太意外了，“你不是春节的时候才去了男朋友家吗？这么快就要结婚

了？” [판단의문문]

(이 소식을 듣고) 喬莉는 너무 의외라고 생각하였다. “너 설날에 남자친구 

집에 다녀온 거 아니었어? 이렇게 빨리 결혼할 거야?”

(99) 这次金融危机要持续多久？ [의문사의의문]

이번 금융 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要미래 자체는 부정형식이 없고 ‘要不要+술어’처럼 정반의문문을 이루지도 않는

다. 현대중국어에서 ‘不要’는 ‘금지’의 의미 혹은 ‘원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되

며, ‘要不要+술어’에서 ‘要’는 의지 또는 의무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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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른 분포 양상은 要미래가 조동사‘要’의 두 가지 주요한 용법 要의지와 要의무의 

영향을 받아 사용 범위가 제한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2.3 문장성분별 ‘要’의 분포 양상

본고가 고찰한 코퍼스에서 要미래는 술어, 목적어, 관형어, 보어 등의 문장성분에 

출현할 수 있다. 술어에 사용된 용례는 앞에 제시한 예문 (90)이고, 목적어에 사용

된 용례는 앞에 제시한 예문 (91)이고, 관형어와 보어에 사용된 용례는 각각 예문 

(100), (101)과 같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90’) 雷苑身子又是一颤，几乎就要瘫软在地。 [술어]

雷苑은 몸을 또 다시 흠칫하며 땅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였다.

(91’) 时间紧迫，他感到，如果再不回去，也许就要一直待在美国了。 [목적어]

시간이 촉박하였다. 그는 만약 다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계

속 미국에 머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0) 我快要走到她身边的时候她才发现我，然后马上露出了迷人的笑容。
[관형어]

내가 그녀의 곁에 거의 도착했을 때야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리곤 바로 

매혹적인 웃음을 드러냈다.

(101) 在路上，跑得那么快，心脏疼痛得就要跳出喉咙。 [보어]

길에서 그렇게 빨리 뛰더니,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아팠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要미래는 술어와 목적어에서 주로 출현한다. 관형어에도 비

교적 출현빈도가 높은 반면, 보어로 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要미래가 문장성

분에서 나타나는 비율은 다음의 <표 2.7>과 같다.

<표 2.7> 문장성분별 要미래의 분포 양상

술어 목적어 관형어 보어 합계

86개

(58.50%)

39개

(26.53%)

20개

(13.61%)

2개

(1.36%)

147 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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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술어, 목적어, 관형어와 보어에서 쓰인 要미래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 원인과 要미래의 문법화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2.2.3.1 ‘要’가 술어에서 나타나는 경우

술어에서 나타나는 要미래는 전체 예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의 

술어는 모두 주절의 술어이다. 주절은 단문(예문 102), 시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연합 복문의 뒤 문장(예문 103), 인과, 조건, 가정 관계 등을 나타내는 복문의 주절

예문 (104~106)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要미래가 다양한 문형에 쓰인 예문을 나타낸다.

(102) 节目马上就要 始了。
프로그램이 곧 시작합니다. 

(103) 雷苑身子又是一颤，几乎就要瘫软在地。
雷苑은 몸을 또 다시 흠칫하며 땅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였다. 

(104) 以汉族之臣事满族之君，君昏臣智，迟早要遭杀身之害。
한족 대신의 신분으로 만족의 군주를 섬기고, 군주는 아둔하며 대신은 총

명하니,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목숨을 잃는 화를 당할 것이다. 

(105) 有了这本书，你藏在这本书里的宝藏图就要属于我们了。
이 책이 있으니, 당신이 이 책에 숨겨 둔 보물지도는 곧 우리 것이 될 것

이다.

(106) 如果再不 一位女探长过来，警方的工作就要处在被动状 喽。
만일 여자 수사팀장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경찰 측의 업무는 피동적인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단문의 술어부분과 시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연합 복문의 뒤 문장은 모두 미

래 사건에 대해 진술이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인과문, 조건문, 가정문의 주절

에 나타나는 동작행위는 시간상 종속절의 동작행위보다 늦게 실현된다. 따라서 이

러한 주절도 미래 사건에 대해 진술이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Bybee 등

(1994:274)에 따르면, 미래(문법형태)의 핵심적인 용법은 예측을 하는 것이며 즉 미

래 시간에 대해 단언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문법형태)는 주절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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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要미래가 주절의 술어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가장 

높은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2.2.3.2 ‘要’가 목적어에서 나타나는 경우

要미래가 목적어에서 출현하는 빈도는 27%를 차지한다. 要미래가 목적어에 쓰일 

경우 ‘S₁+V₁(+S₁/S₂)+要+V₂’ 형식으로 쓰이며 여기서 V₁은 주절의 동사이며 다음

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ㄱ) ‘걱정하나’류 동사: 担心, 害怕

(ㄴ) ‘여기다’류 동사: 认为, (本)以为, 感到, 感觉, 觉得, 心说

(ㄷ) ‘예상하다’류 동사: 预计, (没)料到, 眼看(着), 眼见

(ㄹ) ‘말하다’류 동사: 说, 告知, 承诺, 宣称, 发誓

(ㅁ) ‘알다’류 동사: 知道, 不知, 想到, 听说, 据说, 清楚

다음의 예문은 要미래가 목적어에서 출현했을 때 문장유형을 나타낸다.

(107) 罗马医生不敢久留，他害怕又要出什么乱子，推门而出。
[‘걱정하다’류 동사]

로마 의사는 감히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그는 또 무슨 사고라도 생길까

봐 걱정돼 문을 고 나가버렸다.

(108) 现在已经是四月了，我认为应该很快要步入夏季。 [‘여기다’류 동사]

지금 이미 4월이니, 나는 곧 여름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109) 也没料到文革还要继续八年。 [‘예상하다’류 동사]

누구도 문화대혁명이 8년이나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110) 我把筷子狠狠地摔到地上，海珊说她要疯了，我才要发疯呢！
[‘말하다’류 동사]

나는 젓가락을 들다가 땅바닥에 내던졌다. 海珊는 자기가 미쳐버리겠다

고 말했지만 나야말로 미칠 지경이다.

(111) 后我只是承诺说自己会保密，她也说知道我要结婚了替我高兴。
[‘알다’류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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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는 단지 비 을 지킬 거라고 약속할 뿐이었고, 그녀도 내가 곧 결

혼할 것을 알게 되어 나를 대신해 기쁘다고 말했다.

2.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원 시기에 要의지가 바로 ‘恐, 怕(걱정하다)’ 등 추

측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출현해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

를 들면, 예문 (112), (113)이 이에 속한다. 

(112) 恐沈 官人要來移取父親靈柩, 夫 此軸懸掛在中 。
(元 ≪元代話本選集≫)

이 늙은이는 沈씨 도령님이 혹시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러 올까봐, 

이 서예 작품을 중당에다 걸었습니다.

(113) 娘子道∶“你說捉得，只怕你見了要走。” (元 ≪元代話本選集≫)

白娘子가 말하였다. “당신은 (뱀을) 잡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아마도 (그

것을) 보면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명대에 이르러, V₁이 ‘여기하다’류 동사(“想”), ‘말하다’류 동사(“说道”)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문 (114~116)이 이에 속한다. 

(114) 那婦人道：“你吃得爛醉了，只怕你要吐，那裡敢脫衣裳，只在腳後倒了一

夜。” (明 ≪水滸全傳≫)

그 여자가 말하였다. “당신이 많이 취했는데, 토할까 봐 걱정돼서 어찌 옷

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신 발 뒤에서 하루 밤을 대충 잤지요.”

(115) 武松道: “我這幾日也曾 思，想這事必然要發。” (明 ≪水滸全傳≫)

武松이 말하였다. “나도 요 며칠간 생각해봤는데, 이 일이 터질 거라고 생

각했어.”

(116) 他說道要跟張招討下江南，早晚要去出征。 (明 ≪水滸全傳≫)

그 사람이 말하길 張招를 따라 강남으로 토벌하러 갈 테니 조만간 출정할 

것이다.

청대 민국 시기에는 ‘알다’류 동사(“知道, 明白, 听说”), ‘예상하다’류 동사(“料到, 

预料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문 (117), (118)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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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誰知這王伯述資訊也很靈通, 知道他 近要下手, 便上了個公事, 只說“因病

自請開缺就醫。” (清 ≪二十年目睹之怪現狀≫) 

王伯述도 소식을 빨리 아는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나. (王伯述이) 그 사람

이 곧 착수할 것을 알고 “병이 나서 진료 받기위해 스스로 관직을 비울 

것”이라고 공문을 드렸다.

(118) 鄧禹笑道: “不才早已料到這些奴才，一定是要做出這一出來的。”

(民國 ≪漢代宮廷豔史≫)

鄧禹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나는 이 노비들이 반드시 이런 짓을 할 거라

는 것을 진작부터 예상했었다.”

‘알다’류 동사와 ‘말하다’류 동사는 모두 서술성 용언에 속하며 어떤 미래 사건

을 진술할 수 있고, ‘걱정하다’류 동사, ‘여기다’류 동사, ‘예상하다’류 동사는 모두 

단언적 용언에 속하며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 추측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要미래는 이 몇 가지 동사의 목적어에 출현할 수 있다. 또한, 要미래가 점차 다양한 

유형의 동사의 목적어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문법화 정

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2.2.2.3.3 ‘要’가 관형어와 보어에서 나타나는 경우

要미래가 관형어와 보어에서 출현한 용례는 청대 말기에서 찾을 수 있다. 코퍼스

에 의하면 要미래가 보어에서 출현한 비율은 매우 낮지만 관형어에서 출현한 비율

은 13.6%를 차지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관형어에서 출현한 일부의 要미래의 경우 

여전히 예측류 혹은 의도류나 확정류 미래를 나타내는 반면, 또 다른 일부의 要미래

의 경우 시간상의 후시성에 의미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후자는 ‘언급한 사건이 발

화시간 혹은 참조시간 후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19) 不料湖面陡然起风了，满天乌云翻滚，像要下雨的样子。
뜻밖에도 호수 위에 갑자기 바람이 일었고 온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비가 올 모양이었다.

(120) 人生戏剧般的变化让他一落千丈，恋爱多年，马上就要结婚的姑娘和他吹

了。



제 2 장  미래문법형태 ‘要’

- 89 -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그를 급격하게 어려운 처지로 떨어지게 하였다. 몇 

년간 연애했고 곧 결혼할 아가씨가 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121) 我快要走到她身边的时候她才发现我，然后马上露出了迷人的笑容。
내가 그녀의 곁에 거의 도착했을 때야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리곤 바로 

매혹적인 웃음을 드러냈다.

(122) 安迪是被误判入狱的，但是真相就要大白时，上帝给他 了一个更大的玩

笑，证人被杀死。
앤디는 잘못된 판결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진상이 밝혀지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장난을 쳤다.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증인

이 살해당한 것이다.

예문 (119)에는 ‘要’가 예측류 미래에서 사용되었고, 예문 (120)에는 ‘要’가 의도

류 혹은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예문 (121), (122)에서 ‘要’는 시간

부사 ‘快/就(곧)’와 공기해 주절 동사의 발생시간을 명시하는 시간 종속절에서 사

용되었다. 이러한 통사적 위치에서 ‘要’는 시간상의 후시성(이하 ‘시간성’으로 부른

다)이 강조되며, 이러한 용례의 출현은 要미래의 문법화 정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2.2.2.4 ‘要’의 주요 공기성분

Torres Cacoullos & Walker(2011:22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법화는 어휘 항목 

자체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공기성분과도 관련된다. 어휘 항목의 문법화과정에

서 자주 공기하는 성분은 그 어휘의 새로운 기능 또는 의미 획득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고빈도 공기성분은 하나의 덩어리(chunk)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要미래의 주요 공기성분을 고찰하면, 공시적 측면에서 통사적, 의미적 특징과 문법

화과정에 처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要미래의 주어, 要미래 뒤에 나오

는 술어성분, 要미래와 함께 쓰이는 미래문법형태 ‘ ’을 고찰하고자 한다. 

2.2.2.4.1 ‘要’의 주어 및 ‘要’ 뒤의 술어성분 

통시적 고찰에 따르면, 要미래의 종류 중의 하나는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우이다. 문장에서 ‘要’가 要미래인지의 여부는 ‘要’앞

에 있는 주어와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에 달려있다. 따라서 본고는 要미래를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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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공기성분과 함께 논하고자 한다.

要미래의 용례에서 주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코퍼스에 의하면, 

要미래 앞에 주어는 모두 명사성 성분이다.128) 명사성 주어는 크게 무생물 주어와 

유생물 주어로 나뉘며, 유생물 주어는 동물, 기관/단체, 사람을 포함한다. 要미래 앞

에 놓일 수 있는 주어는 아래의 <그림 2.2>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129)

주어가 없는 경우 명사성 주어

무생물 주어 유생물 주어

기관/단체 사람동물

<그림 2.2> 要미래 주어성분의 분류

128) 要미래의 주어는 동사성 성분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一下子拆除这么多房屋必然要造

成社会不稳定”에서, 주어인 ‘一下子拆除这么多房屋’는 동사성 성분이다. 본고의 코퍼스
에선 이러한 용례를 찾지 못하였다. 이는 본고의 코퍼스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이유도 있
지만 한편으론 동사성 성분의 주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의 코퍼스에
서 이러한 용례가 없기 때문에 아래 주어 유형별 고찰에서, 주어가 동사성 성분인 경우
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129) 박성하(2015: 37-56)도 주어를 유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하였다. 그는 유생물 주어를 1인
칭, 2인칭, 3인칭으로 세분하였는데, 이는 해당 논문의 목적이 ‘要’의 동적양태, 당위양
태, 인식양태 세 가지 용법을 모두 고찰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동적양태, 당위양태 용
법은 발화자, 주어, 그리고 행위자 간의 관계와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어

의 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의 경우, 주어의 인칭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要미래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칭에 따라 주어를 세분하지 않는다. 본고는 유생물 주어
를 사람, 동물, 기관/단체로 세분하였는데, 이는 주어가 유생물이면서 ‘要’가 미래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다. 의인화(擬人化)의 경우에 동물도 자주적인 능
력을 가질 수 있고 기관/단체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람이 
통제하는 추상적인 생명체로 볼 수 있다. 

한편, 박성하(2015)는 ‘무주어’의 상황을 ‘자주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생

물 주어’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본고는 주어가 없는 경우를 하나의 유형으로 본다. 要미래

에 있어서 주어가 없는 상황은 문법화 정도가 높은 경우에 속하는 경우로, 무주어 유형

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要미래의 문법화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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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 분석을 통해 나타난 要미래의 주어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은 분포 양상을 

보인다.

<표 2.8> 주어 유형별 要미래의 분포 양상

주어 유형 용례수(개) 모든 要미래 용례에서의 비율(%)

주어가 없는 경우 8 5.442
35.374

명사성

주어

무생물 주어 44 29.932

유생물 

주어

동물 3 2.041

64.626기관/단체 11 7.483

사람 81 55.102

합계 147 100% 100%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要미래의 주어는 유생물인 경우가 가장 많고 약 64%를 차

지한다. 주어가 무생물이거나 주어가 없는 경우는 약 36%를 차지한다. 다음에서 

要미래의 주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ㄱ) 무주어인 경우

이러한 용례는 약 5%를 차지하며 주로 은현문(隱現句)에 속한다. 이러한 구문은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어떤 사람/사물이 나타나거나 사라질 것을 예측했

을 때 쓰인다. 이는 [要+V/VP+N/NP]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N/NP는 

일반적으로 비지시적인(nonreferential) 성분, 비한정적(nonidentifiable) 성분130), 총칭

130) 陳平(1987)에 따르면, 명사성 성분은 지시적인(referential, 有指) 성분과 비지시적인
(nonreferential, 无指)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시적인 성분은 다시 한정적(identifiable, 

定指) 성분과 비한정적(nonidentifiable，不定指)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張伯江⋅方梅

(1996[2005]):115는 이상 네 개의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만약 명사성 성분이 
담화에서의 어떤 실체(entity)를 표현하면, 이 성분은 지시적인 것이고, 만약 발화자가 어
떤 명사를 제시할 때 이 명사의 추상적 속성에 착안하여 그것이 문맥에서 이 속성을 지
니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면 이 명사성 성분은 비
지시적인 것이다. 발화자가 어떤 명사성 성분을 사용할 때, 만약 청자가 이 성분이 지칭
하는 대상을 언어환경에 있는 어떤 특정적인 사물과 연결시킬 수 있고 동일한 언어환경
에서 존재 가능한 기타 같은 종류의 실체와 구별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 이 명사성 성분
은 한정적 성분이며, 반면에 만약 발화자가 청자가 지칭하는 대상을 언어환경에 있는 기
타 같은 종류의 실체와 구별할 수 없다고 예측하면 이 명사성 성분은 비한정적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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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generic)131) 성분이며 소극(消極)적인 특징을 지닌다. V/VP는 발생류/출현류/소

실류 동사이며 비자주적인 동사성 성분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23) 我总感觉这一次可能要出事。 [비지시적 명사성 성분]

나는 자꾸만 이번에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느낀다. 

(124) 我总感觉这次可能要出点儿什么事。 [비한정적 명사성 성분]

나는 자꾸만 이번에 무슨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느낀다. 

(125) 我总感觉这次可能要出上回那样的事。 [총칭적인 명사성 성분]

나는 자꾸만 이번에 저 번과 같은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느낀다. 

(126) 我很担心腿上要留下疤痕。 [비지시적 명사성 성분]

나는 다리에 흉터가 남을까 봐 매우 걱정된다. 

(127) 我很担心腿上要留下几道疤痕。 [비한정적 명사성 성분]

나는 다리에 흉터 몇 개가 남을까 봐 매우 걱정된다. 

(128) 我很担心腿上要留下疤痕之类的东西。 [총칭적인 명사성 성분]

나는 다리에 흉터 같은 것이 남을까 봐 매우 걱정된다. 

예문 (123~125)에서 비지시적인 사건, 비한정적 사건, 총칭적인 사건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나타낸다. 예문 (126~128)은 각각 비지시적인 사물, 비한정적 사

물, 총칭적인 사물이 나타날 것을 예측한다. 다음은 코퍼스에서 출현한 위와 유사

한 용례이다.

(129) 我总感觉这一次，可能要出大事。
나는 늘 이번에 큰 일이 날 것 같다고 느낀다. 

(130) 现在失业率也在上升，正在成为新的贫困人群，预计今年要新增1亿多贫困

人口。
현재 실업률도 상승하고 새로운 빈곤층이 생기면서, 올해 1억 넘는 빈곤

인구가 새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131) 陳平(1987)은 총칭적 성분을 “通指”라고 하였다. 陳平(1987:113)에 따르면, 총칭적인 명사
성 성분은 한 종류의 모든 것을 지칭한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單指이며 이는 하나의 종
류 중에서 개체를 지칭한다. 총칭적 성분은 언어환경에서 개체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인
물 역시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비지시적인 성분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총칭
적 성분은 언어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종류를 지칭하기 때문에 또 한정적 성분과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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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무생물 명사성 성분인 경우

이러한 용례는 대략 30%의 비율을 차지하며 대부분 용례의 술어성분은 비자주

적 동사이고 일부는 자주적 동사이다. 본고는 ‘要’ 뒤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

우를 (ㄴ₁)류로 자주적인 경우는 (ㄴ₂)류로 부를 것이다.

먼저 (ㄴ₁)류를 살펴보자. 馬慶株(1989[2005])132)는 능원동사의 의미는 뒤에 있는 

동사의 의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 ‘ ’, ‘可以’, ‘能够’, 

‘要’ 뒤에 자주적 동사가 오면 객관적 가능이나 주관적 가능/능력/소원을 나타내는 

반면, 뒤에 비자주적 동사가 오면 객관적 가능만을 나타낸다. 이는 자주적인 동사

의 [+자주]의미로 인해 능원동사가 [±주관]의미를 갖게 되고, 비자주적인 동사의 [-

자주]의미의 제약을 받아 능원동사가 [-주관]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비자주성 성분이면 ‘要’가 의지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된다. (ㄴ₁)류 용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음의 세 가지의 용법이 있다.

(A) 발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혹은 규칙에 따라 어떤 지시적인 무생물이 

장차 나타날/시작할/끝날 것을 예측하거나 지시적인 무생물에게 어떤 사태가 출현

할 것임을 예측한다. 전자의 예는 예문 (131)이며 후자의 예는 예문 (132)와 (133)이 

있다.

(131) 时代的改变就要 始了, 天罗山 掌握着东陆巨额的金钱流动，时代的改变

会影响到他们的收入甚至生存，他们绝对不会坐视。
시대의 변화가 곧 시작될 것이다. 천라산당이 동륙 거액의 움직임을 파악

하고 있으니 시대의 변화는 그들의 수입, 심지어 생존에도 영향을 줄 것

이다. 그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32) 天好像是要下雨，但始终没有下来。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 같았는데 끝내 내리지는 않았다.

(133) 六月的天气闷热 常，大地仿佛都要被晒 裂了，即使夜晚也让人睡不

好，燥热得令人心急火燎，口干 燥。
6월의 날씨는 아주 무덥다. 땅은 햇볕에 금이 갈 것 같아 밤에도 사람이 

편히 잘 수 없게 한다. 사람들은 더워서 마음도 초조해지고 입도 마른다.

(B) 언급하는 미래 사건이 회의, 행사, 운동경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케줄, 프

132) 馬慶株(1989[2005]):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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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등과 관련된다. 백과사전식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미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예문 (134), (135)이 이에 속한다. 

(134) 过几天，节目就要在特拉维夫上演了，到时候我一定去看。
며칠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텔아비브에서 공연될 것이니 그때 제가 반드

시 보러 갈 겁니다.

(135) 投资30亿元以上的二环路要从对 4车道改造成对 10车道，投资超过30亿

元，是迄今全省城 道路中投资 大的单体工程。
30억 이상의 위안을 투자한 제2 순환도로는 4차선을 10차선으로 개보수

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이 30억을 초과했으며, 지금까지 전 성(省)의 도로

에서 투자액이 가장 많은 단일 공사이다.

현대중국어에서 확정류 미래는 보통 동사 원형동사(bare verb)를 사용해 표현하

는 데, ‘要’가 이러한 미래에 사용되는 것은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C) 要미래가 관형어에 출현하며 시간성에 의미 중점을 둔다. 즉, 언급되는 사건

이 발화시간 혹은 참조시간 후에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 예문 (136), (137)이 이

에 속한다. 

(136) 安迪是被误判入狱的, 但是真相就要大白时，上帝给他 了一个更大的玩

笑，证人被杀死。
앤디는 잘못된 판결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진상이 밝혀지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장난을 하였다. (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살해당하였다. 

(137) 正是太阳 要落山的时候。劳累了一天的太阳强睁着昏黄的眼，恹恹地任

坏情绪昏黄着一天一地。
마침 해가 지려 할 때였다. 하루 종일 고생한 해가 억지로 어슴푸레한 눈

을 뜨고 힘없이 (자기의) 나쁜 기분으로 천지를 온통 노랗게 만들었다.

(ㄴ₂)류에서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성을 가진다. ‘要’ 앞에 있는 주어가 

무생물이지만 문맥 정보와 백과사전식 정보에 의해 행위자를 찾을 수 있다. 이러

한 용례는 사실상 행위자가 어떤 동작/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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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38) 酒上来了，两人端起酒，两个杯正要碰，一只手飞快地抢过赵 萌的酒杯｡
술이 나오자, 두 사람이 술을 들어 두 잔이 건배될 때, 한 손이 재빨리 趙

萌의 술잔을 빼앗았다.

(139) 爸爸隔桌子揪着林樾的衣领，大声地骂着，大手又要抡过去。
아버지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林樾의 옷깃을 잡고 큰소리를 치면서 큰 손

은 휘두르려 하였다.

예문 (138)에서 ‘兩人’이 장차 ‘碰杯’하는 동작을 할 것이고 무생물 주어‘兩個杯’

는 동작행위의 대상이다. 예문 (139)에서 행위자 ‘爸爸’는 장차 ‘把手抡过去’의 동

작을 실현하며, 주어 ‘大手’는 행위자의 신체 일부이다. 

(ㄷ) 유생물 명사성 성분일 경우

주어가 유생물 명사성 성분인 경우, ‘要’ 뒤의 술어성분은 자주성과 비자주성이 

각각 45%, 55%를 차지한다. 본고는 ‘要’ 뒤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우 (ㄷ₁)류
로, 자주적인 경우 (ㄷ₂)류로 구분하기로 한다.

먼저 (ㄷ₁)류를 살펴보자. 이러한 용례는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이

며, 일반적으로 ‘要’의 의지의미와 계획의미는 배제된다. 여기에 속하는 용례는 대

부분이 발화자 자신이나 청자 혹은 제3자가 어떤 상황을 당할 것인지를 예측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40) 韩千说：“不上！上又要挨训。” 

韓千이 말하였다. “안 할래! 하면 또 욕먹을 거야.”

(141) 家乡人得知唐骏 上了“油田学院”，总爱问他：“咦， 来你要分到大庆油

田去吗？”

고향 사람들은 唐駿이 ‘油田大學’에 합격한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늘 이

렇게 물어보았다. “아니, 장차 너는 (일자리가) 大慶油田으로 배치될 거

니?”

(142) 婴儿毫无先兆地生下来，按说要滚落到地上了。
아기를 아무런 조짐도 없이 낳았어, 이치대로라면 바닥에 굴러 떨어질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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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₁)류의 경우 일부 몇 개의 용례만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용례는 

문맥적 정보에 의해 장차 발생할 사건이 이미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면, 예문 (143)에서, 문맥에 따르면, ‘你的二儿媳妇要生儿子了’는 정해진 운명이다. 

그 밖에, 관형어 성분에서 출현해 시간성에 중점을 둔 용례도 있다. 예문 (144)에서 

‘要’는 의도적 미래, 예측류 미래 혹은 확정류 미래로 해석하기 어렵다.

(143) 于是我的灵魂游来荡去地寻找机会, 终于在游荡了二十七年后，你的二儿媳

妇要生儿子了，那个生下来的男孩就是我的转世。
그리하여 나의 영혼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기회를 찾았다. 드디어 

27년간 빈둥거리고 나면 당신의 둘째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사내아이는 바로 내가 환생한 것이다.

(144) 我正要失望的时候，女孩却说道：“但是我曾经去过她的家里。”

내가 실망하려 할 때, 여자 아이가 말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집에 

간 적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ㄱ), (ㄴ), (ㄷ₁)류의 要미래는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ㄱ)류는 주어가 없고, (ㄴ)류는 주어가 무생물이며, (ㄷ₁)류는 주어가 유생물

이지만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비자주성을 가진다. 이러한 통사적 특징의 영향

을 받아 ‘要’의 의지의미는 배제된다. 위의 세 가지의 용례는 要미래에서 대략 67%

를 차지한다.

이와 달리, (ㄷ₂)류는 반드시 백과사전식 정보 혹은 공기성분을 통해 어느 종류

의 미래에서 사용하는지가 판단된다. 왜냐하면 (ㄷ₂)류 용례는 주어가 유생물이며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성이고 ‘要’가 의지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외부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의지의미를 배제할 수 있다. (ㄷ₂)류는 要미래에

서 대략33%를 차지한다. 이러한 要미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용법이 있다.

(A) 문맥 정보를 통해 ‘要’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표현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45) “看完那句话，我就有一个强烈的冲动和直觉，我可能要拍这个故事”，阿甘说｡
“그 구절을 다 본 후에 그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 것이라는 강렬한 충동과 

직감이 생겼습니다”라고 阿甘이 말했다.



제 2 장  미래문법형태 ‘要’

- 97 -

(146) 乔莉突然觉得如此不真实，她积累了所有的热情同团队 高首领奔赴石家

庄，本以为要大干一场，却没想到饱餐一顿后，就什么都不知道了。
喬莉는 갑자기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열정을 쏟아 

팀의 리더와 함께 石家庄에 달려와 힘껏 해 볼 생각이었는데, 결국 한 끼 

배불리 먹은 뒤에 아무것도 모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147) 但是自从有了儿子赛虎，他似乎看到了人生的希望，因为 来赛虎 要继

承杨家的家产。
그러나 아들 賽虎가 태어난 후로부터 그는 마침 인생의 희망이 보인 거 

같았다. 왜냐하면 앞으로 賽虎가 楊씨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8) 我说：“来不及了，我的妻子马上就要回来了，你该动手了。”

내가 말하였다. “늦었어! 내 아내가 금방 돌아올 거야. 네가 시작해야 돼.”

예문 (145)에서 발화자와 행위자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要’를 발화자의 의지, 

의도 혹은 예측으로 해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要’ 앞에 가능성을 나

타내는 공기성분 ‘可能’이 있기 때문에 ‘要’를 예측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

절하다. 이 밖에, 이와 유사하게 가능성을 나타내는 공기성분은 ‘也許’, ‘ ’ 등이 

있다. 예문 (146)에서 주절의 동사 ‘本以为’의 주어와 ‘要’의 주어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要’의 의지의미를 배제할 수 있다. 또한 ‘本以为’는 예측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要’를 의도 용법보다 예측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다. 예문 (147)에서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인 ‘ ’이 ‘要’와 결합하기 때문에 ‘要’의 

의지의미는 배제되고, 문맥에 의해 ‘赛虎 要继承杨家的家产’가 주어‘他’가 ‘赛虎’

에 대한 예측임을 알 수 있다. 예문 (148)은 ‘就要~了’ 구조를 써서 발화자는 제3자

의 행위에 대해 예측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要~了’ 구조를 사용할 때, 문맥에 따

라 발화자가 제3자의 의지 혹은 의도를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예문 

149), 발화자가 제3자의 행위를 예측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예문 150), 제3자의 정

한 스케줄을 진술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예문 151). 그러나 ‘要~了’ 앞에 시

간부사 ‘就’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예측류 미래 혹은 확정류 미래에서 쓰인다. 예

문 (148)에서 ‘我的妻子马上回来’의 경우, 정해진 스케줄이라는 문맥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측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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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我妻子常年在外地打工，今年她终于要回来了。 [의지/의도]

내 아내는 계속 외지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올해 드디어 돌아올 것이다. 

(150) 六点了，我妻子要回来了。 [예측]

6시가 되었으니 내 아내가 돌아올 거야.

(151) 我妻子明天要回来了，我得去火车站接她。 [확정]

내 아내가 내일 돌아올 거야, 난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가야 해.

다시 말해서, 예문 (145~148)은 ‘要’가 발화자 자신, 청자 혹은 제3자가 장차 어

떤 일을 할 것임을 예측을 한다. 이러한 용례의 경우,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예측을 나타내기 위해 기타성분과 공

기해야 한다.

(B) ‘要’는 확정류 미래에 사용한다. 이러한 용례는 백과사전식 정보와 문맥 정

보를 통해 장차 발생할 일이 이미 정해진 것임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52) 我上半年要出一本长篇散文，叫≪我与父辈≫，书已经写完了，交给我的

朋友了。
저는 상반기에 ≪我与父辈≫라는 장편 산문을 출판할 것입니다. 책은 이

미 완성되어고 제 친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53) “告诉你个好消息！” “什么好消息？” “我要结婚了。”

“좋은 소식을 알려 줄게!” “무슨 좋은 소식이야?” “나 결혼할 거야.”

예문 (152)는 저서 출판과 관련이 있다. 백과사전식 정보에 따르면, 서적의 출판

은 저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출판사와 협상하고 정한 스케줄이다. 이

와 유사한 용례는 순회공연, 방학, 출퇴근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예문 (153)의 ‘我

要结婚了’는 상문(上文)을 통해 이미 확정한 소식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153)에서 발화자는 이미 정한 스케줄을 진술하는 것이다.

(C) ‘要’가 의도류 미래에 사용된다. 이 경우, 전후 문맥에 나타나는 공기성분의 

영향으로 언급하는 미래 사건이 주어가 실현할 계획임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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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师娘她 人家过于哀伤师父过世，此去还 师父遗体带了去，告知我等她

要独自安葬师父。
사모님께서 사부님의 별세로 많이 슬퍼하셨다. 이번에 가셨을 때 사부님

의 유해를 가져갔는데, 저희한테 자신이 혼자서 사부님을 안장할 것이라

고 알려주셨다.

(155) 张兰承认自己是一个有野心的女人，她计划要在2008年把俏江南的分店

到100家。
張蘭은 자신이 야망이 있는 여자임을 인정한다. 그녀는 2008년에 俏江南

의 분점을 100개까지 열 계획이다.

예문 (154)에서, 미래문법형태인 ‘ ’이 ‘要’와 공기함으로써 ‘要’의 의지의미는 

배제된다. 또한 주절의 동사 ‘告知’의 주어 역시 ‘要’의 주어와 동일 인물이기 때문

에, ‘要’의 의미를 예측이 아닌 의도의미로 해석된다. 예문 (155)의 ‘要’ 앞에 있는 

주절동사 ‘計劃’는 종속절에 출현하는 ‘在2008年把俏江南的分店 到100家’라는 계

획이 ‘張蘭’의 계획임(의도임)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유사

한 주절 동사는 ‘承諾’ 등이 있다.

(D) ‘要’가 관형어에서 나타나고 시간성을 나타낸다. 예문 (156)이 이에 속한다.

(156) 我快要走到她身边的时候她才发现我，然后马上露出了迷人的笑容。
내가 그녀의 곁에 거의 도착했을 때야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리곤 바로 

매혹적인 웃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주어의 유형별로 要미래의 용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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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주어 유형별 要미래의 용법

주어의 유형 술어성분의 유형 미래의 유형

(ㄱ) 무주어
‘要’ 뒤의 술어성분이 자주성이 

없다
예측류 미래

(ㄴ)

무생물

명사성 

주어

(ㄴ₁)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우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시간성

(ㄴ₂)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
의도류 미래

(ㄷ)

유생물

명사성 

주어

(ㄷ₁)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우

예측류 이래

확정류 미래

시간성

(ㄷ₂)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

예측류 이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

시간성

코퍼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어 유형별로 ‘要’의 각 용법이 차지는 비율과 

전체 要미래에서 차지는 비율은 <표 2.10>와 <표 2.11>에서 볼 수 있다.

<표 2.10> 주어 유형별 要미래의 용법 및 비율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

시간

성
합계

주

어

의 

유

형

(ㄱ)무주어
100%

(8개)

100%

(8개)

(ㄴ)

무생물

명사성 

주어

(ㄴ₁)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우

58.53%

(24개)

31.71%

(13개)
/

9.76%

(4개)

100%

(41개)

(ㄴ₂)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
/ /

100%

(3개)
/

100%

(3개)

(ㄷ)

유생물

명사성 

주어

(ㄷ₁)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우

82.98%

(39개)

12.77%

(6개)
/

4.25%

(2개)

100%

(47개)

(ㄷ₂)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

25%

(12개)

56.25%

(27개)

14.58%

(7개)

4.17%

(2개)

100%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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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주어 유형별 要미래의 용법 및 전체 要미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

시간

성
합계

주

어

의 

유

형

(ㄱ)무주어
5.44%

(8개)

5.44%

(8개)

(ㄴ)

무생물

명사성 

주어

(ㄴ₁)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우

16.33%

(24개)

8.85%

(13개)
/

2.72%

(4개)

27.90%

(41개)

(ㄴ₂)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
/ /

2.04%

(3개)
/

2.04%

(3개)

(ㄷ)

유생물

명사성 

주어

(ㄷ₁)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우

26.53%

(39개)

4.08%

(6개)
/

1.36%

(2개)

31.97%

(47개)

(ㄷ₂)류: ‘要’ 뒤의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

8.16%

(12개)

18.37%

(27개)

4.76%

(7개)

1.36%

(2개)

32.65%

(48개)

합계
56.46%

(83개)

31.30%

(46개)

6.8%

(10개)

5.44%

(8개)

100%

(147개)

위의 세 가지 도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ⅰ) 要미래는 예측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 주어와 술어성분이 

달라지면 要미래가 예측하는 내용도 달라진다. 要미래에서 주어가 없을 경우 반드시 

예측 용법으로 사용되며,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에는 약 60%의 용례가 예측 용법으

로 사용된다. 주어가 유생물인 경우,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성이 없으면, 

대부분(약 80%)이 예측 용법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성이 있으면, 조

건에 부합하는 공기성분이 있어야만 예측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ⅱ)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要미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용례는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식 정보 혹은 문맥 정보를 통해 언급하는 미래 사건이 이미 정한 스케줄

임을 나타낸다. (ㄷ₂)류에서 확정류 미래 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모든 (ㄷ₂)류 

용례의 절반 이상(약 56%)이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된다. 

(ⅲ)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要미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편이며,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설사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라도 문맥

적 행위자를 찾을 수 있다. 일부 주어가 유생물일 경우 앞뒤 문장에서 언급하는 사

건이 의도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공기성분이 함께 출현한다.

(ⅳ) 시간성을 표현하는 要미래는 여전히 드물게 나타난다. 이러한 용례는 관형어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 102 -

에서 나타나고 要미래가 출현하는 절은 뒤에 다른 동작/행위를 위해 참조시간을 제

공할 수 있다.

2.2.2.4.2 ‘要’와 ‘ ’의 공기 양상 

2.1.2에서 진행한 통시적 고찰에 따르면, 要미래가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인 ‘ ’

와 결합하여 공기하는 용례는 명대에 출현한다. 현대중국어에 이르러 양자가 함께 

사용되는 빈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現代漢語詞典≫에서는 ‘ 要’를 어휘 항목

으로 수록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코퍼스에서 총 15개의 용례를 찾았으며 전체 

要미래 용례의 약 10%를 차지한다. 예문 (157~159)는 각각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인 경우, 주어가 유생물이

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이다. 

(157) 正是太阳 要落山的时候，劳累了一天的太阳强睁着昏黄的眼，恹恹地任

坏情绪昏黄着一天一地。
마침 해가 질 때이었다. 하루 종일 고생한 해가 억지로 어슴푸레한 눈을 

뜨고 힘없게 (자기의) 나쁜 기분으로 천지를 온통 노랗게 만들었다.

(158) 今天，它 要破裂，人类历史上第一个卵生人 要诞生。
오늘 알이 깨어질 것이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란생인(알에서 태어나는 사

람)이 태어날 것이다. 

(159) 他很清楚，下一阶段，蒋从西北腾出手来， 要着手解决“攘外”问题。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 蔣介石은 서북지역(과 관련된 일)에

서 손을 빼면 ‘외적을 물리치는’ 문제 해결에 착수할 것이다.

장르별 분포를 보면, 현대중국어에서 ‘ 要’는 대부분 서면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서 나타난다. 코퍼스 분석에 따르면 ‘ 要’가 전형적인 서면어 텍스

트에서 출현한 용례는 40%를 차지한다.133) 나머지 용례는 대부분 소설에 출현하며 

구어체 대화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 要’의 이러한 분포 양상은 ‘ ’의 영향을 받

았다고 볼 수 있다. 미래문법형태 ‘ ’은 일반적으로 서면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

133) 이 용례들은 A신문 보도, B사설, D종교, J학술, 과학기술과 G전기, 회고록에서 나타난다. 

그 가운데 G전기, 회고록에서 출현하는 용례는 서면어 색채가 강한 신년 축사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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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록 ‘ ’의 영향으로 ‘ 要’의 분포가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다른 측

면에서 보면 ‘ ’과의 결합이 ‘要’의 미래용법 형성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우선, ‘ 要’의 결합은 ‘要’의 다른 의미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혹은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비자주적이 경

우에, ‘ 要’의 사용은 ‘要’의 의무의미를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문 (160)이 이

에 속한다. 

(160) 中国政府已经宣 ，到2020年我国单位GDP的二氧化碳排放量 要在2005年

的基础上减 40%到45%，这是一个振奋人心的指标。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중국의 단위 GDP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

년 기준 40%~45%로 감소시킬 것이라 선포하였다. 이는 사람들을 격려하

고 분발시키는 지표이다.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에, ‘ 要’의 사용

을 통해 ‘要’의 의지의미 혹은 의무의미를 배제시킬 수 있다. 예문 (159), (161)이 

이에 속한다. 

(161) 丧事完毕，朱自清 要赶回北京上学，朱 坡也 要到徐州谋事，由是父

子决定同行 。
장례를 마친 후 朱自淸은 학업을 위해 급히 베이징으로 돌아갈 것이고 朱

坡도 일자리를 구하러 서주로 갈 것이다. 이로써 부자가 동행하기로 결

정했다.

예문 (159)에서 ‘ ’이 없으면 ‘要’를 의지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문 (161)에

서도 ‘ ’을 삭제하면, ‘要’가 의지의미 혹은 의무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 ’은 문법화 정도가 더 높은 미래문법형태로서 관형어, 보어에서의 분포

되는 양상을 보인다. ‘要’가 ‘ ’과 공기하면서 점차 이러한 비주절 성분에서 출현

하는데 본고 코퍼스에는 ‘要’가 관형어에서 나타나는 용례 중에서 33%는 ‘ ’과 

공기한 경우이다. 따라서 要미래가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 ‘ ’과의 결합 사용은 要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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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법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2.5 공시  고찰의 결과

2.2.2.1~2.2.2.4에서는 현대중국어 要미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대중국어의 要미래는 아래와 같은 몇 개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ㄱ) 장르별 분포를 보면, 要미래는 주로 서술적 텍스트(소설, 전기 등)에서 사용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서술적인 텍스트에서 미래에 관한 화제를 

많이 언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ㄴ)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要미래는 예측류, 확정류, 의도류 미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시간성에 중점을 둔 용법도 있다. 그 중에서 예측

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용례가 가장 많다. 이는 상당수의 ‘要’가 이미 주요 기원인 

要의지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용례는 두 번째이다. 

중국어에서 확정류 미래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要’가 확정류 미

래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좀 더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의도류 

미래와 시간성 용법은 출현빈도가 낮다.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경우, 要미래 뒤

에 있는 술어성분은 반드시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간성을 표현하는 要미래

는 관형어에서만 나타난다.

(ㄷ) 통사 분포를 보면, 우선, 要미래는 서술문, 판단의문문, 의문사의문문에서 나

타날 수 있다. 다만, 서술문에서는 긍정형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要미래 자체의 

부정형식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要미래는 ‘要不要’로 구성되는 정반의문문에서 사

용할 수 없다. 이는 ‘不要’가 일반적으로 ‘하지마라’ 혹은 ‘하고 싶지 않다’로 해석

되고 ‘要不要’ 중의 ‘要’는 일반적으로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래문법형태로서의 要미래는 주로 미래에 대해 단언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주절의 술어부분이나 서술성 용언과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부분에서 나타난

다. 이 밖에도 要미래는 관형어와 보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관형어에서의 출현빈

도 역시 적지 않다. 이는 要미래의 문법화 정도가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대략 68%의 要미래는 다음의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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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a) 주어가 없는 문장에 나타난다. (b)주어가 무생물이다. 

(c)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에 있는 V/VP는 자주성이 없다. 약 32%의 要미래는 

문맥 정보 혹은 백과사전식 정보의 도움을 받아야만 미래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要미래가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인 ‘ ’과 함께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 

‘ 要’는 이미 하나의 어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양자의 결합 공기는 要미래의 문법

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3 소결

본 장에서는 우선 要미래의 기원, 변천경로와 출현 시기를 살펴보았다. 한대부터 

민국 시기의 자료에 대한 고찰에 의하여 要미래의 기원은 두 개가 있음을 분석하였

다. 즉, 의지의미를 표현하는 조동사 ‘要’와 의무의미를 표현하는 조동사 ‘要’이다. 

그 중에서, 후자는 특정적인 要의무만을 가리킨다. 要의지는 ‘요구하다, 요청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에서 기원하며, 要의무는 ‘어쨌든, 결국’을 나타내는 부사 ‘要’에

서 기원한다. 

要의지에서 발전해온 要미래는 송대에 확실한 용례가 나타났고 일부 要의무도 송대

부터 미래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 要미래의 분포 양상을 보면,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要미래는 예측

류 미래, 확정류 미래와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단순히 시간성을 나타내

는 용법도 존재한다. 통사적 측면에서 要미래는 관형어에서 많이 출현하며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인 ‘ ’과 빈번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要미래는 주어

와 술어성분과 관련된 통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要미래가 

현대중국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중요한 형식이고 그 문법화 정도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음을 증명해 준다. 언어유형론에서는 문법화 정도에 따라 문법형태유형을 

‘핵심문법형태유형’과 ‘주변문법형태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要미래는 굴절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문법형태유형’에 속하는 미래(future)

문법형태로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주변문법형태유형’에 속하는 준미래(futuroids)

문법형태로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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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어에서 가능의미를 나타내는 ‘ ’(이하 가능으로 부른다)는 자주 미래 

시간에서 쓰인다. 선행연구에서 일부는 ‘ ’를 미래시제표지로 간주했지만, 대부분

의 연구는 이를 인식양태로 간주하였다. 본 장은 미래 시간에 출현하는 가능(이하 

미래로 부른다)에 관해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1 ‘会’에 대한 통시적 고찰

3.1.1 ‘会’의 변천경로에 한 가설

Bybee 등(1994:265-266)은 미래문법형태의 기원과 변천경로를 논의하면서 능력

의미에서 기원하는 변천경로를 제시하였다. 그 경로는 다음의 (1)과 같다.

(1)
능력

ability
>

근원적 가능성

root possibility
>

의도

intention
>

미래

future

Bybee 등(1994)에 따르면, 근원적 가능성에 관한 진술은 의도로 해석할 수 있으

며, 특히 1인칭에서 더욱 그러하다. 가령, ‘I can get that door for you.’는 발화자가 

그 일을 할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기반으로 위의 변천경로

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만약 ‘능력 > 가능성 > 의도 > 미래’의 경로가 존

재한다면 대부분 언어에서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가 능력의미에서 미래문법형

태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존연구

에서 이 경로와 관련된 미래문법형태는 Ahaggar Tuareg(Berber) 언어의 미래 조동

사134), 중국어 광동어의 ‘hó nàng’과 ‘wǔi’, 중국어 표준어의 ‘ ’135)에 불과하다.

134) Ultan (1978:113) 참조.

135) Bybee 등 (1994:265-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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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bee(1994:265-266)도 위의 변천과정을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보기 드물다는 사

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왜 발생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Bybee의 가정은 2차 자료를 사

용하였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변천과정을 가정할 때, 

관련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래는 미래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는 가능과 접히 관

련되기 때문에 미래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가능의 기원을 살

펴보기로 한다.136)

3.1.2 会미래와 련된 会가능의 생성

3.1.2.1 会가능의 출  시기

3.1.2.1.1 ‘ ’의 본의와 파생의미

許愼의 ≪說文解字≫에 의하면 ‘ ’자를 “ 는 合이다”으로 풀이했으며, 段玉裁

는 ‘용기를 덮은 것을 라고 하였는데, 이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합쳐지기 

때문’이라고137) 설명하였다. 張艶芳(2006:5)에 의하면 ‘ ’자의 이러한 의미는 갑골

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 ’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윗

부분은 용기의 뚜껑, 중간 부분은 용기 안에 있는 물건, 아랫부분은 용기로 나뉜다. 

따라서 ‘ ’자의 본의는 일반적으로 ‘ 合(한데 모이다)’으로 간주되며, ‘물건과 물

건이 회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물건과 물건 간의 접촉관계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상호 일치(契合)138) 관계도 내포되어 있다.

‘ ’는 본의에서 출발해 점차 다양한 용법으로 파생되어, ‘회합하다’, ‘부합하다’, 

‘만나다’, ‘알다’ 등의 동사 용법, ‘집회’, ‘짧은 시간’ 등의 명사 용법, ‘때마침’의 부

사 용법, ‘능력’과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용법이 나타났다. 이 중에는 현대중국

136) 아래 3.1.2절은 염죽균(2016a)의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37) ≪설문해자≫ 제十권, 亼부, “ , 合也.”에 대한 단옥재의 주석 “器之盍曰 . 爲其上下相

合也.”(≪说文解字注≫ (2011) 223쪽 참조.)

138) 李劍影(2007:53)도 ‘ ’가 인식적 양태(epistemic modality)를 나타낼 때 ‘일치(契合)’의 의
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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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사용되지 않거나139), 단독으로 쓰지 않는 것도 있으며140), 사용빈도가 높아 

자주 사용되는 것도 존재한다.141) 이러한 용법의 출현시기와 변천과정, 상호 관계

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연구는 여전히 이견이 분분하다. 본고는 

가능의미에 주목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3.1.2.1.2 가능의 출현

가능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즉, 한대⋅육조(漢代六朝)와 

당송(唐宋) 시기에 가능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대⋅육조시기를 

제기한 연구에는 傅書靈⋅祝建軍(2004), 鞠彩萍(2011), 馬貝加(2014), 尹淳一(2014)

등이 있고, 당송 시기를 제기한 연구는 李明(2001[2016]), 魯曉琨(2001), 張艶芳

(2006), 蔣紹愚(2007), 曾錦程(2009) 등이 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고는 북

경대학 CCL코퍼스의 한대와 육조시기 부분을 고찰하였다. 이 시기의 자료에서, 

‘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를 의미하는 ‘ ’ 외에 술어 앞에 쓰이는 또 다른 ‘ ’

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다음에서 코퍼스 자료에서 추출한 용례를 살펴보자.

 (2) 吾已失恩義， 不相從許。 (东汉 ≪古詩為焦仲卿妻作≫)

나는 이미 감정을 잃었고 결코 허락하지 못할 것이다.

 (3) 其有見 ，以告不見。其不見 ， 不信見。
(六朝 ≪弘明集⋅卷第十一≫)

본 사람이 보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주었으나,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

지 않을 것이다.

 (4) 其瓜 是歧頭而生；無歧而花 ，皆是浪花，終無瓜矣。
(六朝 ≪齊民要術≫)

박은 반드시 가랑이진 덩굴의 끝에서만 자라난다. 가랑이가 없는 데에서 

자란 꽃은 전부 소용이 없으며 끝내 박으로 자라나지 못한다.

 (5) 夫人垂泣曰：“王 不用我 耳。” (六朝 ≪支謙譯經≫)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길, “왕은 틀림없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것

입니다.”

139) 예를 들어, ‘때마침’이 있다.

140) 예를 들어, ‘알다’는 ‘領 , 心’ 등의 단어에서만 나타난다.

141) 예를 들어, 능력의미, 가능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제 3 장  미래문법형태 ‘会’

- 109 -

 (6) 宣武問：“劉東曹何以不下意？” 答曰：“ 不能用。” (六朝 ≪世說新語≫)

宣武가 “劉東曹는 왜 의견을 내지 않는가?”라고 물으니, 劉簡은 “틀림없

이 저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李明(2001[2016])142)도 동한(東漢) 시기부터 당송(唐宋) 시기에 나타난 다음과 같

은 용례를 제시하였다.

 (7) 佛 ：“是善男子善女子有行是法 ，所求 必得，若所不求， 複自

得。”143) (東漢 支婁迦讖譯 ≪道行般若經≫)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선량한 남녀가 이 법을 행하게 되면, 그들은 얻고 

싶은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설령 원하는 것이 없더라도 반드시 저

절로 얻게 될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 ’의 의미에 대해 太田辰夫(1988[1991])144)는 ‘一定, 必’라고 했

으며, 李明(2001[2016])은 ‘終究, 一定, 無論如何’라고 하였다. 傅書靈⋅祝建軍(2004)

은 ‘應當’이라고 하였다. 사실상, ‘一定, 必, 應當’은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

하다. 하나는 ‘一定 , 必定 , 應當 ’는 ‘확실히 ~될 것이다’로 해석되며 필연성 

또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음을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一定要, 必 要, 應當要’

는 ‘반드시 ~해야 한다’로 해석되며 도의적 의미를 나타낸다.145) 예문 (2~7)의 ‘ ’

는 첫 번째의 경우이며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대⋅육조시기 ‘ ’는 가능성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 ’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정도는 아주 높은

데, 이처럼 ‘ ’가 높은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본의가 내포하고 있는 ‘서

로 일치하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 ’의 추측의미가 이치에 

부합하면서 높은 일치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李明(2001[2016]) 역시 ‘一定’을 나타내는 ‘ ’의 용법을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하

였다. 하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며, 다

른 하나는 ‘개인의 의지 혹은 이치에 따라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

142) 李明(2001[2016]):112-113 참조.

143) 李明(2001[2016]):112에서 재인용.

144) 太田辰夫(1988[1991]):51 참조.

145) 중고 시기에 의무의미를 나타내는 ‘ ’에 대한 논의는 본고와의 관련이 크지 않기 때문
에 논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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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후자는 주로 ‘ 當’, ‘ ’에서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 ’는 송대

까지 쓰였다고 한다. 송대에 가능의미를 지닌 ‘ ’가 출현하면서 ‘ ’의 ‘꼭, 반드

시’의 의미는 ‘가능’의 의미와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점차 그 기능을 상실

한 것이다. 李明(2001[2016])은 ‘꼭, 반드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 ’와 ‘가능’의 의

미를 나타내는 ‘ ’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郭昭軍(2003:388-389)은 현대

중국어에서 ‘ ’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정도는 ‘很/非常/十分/極可能>会’의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彭利貞(2005:84)은 ‘ ’가 나타내는 높은 가능성의 정도

를 ‘개연성’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가능성과 필연성의 사이에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 ’의 가능성의 정도는 여전히 매우 높다. 따라서 본고는 

한대⋅육조시기에 출현한 ‘一定’, ‘必’, ‘應當’을 나타내는 ‘ ’가 송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 ’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 ’의 품사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太田辰夫(1988[1991])는 ‘会’

를 양태부사로 보았으며, 李明(2001[2016])은 부사로 보았다. ‘ ’를 부사로 간주한 

것은 부정(否定)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 (2), (3), (5), (6)에서 보듯이, ‘ ’

는 부정적인 명제를 이끌 수는 있지만, ‘ ’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품사 분류 

기준에 따르면, 동사의 하위분류인 조동사는 부정형식이 있다. 따라서 부정이 가능

한지의 여부는 부사와 조동사의 구별하는 주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통

사 위치에 있어서 양태부사와 양태조동사 모두 술어 앞에 위치하고, 의미의 영향 

범위에 있어서 양자 모두 전체 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두 품사 간에는 

어느 정도 모호한 영역이 존재한다. 가령 彭利貞(2005:60)은 현대중국어에서 ‘必

’, ‘肯定’이 부사에 속하는지 조동사에 속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하였다. 인지언어학의 원형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여러 구성원이 완

전히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자리에 위치한 구성원의 경우 

그와 인접한 다른 범주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

면, 한대에서 육조시기에 아주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 ’는 비전형적인 조동사

로 볼 수도 있다. 石毓智(2001:53)는 하나의 어휘의 의미의 정도는 부정형식과 긍

정형식을 이루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의미 정도가 극히 

작은 경우 부정형식에만 쓰이고, 극히 큰 경우는 긍정형식에만 쓰이며, 중간 정도

이면 긍정과 부정형식에 모두 쓰인다고 하였다. 한대⋅육조시기에 아주 높은 가능

성을 나타내는 ‘ ’가 부정형식을 구성할 수 없는 이유는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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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에서 육조시기의 ‘ ’는 정도가 아주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며, 본고는 가능

이 이 시기에 출현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3.1.2.2 会가능의 기원과 변천과정

가능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회합하다’, ‘부합

하다’, ‘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 ‘응당하다(應當)’, ‘능력’ 등에서 그 기원을 찾

았으며, 기원에 따라 여러 가지 변천경로를 제시하였다. 우선, 가능이 ‘회합하다’

를 나타내는 ‘ ’에서 기원했다는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3.1.2.2.1 ‘회합하다’ > ‘부합하다’ > ‘가능성이 있다’

傅書靈⋅祝建軍(2004)은 근⋅현대중국어에 이르러 가능이 출현하였고, 그 기원

은 중고중국어의 ‘應當’의 의미를 나타내는 ‘ ’라고 하였다. ‘應當’ 의미는 가능성

을 나타내는 ‘應當 ’와 의무를 나타내는 ‘應當要’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應當’ 의미에 대한 해석146)을 보면, ‘應當’ 의미가 가능성을 나타

내는 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傅書靈⋅祝建軍(2004:357)은 이러한 용법이 ‘회

합하다( 合)’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물건 간의 대응관계’가 ‘이

치적 대응관계’로 변화된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능은 ‘회합하다’라는 

의미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

鞠彩萍(2011:105-106)은 가능이 ‘부합하다(符合)’는 의미에서 발전했으며, 이러

한 변화는 은유를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하였다. ‘부합하다’라는 의미에서 ‘가능성

이 있다’라는 의미로 변화한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어떤 규정이나 제도, 취

지에 부합하다’에서 ‘어떤 판단이 이와 관련된 이치에 부합하다’라는 의미로 발전

한 것이다. 전자는 비교적 구체적인 ‘행위영역(行域)’에 속하고, 후자는 추상적인 

‘인지영역(知域)’에 속한다.147) 鞠彩萍(2011)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 이러한 변천과

정을 제시하였다. 다음에서 (8)와 (9)는 각각 ‘부합하다’와 ‘가능성이 있다’를 나타

146) 이치에 따라 미래에 나타날 수 있은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傅書靈⋅祝建軍 

2004:357)

147) ‘행위영역’과 ‘인지영역’은 沈家煊이 사용한 용어이다. ‘행위영역’은 행위와 모습에 관한 
개념 영역이며, ‘인지영역’은 지식과 인식에 관한 개념 영역이다. 각각 Sweetser(1990)의 
content, epistemic modality와 대응한다. (沈家煊 2003:195,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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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148)

 (8) 上明陳其制，則下皆 其度矣。 (戰國 ≪管子⋅法禁≫)

위 사람들이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면, 아래 사람들은 모두 그 제도에 부

합한다.

 (9) 假便恩愛久共處，時至命盡 別離。 (五代 ≪祖 集≫)

사랑에 의지해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생명의 끝에는 결국에 헤어질 것

이다.

본고는 鞠彩萍(2011)과 傅書靈⋅祝建軍(2004)의 견해는 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가능이 ‘회합하다 > 부합하다 > 가능성이 있다’의 단계를 거쳐 변

화한 것이다. 尹淳一(2014:192-198)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会’

의 발전 과정에 환유가 작용했다고 하였다. ‘회합’하는 두 주체는 독립적 관계였지

만 ‘부합’하는 두 주체 간에는 일치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 ’

의 본의는 상호 일치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회합하다’에서 ‘부합하다’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환유가 아닌 은유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 의미의 ‘회

합’이 은유를 통해 추상적 의미의 ‘부합’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합하다’에서 ‘가능성이 있다’로 발전하는 과정 역시 논증한 바와 같이 환유가 

아닌 은유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149) 

傅書靈⋅祝建軍(2004), 鞠彩萍(2011), 尹淳一(2014)와 본고의 관점을 종합하면 

‘会’의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물건과 물건이 

회합하다

(‘회합하다’)

사람/사건이 규정/규율등과 

부합하다

(‘부합하다’)
은유 은유

판단이 사리와 

부합하다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 会가능의 생성과정(1a)

148) 鞠彩萍(2011:106)에서 재인용.

149) 이에 대해서는 鞠彩萍(2011:105-106)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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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2 ‘회합하다’ > ‘마주치다’ > ‘가능성이 있다’

馬貝加(2014:904-913)는 가능이 ‘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恰遇)’의 의미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가) ‘会’(‘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는 동사 앞에 출현한다.

(나) ‘会’(‘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 뒤의 동사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진술

하는데 쓰인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 ’는 미래 시간과 관련되어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馬貝加(2014)는 다음의 예문을 들어 설명하였다.150) 

(10) 永安元年十二月丁卯，建業中謠 明 有變，綝聞之，不悅。
(六朝 ≪三國志⋅吳書⋅孫綝傳≫)

영안 원년 12월 7일, 건업성에 다음날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자 孫綝은 이 소문을 듣고 불쾌해졌다.

馬貝加(2014:906)는 예문 (10)의 ‘ ’는 ‘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라는 의미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마침 어떤 사

태와 마주치다’라는 의미는 이미 발생했거나 이미 존재하거나 혹은 확실히 곧 발

생할 사태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1) 先王棄群臣，寡人新即位，左右誤寡人。 (西漢 ≪戰國策≫)

마침 그 때, 선왕께서 신하들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 과인이 새로이 즉위

하자 주변의 측근들이 과인을 그르쳤다.

(12) 草創未就， 遭此禍，惜其不成，已就極刑而無慍色。
(西漢 ≪报任 卿书≫)

책을 쓰는 것도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이 같은 화를 당했다. 책을 완성하

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잔인한 형벌을 당했어도 원망하는 기색

이 없었다.

150) 马贝加(2014:9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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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前府君女，不幸早亡。 今當更生。心相愛 ，故來相就。
(六朝 ≪搜神後記≫)

(저는) 이전 태수의 딸이었는데 불행히도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 다시 태

어나려 하는데, 당신을 사랑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예문 (11)에서 ‘先王 群臣’과 (12)에서 ‘遭此禍’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

며, (13)에서 ‘今當更生’은 곧 발생할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건의 공

통점은 ‘확실성’이라는 것이다. 위의 예문 (10)에서 ‘有变’은 확실성을 나타내지 않

는 유언비어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会’는 ‘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会’가 ‘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会’ 뒤에 

출현하는 술어성분의 시간지향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주로 미래 시간과 관련된 

会가능이 ‘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의 의미에서 기원한다는 관점은 여전히 검토

가 필요하다. 본고는 会가능은 ‘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라는 의미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 사태 혹은 이미 발생했거나 존재하지만 미래에 지속될 사

태와 마주치다’라는 의미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 ‘会’는 

‘어떤 미래 사태와 마주치다’로 해석될 수도 있고, ‘어떤 미래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4) “天下 安，當不久爾。” (六朝 ≪三國志⋅裴松之注≫)

(a) 천하가 평화로운 상태를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다.

(b) 천하가 평화로운 상태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15) 王汝南 無婚，自求郝普女。司空以其癡， 無婚處，任其意，便許之。
(六朝 ≪世說新語≫)

(a) 汝南內史 王湛은 젊은 시기에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郝普의 

딸에게 혼담을 꺼내라고 요청하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총명하지 않고 

(지금) 혼처가 없는 상태라서 그의 마음을 따라서 승낙해 주었다.

(b) 汝南內史 王湛이 젊은 시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郝

普의 딸에게 혼담을 꺼내라고 요청하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총명하지 

않아서 혼담을 꺼낼 데가 없을 수 있다고 여겨 그의 마음을 따라서 승낙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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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4)는 ‘當不久爾’을 통해 장차 ‘평화로운 상태’에 처할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14)는 ‘천하가 평화로운 상태를 맞이할 것이다’와 ‘천하가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예문 (15)에서 ‘ 無婚處’는 ‘王湛

이 그 당시 혼담을 꺼낼 데가 없는 상태에서 처해 있다’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이후에도 ‘王湛이 혼담을 꺼낼 곳이 없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위의 예문은 의미적 측면에서 가능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통사적 측면에서 살

펴보면, ‘ ’ 뒤에 있는 목적어가 동사성 또는 형용사성 성분이기 때문에 동사 ‘ ’

가 조동사로 변화할 수 있는 문법적 토대가 된다. 이러한 용례 증가함에 따라 내포

적 의미인 가능의미가 점차 ‘ ’의 의미로 포섭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Bybee(1994:196)는 이러한 변천을 ‘함축의 관습화에 의한 변화(change by the 

conventionalization of implicature)’라고 하였다.

한편, 여기에서의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라는 의미는 ‘ ’의 본의인 ‘회합하다’

의 의미에서 온 것이다. 즉, ‘물건과 물건이 회합하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은유

를 통해 ‘사람/사물이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라는 추상적 의미로 변화하였다. 이에 

가능의 새로운 변천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물건과 

물건이 

회합하다

(‘회합하다’)

사람/사물이

어떤 미래의 사태 

혹은 이미 발생/존재하였고

미래에도 지속될 사태와 

마주치다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

은

유

함축의미의 

관습화

미래의 어떤 

사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림 3.2> 会가능의 생성과정(1b)

위에서 ‘ ’와 관련해 두 가지 변천경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傅書靈⋅祝建

軍(2004), 鞠彩萍(2011), 尹淳一(2014)의 연구를 토대로 ‘회합하다’ > ‘부합하다’ > 

‘가능성이 있다’의 변천경로를 제시했으며, 의미 변천과정에 은유가 작용하였다. 

두 번째 제시한 변천경로는 <그림 3.2>와 같이 ‘회합하다’ > ‘어떤 사태와 마주치

다’ > ‘가능성이 있다’이다. 이 경로는 본고에서 가능이 ‘마침 어떤 사태와 마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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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의미에서 연원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통사적 고

찰을 통해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경로는 은유와 ‘함축의미의 관습화’를 통

해 설명할 수 있다.

본고는 위의 두 가지 변천경로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 ’의 본의 ‘물건과 물건이 회합하다’는 접촉관계를 함의하고 있다. 회합하

는 두 주체가 구체적인 사물에서 추상적인 사물로 바뀌면 접촉관계 역시 추상화된

다. 이처럼 추상적 접촉관계를 표현하는 용례는 역사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6) 寰內諸侯，非有天子之命，不得出 諸侯。 (戰國 ≪谷梁傳≫)

모든 제후들은 천자의 명령이 없이는 다른 제후와 만날 수 없다.

(17) 是月也，申嚴號令，命百官貴賤無不務入，以 天地之藏，無有宣出。
(戰國 ≪逸周書≫)

이 달에 다시 호령을 엄격하게 반포한다. 모든 관리에게 명하여 귀천을 

가리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일(징세)에 힘쓰게 하며, 이로써 하늘과 땅이 

거두어들이는 때에 맞게 하여 새어 나가는 것이 없게 한다. 

(18) 竦知有賊當去， 反支日，不去，因為賊所殺。
(東漢 ≪史論⋅桓譚新論≫)

張竦은 적이 있어 떠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침) 反支日이 있어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가 이로 인해 적에게 살해를 당했다. 

(19) 軍吏卒 赦，其亡罪而亡爵及不滿大夫 ，皆賜爵為大夫。
(東漢 ≪漢書⋅高紀⋅下≫)

군의 관리와 사졸들이 대사면을 받으면, 죄가 없고 작위가 없는 자와 작

위가 大夫에 이르지 아니한 자 모두 대부의 작위를 하사한다.

(20) 以此應化，無以異于彈一弦而 棘下。 (西漢 ≪淮南子≫)

이것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하나의 악기 줄로 “棘下”151)같은 음악을 

연주하려고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위의 예문은 각각 사람과 사람, 인간과 규율, 사람과 시간, 사람과 사건, 사건과 

사물 간의 추상적인 접촉 관계를 나타낸다. 이 외에도 추상적인 접촉 관계를 드러

내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이 많은 추상적인 ‘회합’의 의미는 통사와 의미 측면에서 

151) “棘下”는 주대 음악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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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성’의 의미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회합하다’

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앞서 제기한 두 개의 

변천경로를 종합하여 가능의 생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 

‘회합하다’

‘부합하다’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

...

‘가능성이 있다’

<그림 3.3> 会가능의 생성과정(1)

3.1.2.2.3 ‘능력이 있다’ > ‘가능성이 있다’

가능의 기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능력의미를 표현하는 ‘ ’(이

하 능력으로 부른다)에서 발전해 왔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은 李明

(2001[2016]), 魯曉琨(2001), 張艶芳(2006), 蔣紹愚(2007), 曾錦程(2009) 등에 의해 제

기되었다. 능력의 기원과 출현 시기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능력은 ‘알다’를 나타내는 동사 ‘ ’152)에서 연원한다.153) 이러한 변화의 발

생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a) 의미적 측면에서 ‘알다’와 ‘능력’은 접하게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

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

시한다. 

(b) 통사적 측면에서 ‘알다’ 의미를 지닌 ‘ ’ 뒤의 목적어는 최초 명사성 성분이 

쓰였으며, 이후 동사성 성분이 쓰이면서 ‘ ’가 동사에서 조동사로 변화하였다.

Heine & Kuteva(2002:186)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정신적 능력’(mental ability)

에서 ‘신체적 능력’(physical ability)으로의 발전은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152) ‘알다’는 ‘회합하다’에서 발전하였다.

153) 太田辰夫(1958[2003]), 江藍生(2000a,b), 傅書靈⋅祝建軍(2004), 張艶芳(2006), 蔣紹愚

(2007), 尹淳一(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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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능력은 당송 시기에 출현하였다. 太田辰夫(1958[2003])154)는 송대에 ‘ ’가 

‘알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변천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동사 용

법으로 발전했다고 하였다. 傅書靈⋅祝建軍(2004)에 의하면 능력은 당대 말기와 

오대(五代) 사이에 출현했고 송대에 완성되었다. 蔣紹愚(2007)는 당송 시기의 敦煌

變文, ≪祖 集≫과 ≪三朝北盟 編≫을 통해 ‘ ’를 분석했는데, 이 자료에서 ‘ ’

는 주로 ‘알다’ 의미로 쓰였고 일부는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였다. 반면, 

馬貝加(2014:915)는 당대(唐代)에 ‘能’과 함께 쓰였으며, ‘能’에 대응되는 ‘ ’의 용

례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쓰인 ‘ ’는 ‘능력’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

지 논의에 따르면, 육조 시기까지 능력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북경대학교 CCL코퍼스의 육조 시기 자료를 조사한 결과, ‘알다’를 나타내는 명사

성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 용법 몇 개만을 확인하였을 뿐 능력은 발견되지 않

았다. 

会능력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만일 능력이 가능으로 발전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이 발생한 시기는 육조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선행연구

에서 ‘ 능력 > 가능’의 변천과정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李明

(2001[2016])155)은 능력의미에서 직접 허화되었다고 간략히 언급하였고, 張艶芳

(2006) 역시 이러한 변천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 구체적 논증은 하지 않

았다. 曾錦程(2009)은 張艶芳(2006)의 연구를 토대로 주관화를 통해 가능의 변천을 

설명하였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논증한 

연구는 魯曉琨(2001)과 蔣紹愚(2007)에서 볼 수 있다.

魯曉琨(2001)은 능력이 두 차례 은유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이 생성되었다고 추

론하였다. 먼저 ‘행위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₁이 은유를 통해 ‘현실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₂로 발전하였다.156) 그 다음에 객관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₂가 다시 

은유를 통해 ‘주관적 추측을 통한 필연성’을 나타내는 ₃으로 발전하였다.157) 그

154) 太田辰夫(1958[2003]):185 참조.

155) 李明(2001[2016]):112 참조.

156) 魯曉琨(2001)은 ₁이 ₂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항상성(恒常性)’의 특징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₂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当某种事物一旦突破极限，事

物的实质就会发生突变。(만약 어떤 사물이 한계를 벗어나면 그의 본질은 바로 돌변한
다.)”, “秦静从心里瞧不起 她就会用腼腆和胆怯的方式与之拉 距离。(秦靜은 마음속으
로부터 어떤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수줍음과 소심함으로 그와 거리를 유지한다.)”(예문
은 魯曉琨(2001: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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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太田辰夫(1957:195-196)의 용례를 통해 ₁와 ₂의 출현 시기는 매우 가까우며 

₃은 고대중국어에는 출현하지 않았다고 논증하였다. 그러나 본고에 의하면, ₃
이 현대중국어 이전에 이미 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시적 검

증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시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蔣紹愚(2007)는 변천 단계, 변천 발생 조건과 그 기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였다.158)

₁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₃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₄
조건과 결과 간의 

논리 관계를 

표현한다.(정도가 

높은 가능성)

₅
정도가 낮은 

가능성을 

표현한다.

<그림 3.4> ‘会’의 변천과정(蔣紹愚, 2007)

위에서 ₁과 ₃은 모두 능력을 나타내고, ₄와 ₅는 가능성을 나타낸다.159) 

따라서 ₃이 ₄로 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蔣紹愚(2007:6)는 다음 예문을 통해 

설명을 하였다.

(21) 譬如 臨安府，路頭一定，着起草鞋，便 到。 (北宋 ≪朱子語類≫)

예를 들어 臨安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잘 정하고 짚신을 신으면 반

드시 도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臨安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잘 정하고 짚신을 신으면 반

드시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157) 魯曉琨(2001)은 ₂가 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필연성을 나타내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158) 蔣紹愚(2007)는 ‘잘 할 수 있다’를 나타내는 ‘ ₂’도 분석했지만, ‘ ₂’는 본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논하지 않기로 한다.

159) 蔣紹愚(2007)는 ‘ ’를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 ‘ ’의 정도 낮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용법
은 정도 높은 가능성을 표현하는 용법에서 연원한다고 하였다. ‘ ’의 가능성 정도의 변
화에 대해 본고는 다른 해석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본 절 3.1.2.2.3의 아래
쪽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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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21)은 위와 같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蔣紹愚(2007:6)는 이러한 해석

에는 은유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van der Auwera & Plungian(1998:80, 94)에 따르면, ‘구체적인 능력’은 ‘참여자-내

재적 양태’에 속하고, ‘추상적인 조건’이 일으키는 가능성은 ‘참여자-외재적 양태’

에 속하며, ‘참여자-내재적인 양태’는 ‘참여자-외재적인 양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송대 자료에 의하면, 능력의 사용은 이미 성숙되어 예문 (21)과 같이 능력 

또는 가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례가 발견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2) 人若讀得左傳熟，直是 趨利避害。 (北宋 ≪朱子語類≫)

사람이 만약 ≪左傳≫을 읽어 통달하게 되면 틀림없이 유리한 것만 좇고, 

해로운 것을 피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만약 ≪左傳≫을 읽어 통달하게 되면 틀림없이 유리한 것만 좇

고, 해로운 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용례의 출현은 ‘ ’가 ‘참여자가 어떤 내재적인 능력을 지니다’라는 의미

에서 ‘외재적인 조건으로 참여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다’라는 의미로 발전했

음을 보여준다. 후자의 경우 ‘외재적인 조건이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이

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능력이 가능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기제에 대해서 蔣紹愚(2007)는 은유를 주장하였다. 본

고는 은유를 제외한 다른 기제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은유로 인한 변화는 갑자

기 발생할 수 있으며 점진적인 과정을 겪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고에

서 살펴본 송대 자료들에서는 능력과 가능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용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해당 변화가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과정은 ‘함축의 관습화에 의한 변화’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일부 능력

은 은유를 통해 가능으로 발전하였고, 일부는 특정한 용례에서 가능의미를 함축하

게 되었고 그 후 용례가 증가함에 따라 함축의미였던 가능의미가 점차 ‘ ’ 의미의 

일부로 발전하게 되었다.

蔣紹愚(2007)를 바탕으로 본고가 코퍼스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변천 

시기는 송대로 추정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대⋅육조시기에 가능

이 이미 출현하였다.160) 그러나 한대⋅육조시기의 가능은 그 의미가 필연성에 가

깝고, 부정형식이 없기 때문에 양태부사에 속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다.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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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찰에 따르면, 송대에 이르러 가능은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모두 변화가 

발생했으며 그 변화는 아래와 같다.

먼저, 통사적 측면에서 이 시기 가능은 자체를 부정하는 형식이 나타났다. 다음

의 예문을 살펴보자.

(23) 又問：“天地 壞否？”曰：“不 壞。” (北宋 ≪朱子語類≫)

또한 물어보았다, “천지는 무너질까요?”, 대답하기를 “무너지지 않을 것

이다”라고 하였다.

(24) 今人有在這裡不安了，在那裡也不 安。 (北宋 ≪朱子語類≫)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불안해지면 거기에서도 편안하지 못 할 것이다.

예문 (23)은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예문 (24)는 보편성이 있는 결과를 나

타낸다. 여기의 ‘不’는 가능 뒤에 있는 ‘不’가 가능 앞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능 뒤에 여전히 부정형식의 명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5) 若此心有些病根，只是 不好。 (北宋 ≪朱子語類≫)

만약 마음에 깊은 병이 있으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시기의 가능이 부정형식의 출현은 능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능력은 

조동사로서 부정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전한 가능도 이러한 통사적 특징

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을 것이다.

의미적 측면에서, 이 시기의 가능이 나타내는 가능성의 정도는 다소 약해졌다. 

일부 용례에서 ‘(不) ’ 앞에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가능성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시간명사가 출현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6) 且如天地間人物草木禽獸, 其生也, 莫不有種, 定不 無種子白地生出一個

物。 (北宋 ≪朱子語類≫)

바로 세상의 인간, 식물, 동물이 생겨남에 씨앗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종자 없이 그냥 절로 생겨나는 법이 없는 것과 같다.

160) 상세한 내용은 3.1.2.2.1과 3.1.2.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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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汲塚是魏安厘王塚，竹書記其本國事，必不 錯。 (北宋 ≪朱子語類≫)

汲塚은 魏安厘王의 묘이다. 竹書에 나라의 일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절

대로 틀릴 리가 없다.

(28) “據于德”，有時也 失了。 (北宋 ≪朱子語類≫)

“據于德(도덕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것)”도 가끔은 실천에 옮기지 못 할 

수 있다.

예문 (26), (27)에서 부사어 ‘定’과 ‘必’가 쓰였으며, 예문 (28)에서 시간명사 ‘有

時’가 쓰였다. 이러한 성분은 가능이 ‘一定会’와 같은 필연성에 근접한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가능의 이러한 의미 변화 역시 능력과 관련된다. Horn(1972), Steele(1975), 

Coates(1983)가 지적한 바와 같이161), 하나의 양태사가 나타내는 인식의미는 그의 

기원인 행위자-지향적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된다. Horn(1972)에 따르면, 강한 의무

를 나타내는 양태사는 ‘추론된 확실성(inferred certainty)’ 의미를 부여하고, 약한 의

무를 나타내는 양태사는 ‘개연성(probability)’ 의미를 부여하며, 능력의미를 나타내

는 양태사는 ‘가능성(possibility)’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따르면 이 시기의 일부 

가능은 능력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이 나타내는 가능성이 한대⋅육조시

기보다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蔣紹愚(2007)에서 제기한 송대 일부의 능력이 가능으로 발전되었다는 

관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변화의 기제에 있어서는 은유설에 동의하는 한편으로 

‘함축의미의 관습화’ 기제도 작용한다고 본다. 이 시기, 가능은 통사적, 의미적 측

면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통사적 측면에서 가능은 전형적인 조동사가 되었고, 

의미적 측면에서 가능성의 정도가 약화되었다. 다음은 능력에서 가능의 변천경로

를 나타낸다.

능력 가능
은유/함축의미의 관습화

<그림 3.5> 会가능의 생성과정(2)

161) Bybee 등 (1994: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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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가능의 출현 시기, 기원, 변천경로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가능의 기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대⋅육조시기에 출현한 아주 높은 가

능성을 나타내는 ‘ ’이며, 다른 하나는 송대에 출현한 다소 약한 가능성을 나타내

는 ‘ ’이다(이하 전자를 가능₁으로, 후자를 가능₂로 부른다). 가능₁은 본의인 ‘물

건과 물건이 회합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 ’에서 발전했으며, 가능₂는 능력의미

를 나타내는 조동사 ‘ ’에서 발전하였다.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능₁은 비전

형적인 조동사, 가능₂는 전형적인 조동사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가능은 

송대에 통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능이 나타내는 가능성의 정도는 다소 약화되었

으며 통사적으로는 전형적인 조동사로 발전하였다. 

3.1.3 会가능에서 会미래로의 발

본 절에서는 시기별 가능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고찰한 후 가능이 생성된 

이후의 변화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3.1.3.1 한 -육조-당오 (汉代-六朝-唐五代) 시기

본고의 코퍼스 분석과 기존연구를 토대로 한대와 육조 시기 가능은 주로 두 가

지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설명하기로 한다. 

(a) 규율 또는 규칙을 진술한다. 규율과 규칙은 보편적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귀

납을 나타내며, 총칭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특정한 시간을 지향이 아니라 

전시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9) 問君亦何爲？百年 有役。 (六朝 陶淵明≪陶征君潜田居≫)

‘그대는 또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묻자 ‘인생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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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高秋八九月，白露變為霜。終年 飄墮，安得久馨香？
(東漢 宋子侯≪董嬌饒≫)162)

8, 9월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이슬이 서리로 변한다네. 생명의 끝 무렵 결

국 흩날려 떨어지리니, 어찌 오래도록 향기로울 수 있으리오.

예문 (29)는 인생에 관한 보편적인 현상을 서술한 것이고, 예문 (30)은 보편적인 

자연 현상을 서술한 것이다.

(b) 미래 시간에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나

타낸다. 이러한 용법은 특정적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적인 용

법에 속한다. 역사자료에서 이러한 용례가 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추측은 발화시간과 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주로 대화에서 이러한 

용법이 사용되지만 이 시기의 자료에서 일상생활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경우는 드

물기 때문이다. 이 용례는 간혹 소설이나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이 이에 속한다.

(31) 穆之曰：“以公之明， 來 自聞達。”163) (六朝 ≪宋書⋅劉穆之傳≫)

劉穆之는 “劉裕의 명석함은 앞으로 틀림없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라

고 말하였다.

(32) 恆曰：“此輩 是衰 ，何煩勞我。”164) (六朝 ≪魏書⋅儒林外傳≫)

平恆은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인데 왜 그들 때문

에 나를 괴롭히는가.”라고 말하였다. 

(33) 高祖詔昶曰：“不早當晚， 是朕物。”165) (六朝 ≪魏書⋅盧玄傳≫)

孝文帝는 盧昶에게 “(이 지역들이) 나중에 틀림없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당오대 시기, 가능은 위의 (a), (b)의 두 가지 용법으로 쓰였으며 시문(詩文)에서

도 가능이 발견된다. 이로부터 가능의 사용빈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서 예문 (34), (35)는 (a)용법에 속하고, 예문 (36), (37)은 (b)용법에 속한다.

162) 太田辰夫(1988[1991]):51에서 재인용.

163) 馬貝加(2014:904)에서 재인용.

164) 馬貝加(2014:908)에서 재인용.

165) 馬貝加(2014:9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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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白髮 應生，紅顏豈長保 。 (唐代 寒山≪騮馬珊瑚鞭≫)

흰 머리가 응당 생겨날 것이니, 아리따운 얼굴 어찌 길이 보전하리오.

(35) 但教心似金鈿 ，天上人間 相見。  (唐代 李白≪長恨歌≫)

다만 마음을 금비녀처럼 굳건히 하면 천상이건 인간세상이건 반드시 서

로 만나리라.

(36) 看之子貴，歎及 夫衰。166) (唐代 杜甫≪贈崔十三評事公輔≫)

응당 그대가 귀해짐을 볼 것이나 늙은이가 쇠함을 탄식하리라. 

(37) 知君死則已，不死 淩雲。 (唐代 白居易≪栽松二首≫)

그대가 죽으면 그만이나 죽지 않으면 응당 하늘을 찌를 듯 자랄 것임을 

알겠네. 

3.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대⋅당오대 시기의 가능은 필연성에 가까운 가

능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정도가 높은 가능성의 의미로 쓰인 가능은 긍정형식에서

만 쓰였으며, 통사적 측면에서 가능 자체는 부정형식이 없는 대신 가능 뒤에는 

긍정형 혹은 부정형 성분이 출현하였다. 

3.1.3.2 송원(宋元) 시기

코퍼스에 나타난 송원 시기의 자료는 매우 방대하여, 자료의 일부를 고찰하였

다.167)

고찰의 결과, 자료별 가능의 분포는 불균형하다. ≪朱子語類≫에서 가능이 대

략 300개의 용례가 출현했으며, 다른 자료에서는 몇 개의 용례가 출현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료의 방언적 특성과 관련된다고 본다. 楊永龍(2001:3-12)과 王樹

瑛(2012:10)은 ≪朱子語類≫에서 민북(閩北) 방언을 제시했으며, 馮靑(2014)은 남방 

방언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168) ≪朱子語類≫에서 나타난 가능이 기타 자

료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은 북방 방언보다 남방 방언(특히 閩방언)에서 가능이 

훨씬 많이 쓰였음을 말해 준다. 북방 방언이 반영된 ≪原本老乞大≫에서는 하나의 

166) 馬貝加(2014:909)에서 재인용.

167) 북송(北宋) 시기는 ≪朱子語類≫와 화본(話本) 부분을, 남송(南宋) 시기는 ≪五燈 元≫, 

시(詩)사(詞) 부분, 그리고 화본(話本) 부분을, 원대는 소령( 令), 산곡(散曲), 희극(戱劇), 

화본(話本) 부분, 그리고 코퍼스에서 포함하지 않은 ≪原本老乞大≫를 고찰하였다.

168) 冯青(2014)에 따르면, 여기의 남방방언은 강서(江西)방언，오(吳)방언, 민(閩)방언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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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미적 측면에서, 이 시기의 가능은 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a) 용법과 (b) 

용법을 지니고 있다. ≪朱子語類≫는 ‘理學’을 위주로 쓰여 졌기 때문에 가능은 

주로 (a) 용법이 사용되었다. 아래의 예문 (38), (39)가 이에 속한다. 예문 (40)에서

는 (b) 용법 확인할 수 있다. ≪朱子語類≫ 외의 기타 자료에서는 가능의 용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주로 (b)용법으로 쓰였다. 아래의 예문 (41~44)가 

이에 속한다.

(38) 且如天地間人物草木禽獸，其生也，莫不有種，定不 無種子白地生出一

個物事。 (北宋 ≪朱子語類≫)

바로 세상의 인간, 식물, 동물이 생겨남에 씨앗이 없는 것이 없고 한 물건

이라도 종자 없이 그냥 절로 생겨나는 법이 없는 것과 같다.

(39) 若能於待人嚴，到得於自身也 嚴。 (北宋 ≪朱子語類≫)

만약 남을 엄격하게 대할 수 있으면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할 것이다.

(40) 來成時，便自 有通處。 (北宋 ≪朱子語類≫)

훗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하는 곳이 생길 것이다.

(41) 練 思等云: “ 我作婢。”眾嫗大笑。練又云: “作婢 不免。他人 去，安

能勝我。” (北宋 ≪太平廣記≫)

强練이 龍思 등에게 말하였다. “나의 노비가 되시오.” 노부인들이 모두 폭

소하자 强練이 다시 말을 하였다. “노비가 되는 것을 분명히 피할 수 없

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당신들을) 데려가는 것이 내가 데려가는 것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 있겠소?”

(42) “君造幢之後，必應設齋慶度。其時 有所睹。” (北宋 ≪太平廣記≫)

“당신은 돌기둥169)을 만든 후에 반드시 제단을 설립하여 제계를 하고 망

령을 제도해야 한다. 그 때 당신은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43) 有行 參，師曰：“ 去看趙州麽？”曰：“和尚敢道否？”

(南宋 ≪五燈 元≫)

어떤 행자가 참배하니, 선사가 말했다. “趙州스님을 뵈러 갈 것인가요？”

행자가 대답하였다. “제가 말해도 되나요?” 

169) 부처의 이름과 불교의 경문을 새긴 돌기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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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休道徽宗直恁荒狂，便是釋迦 佛，也惱教他 下蓮台。
(元 ≪大宋宣和遺事≫)

(李師師를 본 후) 宋徽宗이 이렇게 추태를 부린 것은 물론, 석가모니도 

(이 여자를 보면) 연화대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 시기, 가능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용법도 출현하였다. 

(c) 습관적인 행위 혹은 현상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5) 子靜 常 吾人說話， 避得個“禪”字。 (北宋 ≪朱子語類≫)

陸九淵은 평상시 우리와 이야기할 때 ‘禪’자를 피하기 마련이다.

(46) 便上門時, 他 說你笑你, 落得一場褻瀆, 自然安身不牢, 此乃煙花遂客之

計。 (元 ≪元代話本選集⋅杜十娘怒沉百寶箱≫)

당신이 다시 찾아가더라도 그는 당신을 비웃을 것이고 당신은 모욕을 당

해서 당연히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루에서 손님

을 쫓아내는 방법이다.

(45)는 朱熹가 동시대의 인물 陸九淵의 일상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그의 습

관적인 행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성을 지닌다. (46)은 기루

에서 손님을 쫓아낼 때 자주 쓰는 방법이다. 관습적 행위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 규칙이며, 습관적인 현상은 규율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c) 용법은 (a) 용법과 마찬가지로 총칭적인 용법에 속한다. 시간지향에 있어서 (c) 

용법이 진술하는 습관적인 행위/현상은 전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행위

나 현상이 과거 시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시간상 과거를 지향하게 된다. 

이 시기에 새로 출현한 가능의 또 다른 용법은 다음과 같다.

(d) 가능이 의미하는 추측은 과거 시간에서도 사용된다. 즉, 과거 시간을 지향하

는 추측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7) 他當初如何 許多年不出？ (北宋 ≪朱子語類≫)

그는 애초에 어째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출사를 하지 않았는가?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 128 -

(48) 又問如何，尹氏但長吟“心寬體胖”一句。尹氏必不 嚇人。
(北宋 ≪朱子語類≫)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물어보았는데, 尹氏는 단지 “心寬體胖(마음

이 너그러우면 몸도 편안하다)”라고 길게 읊조렸다. 尹氏는 틀림없이 사

람을 놀라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49) 鄭忽如何做得狡童！若是狡童，自 托婚大國，而借其助矣。
(北宋 ≪朱子語類≫)

鄭忽이 어떻게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한 사람이겠는가? 만약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응당 큰 나라와 통혼하여 그 힘을 빌렸을 것이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 사건에 대해 추측을 하

는 것은 자연스럽다. 반면, 과거의 사건은 이미 발생했으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추측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문 (47)처럼 과거 사건이 발

생한 원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48)처럼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에 대해 부정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 (48)에서 이미 발생한 사실은 ‘尹氏는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발화자는 이 사실에 근거해 반대 상황에 대해 부

정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 추측을 

하는 용법’은 실제로 과거 기정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이

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정을 통해 사건이 비현실성

(非現實性)을 지니게 되면서, 이에 대해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문 (4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문은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기정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가능이 과거 시간에 쓰일 때

에는 의문문(예문 47), 부정문(예문 48), 가정문(예문 49) 등의 형식으로 쓰이며 유

표적인 표현이다.

(d) 용법은 (b) 용법과 마찬가지로 특정적인 용법에 속하며, 전자는 과거를 지향

하고, 후자는 미래를 지향한다. 가능의 추측 용법이 미래 시간에서 과거 시간으로 

확대된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송원 시기의 가능은 새로운 의미 기능 (c)와 (d)를 갖게 되었다. 3.1.2.2.3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가능이 나타내는 가능성의 정도는 다소 약화되었다. 

통사적 측면에서 이 시기의 가능은 전형적인 조동사로 발전해 부정형식을 지니

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판단의문문과 의문사의문문에서 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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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今且說那營營底心 道理相入否？ (北宋 ≪朱子語類≫)

오늘은 잠깐 그 바쁜 마음이 이치와 부합할 수 있는지에 이야기합시다. 

(51) 且如張旭學草書，見公孫大娘舞劍器而悟。若不是他 心致志，如何

悟！ (北宋 ≪朱子語類≫)

예를 들어 張旭은 초서를 쓰다가, 公孫大娘이 무검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그가 전심전력으로 몰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깨달았을 

수 있었겠는가?

(52) 欲復自家元來之性，乃恁地悠悠，幾時 做得？ (北宋 ≪朱子語類≫)

스스로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지만 이처럼 느긋하면 언제 해낼 수 있겠는

가?

의문사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가능은 과거 시간에 사용될 때 진정한 의문으로 쓰

이거나(예문 47), 반문(反問)으로 쓰인다(예문 51).170) 반면, 전시적인 규율 혹은 규

칙에 사용될 경우 모두 반문으로 쓰인다(예문 52).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발생한 

일의 원인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있지만 규율 혹은 규칙은 보편적인 이치이기 때문

에 그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반문의 형식은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

는 기능을 한다. 

그 밖에도 이 시기의 가능은 ‘말하다’류 동사나 ‘알다’류 동사의 목적어에 자주 

출현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3) 秦豈不知張 入秦 翻了他？ (北宋 ≪朱子語類≫)

秦이 張 가 진(秦)나라에 가면 자기와 대항할 것을 어찌 몰랐겠나? 

(54) 它說是人生有一塊物事包裹在裡，及其既死，此個物事又 去做張三，做

了張三，又 做王二。 (北宋 ≪朱子語類≫)

거기에선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것을 안에 가지고 태어나는데, 죽게 되

면 이 물건이 張三이 되고, 張三 이후에는 王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

였다.

170) 가능을 사용하는 의문사의문문은 미래 시간을 지향할 때도 단순 의문과 반문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적당한 용례가 없어서 현대중국어 예문을 들고자 한다.

A: “他明天來這兒。” (그는 내일 여기에 올 거야.)

B: “他說了不來的，怎麼又 來？” (그는 안 온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또 올 수 있어?)

B': “他已經出國了，怎麼 來！” (그는 이미 출국했는데, 어떻게 올 수 있겠어?)

위 예문에 B는 진정한 질문을, B'는 반문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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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53)에서 문장의 주요동사는 ‘不知’(‘알다’류 동사)이며, 가능은 주요동사의 

목적어 부분 ‘张仪入秦会翻了他’에서 나타난다. 예문 (54)에서 문장의 주요동사는 

‘说’(‘말하다’류 동사)이며, 가능은 주요동사의 목적어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용례는 당대(唐代)에 이미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송대 이전 시기에 가능은 대부

분 주절에서 나타난다. 가능이 두 가지 동사의 목적어 부분에서 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가능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말하다’류 동사와 ‘알다’류 동사

가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도 가능의 통사 

분포가 한층 더 확장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3.1.3.3 명청민국(明淸民国) 시기

본고는 코퍼스에 나타난 명대, 청대, 민국 시기의 자료가 양적으로 풍부했기 때

문에 대표적인 자료를 살펴보았다. 명대 자료에서 역시 가능의 분포는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방 방언이 포함된 자료에서 가능이 대량으로 나타난 반면, 북

방 방언이 포함된 자료에서는 드물게 출현하였다.171) 명대 말기에서 청대 초기의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였지만, 청대의 일부 자료에서는 가능을 여전히 찾기 어려웠

다.172) 가능의 변천이 방언의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탐구해볼 만한 문제이다. 

본고는 가능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가능의 출현빈도가 높은 자료를 선택

하였다. 본고가 고찰한 자료는 <표 3.1>과 같다.

<표 3.1> 명대, 청대, 민국 시기의 고찰자료

명대
≪三寶太監西洋記≫, ≪警世通 ≫, 

≪醒世恒 ≫, ≪醒世姻緣傳≫
청대

≪兒女英雄傳≫, ≪七俠五義≫, 

≪二十年目睹之怪現狀≫, ≪ 殘遊記(續)≫
민국 ≪古今情海≫, ≪上古秘史≫

171) 예를 들면, 북방 방언을 반영하는 ≪三國演義≫, ≪金 梅≫에서는 가능을 찾기 어렵다.

172) 예를 들면, ≪紅樓夢≫에서는 가능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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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가능의 네 가지 용법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d) 용법(과거 시간

을 지향하는 추측)은 시간적 측면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확장하였다. 다음의 예문

을 살펴보자.

(55) 女子聞聲，連忙立起，說：“龍叔，怎樣這時候 來？”

(淸代 ≪ 殘遊記≫)

여자는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서 “龍아저씨, 어떻게 이 시간에 올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56) 你家大爺昨日甚是精爽，怎麼就 這等病？ (明代 ≪醒世姻緣傳≫)

당신 댁 나리는 어제는 매우 활력이 넘쳤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아플 수 

있나요?

예문 (55), (56)은 현재 시간의 사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이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확장되는 현상은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현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

실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현재’는 한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와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술어 부분이 지속성이 있는 사건을 진술하는 경

우라면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예문 (56)에서 ‘生病’은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아픈 상태는 발화시간까지 여전히 존재한다. 

민국 시기에 이르러, 몇 개의 주목할 만한 ‘会’ 용례가 출현한다. 이들 용례에서 

화자는 자신이 파악한 지식을 근거로 미래의 사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확신

하고 있다. 이러한 화용 환경에서 ‘会’의 의미 중점은 가능의미에서 ‘사태가 미래 

시간에 실현할 것임’의 의미로 전환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7) 汝既来此，不必前进。你念头既动，你所要见的人，早已知道，跟着你的

念头，自会来找你，不必去寻了。 (民國 ≪上古秘史≫)

당신이 이미 이곳까지 왔으니 더 이상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

각이 이미 움직였으니 당신이 보고자 하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

다. 당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가 스스로 당신을 찾아 올 것이니 당신이 찾

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58) 文命再拜称谢，叩求姓名。那人道：“此刻不必说， 来你来采药取水时，
自会知道。” (民國 ≪上古秘史≫)

文命은 재배하며 사의를 표한 뒤 이름을 물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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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당신이 약초를 캐거나 물을 길으러 올 때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문 (57)은 신선이 신계(神界)에 들어온 인간에게 한 말이다. 신계에서 신선은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생각을 따라 상대방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식

을 가지고 있는 신선, 즉 화자는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

할 것인지를 청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화용 환경에서 화자가 언급하는 미래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서 ‘会’가 표현하는 가능의미는 이미 약화되었고 ‘会’의 의미 중점이 ‘사건이 참조

시간 이후에 발생할 것임’을 나타내는 미래의미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시간상의 

후시성’(시간성)을 강조하게 된다. 예문 (58)도 (57)과 유사하다. (58)의 ‘那人’ 또한 

신선으로서 이미 미래에 대해 알고 있다. 여기의 ‘会’도 마찬가지로 가능의미가 약

화되고 시간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용례에는 1인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9) 即使我能去，也不 跟從你。 (民國 ≪古今情海≫)

내가 갈 수 있다 해도 당신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60) 天明後，我自 上街置辦行李. (淸代 ≪ 殘遊記≫)

날이 밝으면 나 스스로 거리로 나가 짐을 준비 해놓을 것이다.

1인칭 문장에서 ‘ ’의 주어인 ‘我’는 사건에 대해 추측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사

건의 행위자이다. 따라서 ‘ ’ 뒤에 출현하는 동작은 ‘我’가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또는 ‘我’가 하려고 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가능은 

‘의도’라는 함축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1인칭에서 쓰이는 경우는 가능의 초

기 용례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61) 太宗曾罷朝，怒曰：“ 殺此田 漢！”文徳后問：“誰觸忤陛下？”

(唐 ≪隋唐嘉話≫)

어느 날에 太宗이 조회를 끝내고 화를 내면서 “반드시 이 촌놈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文徳 황후가 “누가 폐하의 의지를 거역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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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后因發怒， 韶曰：“我 殺爾婦！”173) (唐 ≪北史⋅後妃傳下≫)

그래서 황후가 화를 내며 段韶에게 “내가 꼭 너의 처를 죽일 것이야.”라

고 말하였다.

사실상, 1인칭 문장에서 가능이 함축하는 ‘의도’의미는 일부 화용적 환경에서 

‘보장’ 혹은 ‘위협’ 의미로 해석된다. 전자는 아래의 예문 (63)이고, 후자는 예문 

(61), (62)와 같다. ‘보장’과 ‘위협’은 일종의 ‘확언(assurance)’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장은 발화자가 청자에게 유리한 확언을 주는 것이고, 위협은 청자에게 불리한 

확언을 주는 것이다.174) ‘보장⋅위협’의 화용적 의미를 가진 경우에, ‘ ’는 예측의

미보다 의도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1인칭 문장과 ‘보장⋅위협’의 화용적 

환경에 쓰이는 용례가 증가한다면 의도의미는 점차 ‘ ’가 가진 함축의미에서 ‘ ’

의 새로운 의미항목으로 귀속될 것이다.

(63) 我輩決不 妒忌吃醋，請諸位放心。 (民國 ≪上古秘史≫)

우리는 절대로 시기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통사적 분석에 따르면, 명대, 청대, 민국 시기의 가능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

었다.

(가) 가능의 (d) 용법(과거 시간을 지향하는 추측)은 유표적이며 부정문, 의문문 

혹은 가정문 등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청대에 이르러 (d) 용법은 ‘沒想到/想不到/不

想/不料/誰知/誰料’ 혹은 ‘居然/竟’처럼 ‘의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용례는 일반적으로 과거 시간에 어떤 예측을 하였지만 그 예

측과 상반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沒想到/想不到/不想/不料/誰知/誰料’ 또는 ‘居然/

竟’과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쓰이는 경우도 있다. 다음

의 예문을 살펴보자. 

173) 馬貝加(2014:905)에서 재인용.

174) ‘보장⋅위협’의미에 대해, 일부 연구는 이를 ‘ ’의 독립적인 의미항으로 간주하거나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자는 彭利貞(2005:84)가 있고, 후자는 謝佳玲(2002:89)이 있다
(彭利貞(2005:83)에서 재인용). 본고는 1인칭 문장에서 나타나는 ‘ ’가 모두 이러한 의미
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자의 관점을 동의해 이를 ‘ ’의 화용적 용법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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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不料我安學海今日竟 盼到我的兒子中了！ (淸代 ≪兒女英雄傳≫)

나, 安學海는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65) 誰知到了上年，忽然二姑娘他 有了信兒了。 (淸代 ≪兒女英雄傳≫)

작년에 갑자기 二姑娘의 소식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66) 那賣吃食的竟 分不出來是誰吃的。 (淸代 ≪七俠五義≫)

그 먹을 것을 파는 사람은 뜻밖에 누가 먹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예문 (64)는 ‘不料’와 ‘竟’이 함께 쓰이는 경우이며, 예문 (65)는 ‘誰知’만 쓰였고, 

(66)은 ‘竟’만 쓰인 경우이다. ‘沒想到/想不到/不想/不料/誰知/誰料’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으며, ‘居然/竟’과 같은 부사만 쓰인 경우는 (d) 용법 

이 사용 분포에 확장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대 말의 자료에서 ‘의외’ 표지를 

생략한 용례도 찾을 수 있다. 아래 예문 (65)와 (66)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의외’ 표

지를 생략한 부분이다. 

(67) 拿年代合年代的事，不過是一本中西合曆，只費點翻檢的工夫罷了，也

錯的，何況那中國從來未曾經見的學問呢。
(淸代 ≪二十年目睹之怪現狀≫)

중국과 서양의 달력을 대응시키는 일은 두 달력을 합쳐서 반복 검토한 작

업을 했을 뿐인데도 (뜻밖에) 틀렸는데 하물며 중국에서 아직 보지도 못

한 학문에서야.

(68) 還有一件三歲孩子都懂的事情，他們 不懂的，我等一 告訴你。
(淸代 ≪二十年目睹之怪現狀≫)

3살 아이도 이해하는 상황인데, 그들은 (뜻밖에)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조

금 있다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 이 시기에 가능이 반문에 사용된 용례는 자주 출현한다. 시간상 전시간을 

지향하는 것도 있고(예문 69), 미래(예문 70), 과거/현재(예문 71)를 지향하는 경우

도 있다. 송대의 ≪朱子語類≫에서 주로 출현한 반문 형식은 ‘如何(不) ……’이며, 

청대 말기에 ‘怎(么), 那里/哪/哪里, 難道’ 등의 다양한 형식이 쓰였다. 다음의 예문

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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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我們做弟子的，怎 敢稱他的法名？ (明代 ≪三寶太監西洋記≫)

우리가 제자로써 어떻게 감히 그의 법명을 부를 수 있겠소?

(70) 女人家禁得三日餓，男子漢禁得一七餓，那裡就 餓壞了他？
(明代 ≪三寶太監西洋記≫)

여자는 3일간, 남자는 7일간 굶어도 참을 수 있는데, 설마 그가 배고파 죽

기야 하겠는가?

(71) 難道那麼大個人 丟了？ (淸代 ≪兒女英雄傳≫)

설마 그렇게 큰 어른을 잃어버리겠어요?

청대 말의 자료에서 반문 표지를 생략한 용례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 (72)에

서 밑줄 친 부분은 ‘설마 은표(銀票)로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라는 반문 의

미를 나타낸다. 반문은 강조된 긍정, 즉 확신의 의미를 나타낸다. 

(72) 有萬把兩銀子的禮，不 打了票子 去，又輕便，在受禮的人，有了銀

子，要甚麼可以置辦甚麼。 (淸代 ≪二十年目睹之怪現狀≫)

만 냥 정도의 은자와 상당한 예물인데 설마 은표로 드리지 않은 것은 아

니겠지. (은표로 드리면) 간편하기도 하고 받은 사람도 돈을 받으면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다) 이 시기에 가능은 서술성 용언 ‘말하다’류 동사와 ‘알다’류 동사의 목적어

에서 출현할 뿐 아니라, ‘여기다’류 동사175), ‘예상하다’류 동사176)와 ‘걱정하다’류 

동사177)의 목적어에서도 쓰인다. 이러한 동사는 단언적 용언이며 목적어 부분은 

미래 가능성에 대한 단언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3) 我原以為父王 慷慨應允，我們的願望一定能實現。 (民國 ≪古今情海≫)

나는 원래 부왕께서 선선히 승낙하여 우리의 소망이 꼭 이루어질 줄 알았다.

[‘여기다’류 동사]

(74) 他 料自己肯定 死，就上了岸。 (民國 ≪古今情海≫)

그는 자신이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육지에 올라갔다.

[‘예상하다’류 동사]

175) 예를 들면, ‘看/看起來/以爲/想/想來/揣度/相信’ 등이 있다.

176) 예를 들면, ‘料/料到/ 料/料定/斷定’ 등이 있다.

177) 예를 들면, ‘惟恐/只怕/敢怕/害怕/担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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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媒婆说起汪为露的 婆嫁人，(侯 槐)起初还有良心发见，惟恐汪为露的强

魂还会作业，不敢应承。 (明代 ≪警世通 ≫)

매파가 汪为露의 아내를 중매하려고 하였는데, (侯 槐도) 처음에는 아직 

양심이 있어서 汪为露의 영혼이 나쁜 짓을 할 까봐 걱정스러워 감히 받아

들이지 못하였다. [‘걱정하다’류 동사]

(라) 민국 시기의 자료에서 최초로 가능이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 ‘ ’과 함께 

쓰인 용례가 출현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6) 您今年試場失利，明年 結婚，到時候您就 明白是怎麼回事。
(民國 ≪古今情海≫)

당신은 올해 시험에 합격할 수 없고 내년에 결혼할 것인데, 때가 되면 당

신도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77) 假如陛下能夠寬恕我，讓我回到父母之國，我 永遠不 忘記陛下的大恩

大德。 (民國 ≪古今情海≫)

만약 폐하께서 저를 용서하여 부모님의 나라로 보내주실 수 있다면 저는 

영원히 폐하의 크나큰 은혜를 잊지 못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 ’은 중국어에서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로 간주된다. 본고의 통시

적 고찰에 따르면, 가능은 일찍이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능과 

‘ ’의 결합은 의미 기능이 유사한 성분의 병렬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민국 시기에 

가능과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 ‘ ’이 결합하여 사용된 용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가 고빈도로 출현하게 되면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가능이 미래문법

형태 ‘ ’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1.3.4 会가능 생성 후의 변천 추세

지금까지 시기별 가능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들을 종

합하면 가능이 생성된 후 다음과 같은 변화의 추세를 제시할 수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가능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용법이 존재한다. (a) 규율 

혹은 규칙을 진술하고, (b)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추측을 표현하는 용법이다. 이후, 

이 두 가지 용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용법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c) 관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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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혹은 현상을 나타내며, (d) 과거/현재 시간을 지향하는 추측을 나타내는 용법

이 그것이다. 

초기에 출현한 (a) 용법과 (b) 용법은 본고에서 고찰한 역사자료를 통해 선후관

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의 자료는 구어가 반영한 정도가 낮은 편

이고, 자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에서 보듯이, 초기의 (a) 용법은 총칭적 용법이며 시간지향에 있어서 

전시성을 나타낸다. 또한 사건의 참조시간은 시간축에서 위치가 불분명하다. 반면, 

(b) 용법은 특정적 용법이며 사건의 참조시간은 시간축에서 위치가 확정적이다. 

Ziegeler(2006:209-286)는 영어의 반양태(semi-modal) 구조 ‘be supposed to’와 양태사 

‘will’의 초기 용례를 고찰한 후, 두 형식은 ‘총칭적인 용법 > 미래-투사적인 용법 

> 인식양태 용법’과 같은 통시적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Hilpert(2008:79-86)는 ‘will’의 총칭적 용법이 미래의미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

였다. 본고 3장에서 고찰했던 중국어 ‘要’의 경우에도 ‘要’의 총칭적인 후시(後時) 

용법이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과 동일한 의미요소, 즉 후시성을 가지고 있지만, 양

자는 시간지향에 있어서 교차된 부분이 없다. 따라서 이를 선후 발전 관계보다는 

병렬적 발전 관계로 보아서 서로 다른 용법으로 간주하였다. ‘ ’의 (a) 용법과 (b) 

용법도 역시 이러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은 항상 인식양태로 귀속된다.178) 양태의 분류 기준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는 반면, 인식양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인식양태는 ‘발화자의 명제가 진실이 될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판

단 또는 태도179)’를 가리킨다. Hengeveld & Hattnher (2015:483)는 인식양태를 객관

적인 인식양태(objective epistemic modality)와 주관적인 인식양태(subjective 

epistemic modality)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180) 전자는 일련의 사태의 진실 상태에 

178) 馬貝加(2014), 尹淳一(2014) 등 참조.

179) 彭利貞 (2005:24) 참조.

180) Hengeveld & Hattnher(2015:483)는 표현층면(representation level)의 서법(mood)을 4 가지로 
나누었다. 즉, 참여자-지향적인 양태(participant-oriented modality), 사건-지향적인 양태
(event-oriented modality), 객관적인 인식양태(objective epistemic modality)와 주관적인 인식
양태(subjective epistemic modality)이다. ‘참여자-지향적인 양태’는 사건 참여자와 해당 사
건의 실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능력이 이러한 양태에 속한다. ‘사건-지
향적인 양태’는 일반적인 촉성(促成) 조건, 소망, 그리고 일반적인 책임의 존재를 가리키
며, 도의적인 책임이 이러한 양태에 속한다. Hengeveld & Hattnher(2015:481-483)는 인간
관계 층면(interpersonal level)의 서법도 언급하였으나 본고와의 관련이 크지 않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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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가능성이 이에 속한다. 후자는 발화자가 어떤 명

제에 대한 태도를 밝히는 것으로, 확정성이 이에 속한다.181) 

가능의 초기 용법 (a)와 (b)는 전자에 속하며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낸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초기의 (a) 용법은 발화자가 어떤 규칙적인 사건이나 상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고, 초기의 (b) 용법은 발화자가 기존 상황에

서 어떤 사건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이러한 판단은 발화자의 주

관적 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송대 이후의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가능성’은 동시에 두 가지 방향으

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주관적인 양태’로 발전하였고, 다른 하나는 ‘미

래문법형태’로 발전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제시된 방향에 관해 살펴보자. 

Hengeveld(2011:583)와 Hengeveld & Hattnher(2015:483)에 따르면, 객관적인 인식

양태는 주관적인 인식양태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182) 송대 이후에 가능의 변화

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었다. 초기의 가능은 진술이나 판단을 주로 나타냈지만, 

송대 이후 가능이 나타내는 가능성은 점차 발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가능은 반문을 나타내는 의문문에서 출현하는데, 여기서 반문은 발화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어기를 나타낸다.

(나) 가능은 ‘의외’의미를 나타내는 ‘不料/沒想到’ 등의 어휘와 공기한다.

이러한 사실은 会가능의 후기 용법이 강력한 주관성을 반영하며 주관적 인식양태

로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두 번째, 미래문법형태로의 발전은 (b) 용법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는 상술하지 않는다.

181) 박진호(2011:311)는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
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를 표현하는 감정양태(emotive modality)를 언급하며 인식양
태, 증거양태(evidential modality)와 같이 명제양태(propositional modality)에 속한다고 제시
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Hengeveld & Hattnher(2015)의 주관적 인식양태와 박진호
(2011)의 감정양태는 동일한 양태를 지시하는 것이다. 

182) Hengeveld(2011:583), Hengeveld & Hattnher(2015:483)에 따르면, TMA(시제-양태-상) 표현 
형식은 통시적으로 적용 범위가 작은 항목이 적용 범위가 큰 항목으로 변화한다. ‘참여
자-지향적인 양태’, ‘사건-지향적인 양태’, ‘객관적인 인식양태’, ‘주관적인 인식양태’의 
적용 범위는 순서에 따라 커진다. 따라서 이 양태들의 문법화 변천 방향은 ‘참여자-지향
적인 양태’ > ‘사건-지향적인 양태’ > ‘객관적인 인식양태’ > ‘주관적인 인식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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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미적 측면에서, 가능성은 미래와 긴 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가능이 일찍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냈다.183) 다시 말해, 가능은 ‘예측류 미래’에 자주 등

장하였다. 민국 시기에 이르면 일부 용례에서 발화자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미래 사태를 미리 확실히 파악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러한 화용 환경에 사용

되는 가능은 가능의미에서 시간성으로 의미 중점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일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는 가능은 1인칭 문장에서 ‘의도’의미를 함

의하게 된다. 명청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용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함축의미는 

점차 ‘ ’ 자체의 의미로 변화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Dahl(2000b:309-313)은 ‘미래’

와 예측, 의도는 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가능이 본래 예측 용법을 지니고 

있었고, 이후 특정한 언어환경에서 미래의미와 의도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

실은 ‘ ’가 가진 미래 용법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통사적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는 가능이 중국어에서 전형

적인 미래문법형태인 ‘ ’과 함께 사용되는 용례가 출현하였다. 이는 가능이 ‘ ’

과 의미기능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가능이 ‘ ’의 영향으로 미래

문법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대에 가능이 생성된 후부터 민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용법의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객관적인 가능성

(총칭적인 가능성, 특정적인 가능성)

주관적인 가능성

미래문법형태

<그림 3.6> 会가능 생성 후의 변천 추세

3.1.3.5 통시  고찰의 결과

위에서 가능의 출현 시기, 기원, 생성경로와 가능이 생성된 후의 변천경로를 상

세하게 고찰하였다. 이 두 경로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변천과정을 도식화하여 

183) 본 장의 앞부분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가능은 송원 시기부터 ‘과거 시간에 대한 예

측’을 냈고, 명대 이후부터 ‘현재 시간에 대한 예측’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모두 유표적 표현이다. 반면 가능의 ‘미래에 대한 예측’ 용법은 무표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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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다.

‘회합하다’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 ’

‘부합하다’,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 등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 ’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 ’

‘주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

미래

(한대⋅육조)

(송대)

<그림 3.7> ‘会’의 변천과정

위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이 미래의 변천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회합하다’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 ’

‘부합하다’, 

‘어떤 사태와 

마주치다’ 등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 ’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 

중의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특정적인 

가능’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 ’

미래

(한대⋅육조)

(송대)

<그림 3.8> 会미래의 변천경로

위의 경로를 3.1.1에서 제기한 Bybee 등(1994)의 경로와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의 

(1)은 Bybee 등(1994)에서 제기했던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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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력

ability
>

근원적 가능성

root possibility
>

의도

intention
>

미래

future

본고와 (1)은 모두 ‘ ’의 미래 용법이 ‘가능성’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ㄱ) Bybee 등(1994)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 ’가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 ’에

서 기원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고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 ’는 동사‘ 회합’ 또는 조동사 능력에서 발전해왔다. 출현 시기를 살펴

보면, 첫 번째 기원에서 온 가능₁이 두 번째 기원에서 온 가능₂보다 더 이른 시기

에 출현하였다. ‘ ’가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한 원인은 ‘ ’가 아주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₁에서 연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진시

기부터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상용어휘 ‘能’은 현대중국어에서 가능의미를 나타내

지만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184) 이는 능력의미에서 발전

한 가능의미가 반드시 미래의미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래의 

생성과정에서 능력의 역할은 주로 통사적 측면에 있다. 즉, 능력은 가능이 전형

적인 조동사로 변화하도록 촉진하였고, 그로 인해 가능이 부정형식을 갖게 되었다.

(ㄴ) Bybee 등(1994)은 ‘ ’가 가능의미를 나타내는 양태사에서 미래문법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단계를 거쳤다185)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은 이와 다르다. 가능은 미래와 긴 하게 관련된 가능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측류 미래’를 표현할 수 있었다. 물론, 가능이 과거 사태나 현재 사태

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용법도 있었으나 이러한 용법은 유표적 표현이다. 본고

에서 채택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넓은 의미에 근거하면, ‘예측류 미래’로 자주 사

용되는 ‘ ’는 미래문법형태로 볼 수 있다. 민국 시기에 이르러서 ‘예측류 미래’에

서 사용되는 ‘ ’는 일부 화용 환경, 즉 발화자가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미리 알고 있다는 화용 환경에서 그 가능의미가 약화되고 의미 중

184) 魯曉琨(2004:155-169)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 ‘能’이 가능의미를 표현할 수 있
지만 주어가 VP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적극성을 가지
고 있다. 

185) Bybee 등(1994:265-266)은 근원적 가능성에 관한 진술은 의도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 1인
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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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시간성을 지니는 미래의미로 이동하게 된다. 또 일부 가능은 주어가 1인칭인 

문장에서 의도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은 ‘ ’가 가능의미의 제

약에서 벗어나 미래문법형태로 한 층 더 발전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가능

의 미래문법형태로의 발전은 의도의미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의도의미를 

거치지 않고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3.1절에서는 ‘ ’의 통시적 변화를 자세히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의 몇 가

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ㄱ) 미래의 직접적인 기원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 ’이며, 그 중 미

래시간을 지향하는 ‘특정적인 가능’과 가장 관련이 깊다. 

(ㄴ)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 ’는 ‘회합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 ’와 능

력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 ’의 두 가지 기원을 가진다. 능력의미에만 의지한다

면 ‘ ’는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ㄷ) 예측의미를 나타내는 ‘ ’는 한대⋅육조 시기에 이미 출현하였다. 의도의미

를 내포하는 ‘ ’는 당대에서 용례를 찾을 수 있으며 명청민국 시기에 이르러 더욱 

많이 보인다. 시간성을 나타내는 용법은 민국 시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ㄹ) 한대⋅육조 시기부터 ‘ ’는 규율 및 규칙을 서술하는 총칭적 용법을 가지

고 있었다. 송대에 이르러 관습적 행위 및 현상을 서술하는 총칭적 용법이 출현하

였다.

(ㅁ) 송대부터 ‘ ’는 주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2 ‘会’에 대한 공시적 고찰

3.2.1 총칭 인 会후시  특정 인 会미래

위에서 논의한 통시적 논의에 따르면, 민국 시기의 가능의 용법은 아래와 같은 

몇 개로 분류된다. 

(a) 규율 및 규칙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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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그중 일부는 가능의미가 약화되고 미래의미 

혹은 의도의미를 나타낸다.)

(c) 관습적 행위 및 현상을 서술한다. 

(d) 과거나 현재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a)와 (c)는 총칭적 용법에 속하고, (b)와 (d)는 특정적 용법에 속한다. 이미 언급

했듯이, 일부 총칭적 용법의 가능은 후시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국 시기에 이르러 

후시성을 지닌 ‘총칭적 가능’이 증가하면서 후시성은 조동사 ‘ ’의 새로운 기능

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용법을 ‘총칭적 후시’로 분류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a)와 (c)에 속하는 총칭적 용법 중에서 일부는 여전히 ‘총칭적 가능’

을 나타내며, 일부는 ‘총칭적 후시’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다.186) 이처럼 총칭성 

혹은 특정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국 시기까지의 가능은 아래의 네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ㄱ) 총칭적 가능

(ㄴ) 총칭적 후시

(ㄷ) 특정적 미래

(ㄹ) 특정적 비미래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가능을 분석할 때 위의 분류체계를 사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8) 经济不景气会使消费 捂紧钱包。
불경기는 소비자의 지갑을 움츠러들게 하곤 한다.

(79) 每当这种时候，一种幽默感就会在我心里油然而生。
이럴 때마다, 유머감각이 나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곤 한다. 

18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관습적 행위나 현상을 서술하는 ‘ ’를 여전히 가능성 용법으로 분

류하기도 하고 별도의 개별 의미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고는 잠정적으로 이를 가능

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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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眼睛患上这种病，只能 虑眼角膜的移植手术，否则视力会变得一天天地

模糊，直到失明。
눈에 이와 같은 질병이 있을 경우 각막 이식수술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

다. 그렇지 않으면 시력이 하루하루 흐려져 결국에는 실명하곤 한다.

(81) 刘汉一晃动胳膊，皮袄的肘部和腰部就会发出“嚓嚓”的摩擦声。
刘汉이 어깨를 한번 흔들면 피아오(중국식 윗옷)의 팔꿈치 부분과 허리부

분에선 이내 ‘끽끽’하는 마찰음이 나곤 했다. 

(82) 陆 说，“晶通电子短期内不会有进展。何总让我和安妮连夜回北京，杰

克，我们必须 会了。”

陆 이 말했다. “징통전자는 단기간에 진전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 

대표가 저와 앤을 밤새도록 베이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잭, 우리는 반

드시 간단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83) 他一直认为 王会醒悟过来分清是非的。
그는 王이 깨닫고 나면 시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줄곧 생각해 왔다. 

(84) 为什么王羲之会为南阳邓氏族谱作序？ 
왜 王羲之가 남양 등씨의 족보의 서문을 작성한 것입니까? 

(85) 罗飞和周平非常理解张斌为什么会是现在的这种状 。
罗飞와 周平은 张斌이 왜 지금의 이런 상태가 된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예문 (78)과 (79)의 ‘ ’는 ‘총칭적 가능’에 속한다. 예문 (78)은 전시성을 나타내

는 일종의 규율을 서술하고 있으며, 예문 (79)는 과거의 관습적인 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예문 (80)과 (81)은 ‘총칭적 후시’용법으로, 전자는 전시성을 지니는 일종의 

규율을 나타내며, 후자는 과거의 관습적인 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예문 (82)와 (83)

은 ‘특정적 미래’용법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전자는 발화시점을 참조시간으로 한 

절대적 미래용법에 속하고, 후자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참조시간으로 하는 상

대적 미래용법에 속한다. 예문 (84)와 (85)는 ‘특정적 비미래’용법을 나타낸다. 예문 

(84)는 과거시간을 지향하고, 예문 (85)는 현재시간을 지향하고 있다. 

‘특정적 미래’가 나타내는 미래는 후시성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총칭적 후시’와 ‘특정적 미래’를 동일한 분류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총칭적 후시’

의 참조시간은 시간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닌 반면, ‘특정적 미래’의 참조시간은 

시간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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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코퍼스에 출현한 조동사 ‘ ’의 모든 예문을 분석한 결과187) ‘ ’가 중의

성을 지닌 경우를 제외하고 ‘ ’가 갖는 용법을 아래 <표 3.2>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특정적 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용법 중 두 번째이며 총 예문은 

710개이다. 

<표 3.2> 현대중국어 조동사 ‘会’의 주요용법 비율

용법 조동사 ‘ ’의 총 예문에 대한 백분율(%)

총칭적 会가능 33.59

특정적 会미래 30.56

총칭적 会후시 18.41

특정적 会비미래 11.98

会능력 5.03

王晓凌(2002)을 비롯한 일부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조동사 ‘ ’를 사용할지 여부

는 사건시간(E)이 참조시간(R) 뒤에 위치하는지와 관련되며, 발화시간(S)과의 관계

는 그다지 크지 않다. 어떤 경우 상하문(上下文)에서 E와 S의 선후관계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E와 S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본고의 코퍼

스에 의하면, 앞뒤 문맥이 존재하더라도 E와 S의 선후관계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86) 购买硬盘如果门 的同事都不知道，他们就不会告诉警察，那就更不用担

心了。
하드웨어 판매하는 것을 영업부 동료들이 모른다면 경찰에게 고발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드웨어 판매하는 것을 영업부 동료들이 모른다면 경찰에게 고발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예문 (86)을 살펴보면, 사건시간(E)인 ‘告诉警察’는 참조시간(R)인 ‘知道购

187) 본고의 코퍼스에서 ‘ ’가 단독으로 사용된 용례는 모두 2,597개이다. 이 중에서 조동사 
‘ ’는 2,346개로 전체 용례의 약 90%를 차지한다.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 146 -

买硬盘’ 뒤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건시간(E)이 발화시간(S)보다 앞인지 뒤인지는 정

확히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 ‘ ’는 ‘특정적 미래’ 또는 ‘특정적 비

미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예문은 코퍼스에 존재하지만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

에 본고의 연구에 대상에선 제외하고 중의성이 없는 ‘ ’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또

한, 본고의 고찰대상인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 ’는 분명히 특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술의 편의를 위해 ‘특정적 미래’는 미래로 통칭하기로 한다. 

3.2.2 ‘会’의 공시 분포 양상

3.2.2.1 장르별 ‘会’의 분포 양상

본고의 코퍼스에서 미래가 포함된 예문을 분석한 결과, 장르에 따라 아래 <표

3.3>과 같은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3> 장르별 会미래의 분포 양상

장르 유형 용례수 (개) 비율 (%)

서술

적인 

텍스

트

전형
적

K일반적인 소설, L탐정 소설, 

M공상 과학 소설, 

N모험 및 미스터리 소설, 

P연애 소설

384 54.08
66.05

85.91G전기, 회고록 등 85 11.97

비전
형적

F통속 도서 55 7.75

19.86A신문 보도 76 10.70

R코미디 및 유머 10 1.41

비서

술적

인 

텍스

트

B사설, C간행물 논평, 

D종교, E일상 기술 및 취미, 

H정부 혹은 기관의 공문 및 

홍보자료, J학술, 과학기술 

100 14.09

합계 7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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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要미래의 양상과 유사하게 미래 역시 서술적인 텍스트에

서 더 자주 출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전형적인 텍스트(소설, 전

기, 회고록 등)에 사용된 용례가 66%에 달한다. 반면, 사설 등 비서술적인 텍스트

에 사용된 용례는 15%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비서술적인 텍스트보다 서술적인 텍

스트에 미래 시간과 관련된 서술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

된다. 

3.2.2.2 문장유형별 ‘会’의 분포 양상

要미래와는 달리 미래는 문장 유형에 따른 분포에 많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서문을 비롯해 판단의문문(是非疑问句), 의문사의문문(特指疑问句), ‘ 不 ’로 

이루어진 정반의문문 등에 출현한다. 또한, 평서문에서 미래는 부정형식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다음은 미래가 다양한 문장 유형에 쓰인 예문을 나타낸다.

(87) 分析人士认为，今后中美关系的主流虽然是令人乐观的，但是也可能会出

现波折。 [평서문:긍정형식]

분석에 따르면 이후 중미관계의 흐름은 낙관적이라 할 수 있지만 우여곡

절이 있을 것이다. 

(88) 我们这个实验不希望惊扰到地球人，不会对你的生活造成困扰的。
[평서문:부정형식]

우리의 이번 실험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길 원치 않고, 당신의 삶을 위태

롭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89) 吃了这一顿，下一顿还会有吗？ [판단의문문]

이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한 끼도 있을까요?

(90) 接下来又会发生怎样离奇的事情？ 重要的是，它会发生在哪个人身

上？ [의문사의문문]

이어서 또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일

이 누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91) 他有点担心，这座千年古楼，会不会被这场暴风雨击垮？ [정반의문문]

그는 이 천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 이번 폭풍우로 무너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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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문장 유형에 따른 분포에 많은 제한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래는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특정적 가능’에서 발전했으며 미래의 의미기능은 

가능의 의미기능인 ‘가능성을 추측하다’와 유사하다. 따라서 미래는 가능의 다양

한 용법을 계승할 수 있었다. 또한, 가능은 각 문장 유형에서의 분포가 비교적 자

유롭기 때문에 미래도 그와 유사한 분포 특징을 갖게 되었다.

3.2.2.3 문장성분별 ‘会’의 분포 양상

현대중국어의 미래는 주절에 출현하거나 종속절에 출현할 수 있다. 주절에 출

현했을 경우 술어, 목적어, 관형어, 주어, 전치사목적어구 등에서 쓰인다. 각각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92) 今后不会再有这种情况发生了。 [주절: 술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93) 我知道这场比赛一定会输，我不想上去丢脸。 [주절: 목적어]

나는 이 경기를 분명히 질 것으로 알고 있으니, 올라가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

(94) 那轮柔软似蛋黄，随时都会融化的太阳，挂在城里 高的电视塔的半腰。
[주절: 관형어]

그 부드러움은 마치 달걀노른자 같았고 언제라도 융화될 것 같은 태양은 

도시의 가장 높은 전신탑 허리에 걸쳐 있었다.

(95) 这场金融危机到底会发展到什么程度和什么时候充满不确定性。
[주절: 주어]

이번 금융위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발전할 것인지 불확실

성으로 가득하다.

(96) 他对 来会遇到什么情况多 知道一点。 [주절: 전치사목적어구]

그는 미래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지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다.

(97) 哪怕黑影会夺取我的性命，也无法阻挡我追赶的脚步。 [종속절]

설사 검은 그림자가 나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내가 쫓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위에서 미래는 주절의 술어와 목적어에 주로 출현하며, 

기타 문장성분에서의 출현은 보기 드물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문장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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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미래의 분포 양상을 아래 <표 3.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4> 문장성분별 会미래의 분포 양상

주절: 술어 주절: 목적어 기타 문장성분 합계

434 개

(61.13%)

262 개

(36.90%)

14 개

(1.97%)

710 개

(100%)

위의 분포 양상에서 보듯이, 미래가 기타 문장성분에 출현하는 경우는 2%에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용례의 경우 의미적으로 예측을 나타내고, 要미래처럼 시간

성 표현에 치중되는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주절 술어

와 주절 목적어에서 출현하는 미래의 특징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같은 상황이 출현

하게 된 원인과 미래의 문법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2.2.3.1 ‘ ’가 주절 술어에서 나타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가 주절 술어에서 사용되는 경우 약 61%로 가장 

높다. 要미래와 동일하게 해당 주절은 단문일수도 있고(예문 92), 시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연합 복문의 뒤 문장일 수도 있으며(예문 98), 인과나 조건, 가설 관계 등

을 나타내는 복문의 주절일 수도 있다(예문 99, 100, 101). 

(92’) 今后不会再有这种情况发生了。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98) 目前这个里面马上就要看到的就是70分钟之后的就职典礼，稍后我会向大

家做更详细的介绍。
지금 여기서 곧바로 볼 수 있는 것은 70분 후에 시작할 취임식입니다. 잠

시 후 제가 여러분께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9) 这些外资 业的技术水平普遍高于国内同行业 业的水平，因此会带动辽

宁地区的 业技术进步和科技发展。
이들 외자기업의 기술 수준은 일반적으로 국내 동종(同種) 기업의 수준보

다 높기 때문에 辽宁 지역의 기술의 진보와 과학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100) 只要使用手帕的方便和舒 度不逊于纸巾，手帕就不会离我们远去，我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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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地球才能变得更绿。
손수건 사용의 편리함과 편안함이 휴지에 뒤지지만 않는다면 손수건은 

우리 곁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지구도 더 깨끗해질 수 있다. 

(101) 印尼有17000个岛屿，假如海平面上升一米， 有2000个岛屿会消失，这是

很严峻的问题。
인도네시아에는 17,000개의 섬이 있는데, 만약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하면 

약 2,000개의 섬이 사라질 것인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미래의 대부분 용례가 주절의 술어에 쓰인 것은 이러한 통사적 위치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고가 수집한 코퍼스에서 미래가 종속절에 출

현한 예문은 2개이고, 앞서 출현한 예문 (97)과 아래의 예문 (102)가 이에 속한다. 

(97’) 哪怕黑影会夺取我的性命，也无法阻挡我追赶的脚步。
설사 검은 그림자가 나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내가 쫓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102) 未来的中美关系主流 是积极的、向前的，尽管双方仍不得不面对一直存

在的诸多分歧和矛盾，甚至会碰到一些新问题。
향후 중미관계의 주류는 낙관적이고 점진전일 것이다. 비록 양국이 그동

안 존재해왔던 수많은 분쟁과 모순들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고 심지

어 일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지만 말이다. 

종속절에 출현한 예문은 주절에 출현한 예문에 비해 출현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

타난다. 예문 (97’)과 (102)는 양보절의 종속절에 속한다. 양보절은 의미 특성상 주

절이 전체 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반면, 종속절은 주절의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해 

의미상 대립되는 가설을 세워야 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발화자의 의지를 반영

한 것으로 주절에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양보절은 ‘가설’이라는 의미적 

특징으로 인해 미래가 종속절에 출현할 수 있다.

3.2.2.3.2 ‘ ’가 주절 목적어에서 나타나는 경우

미래가 주절 목적어에 출현하는 경우는 미래 용례 전체에서 약 37%를 차지한

다. 본고는 이러한 미래가 출현하는 문장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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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₁+V₁(+S₁/S₂)+ +V₂’ 이다. 명청민국 시기와 같이, 현대중국어에서 V₁은 서술성 

용언인 ‘말하다’류, ‘알다’류 동사, 단언적 용언인 ‘여기다’류, ‘예측하다’류, ‘걱정

하다’류 동사가 출현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03) 其实真正的雷晓还在医院里, 罗天让芬姨把我接回家只是一个 局，因为罗

天说芬姨就是凶手，而且还说芬姨今天晚上会对我下手。
[‘말하다’류 동사]

사실 진짜 雷晓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罗天이 芬아주머니에게 나를 집

에 데려다 주라고 한 것은 하나의 포석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罗天 

말로는 芬아주머니가 원흉이며 그녀가 오늘 밤엔 나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104) 我欲哭无泪，知道此后这家伙就会到处宣扬，说我是他 要好的朋友……
[‘알다’류 동사]

나는 울먹울먹하였다. 그 녀석이 곧 나는 자신이 가장 부리기 편한 친구

라고 여기저기 퍼뜨릴 것이란 걸 알았다.

(105) 所以她说：“你试试我给你买的衣服好吗？我觉得你穿了会很 。”

[여기다’류 동사]

그래서 그녀는 “내가 사준 옷 한번 입어 볼래? 내 생각엔 네가 입으면 멋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106) 据当时经济学家预计，照这种形势发展下去，日本到2012年就会在各个方

面超过美国，成为世界第一超级大国。 [‘예측하다’류 동사]

당시의 경제학자의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형세가 계속될 것을 비추어 볼 

때 일본은 2012년이 되면 곧 각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대

국이 될 것이다. 

(107) 他有点担心，这座千年古楼，会不会被这场暴风雨击垮？ 
[‘걱정하다’류 동사]

그는 이 천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 이번 폭풍우로 무너지게 될까봐 좀 

걱정되었다. 

위의 예문에서 ‘ ’는 각각 동사 ‘说’, ‘知道’, ‘觉得’, ‘预计’, ‘担心’의 목적어에 

출현하고 있다. 다수의 미래가 위와 같은 유형의 동사와 공기하는 이유는 앞서 要미래

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거나 단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코퍼스에서 수집한 예문에서 유형별로 구체적인 동사를 열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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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아래 <표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5> 会미래 앞에 출현하는 주절 동사

(ㄱ) ‘걱정하다’류 

동사
担心, 害怕, 怕, 生怕, 唯恐, 担心受怕, 心里打鼓

(ㄴ) ‘여기다’류 

동사

认为, 以为，原以为, 本以为, 感到, 觉得, 感觉, 想, 猜, 

肯定, 认定, 坚信, 相信, 不(相)信, 疑, 质疑, 

判断，琢磨着，分析, 

(ㄷ) ‘예상하다’류 

동사

预计, 预感, 预测, 预料, 预见(到), 料到, 猜测，幻想, 估计,

没料到, 想不到, 没(有)想到, 从未想到, 没想过

(ㄹ) ‘말하다’류 

동사

说, 问, 称, 告知, 告诉, 表示, 表明, 嘱咐，
保证, 发誓, 承诺说

(ㅁ) ‘알다’류 

동사

知道, 明知, 明白, 清楚, 听说, 据说, 确认, 确定, 

想到, 看到, 设想, 想看看, 不知, 不知道, 不晓得, 不敢想

<표 3.5>에서 보듯이, 현대중국어에서 위의 다섯 가지 부류에 포함되는 동사는 

다양하고 그 수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여기다’류 동사에는 ‘认为, 以为, 感到’처

럼 직접적으로 ‘여기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肯定, 疑’처럼 관점 표현의 경

향성을 나타내는 동사, ‘判断, 分析’ 등과 같이 동작의 결과가 어떠한 관점이나 시

각을 유도하는 동사가 포함된다. ‘말하다’류 동사는 직접적으로 ‘말하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는 ‘说, 问, 告诉’ 외에 ‘发誓, 嘱咐, 承诺说’ 등 말하는 구체적 방식을 나

타내는 동사를 포함한다. ‘알다’류 동사 역시 직접적으로 ‘알다’의미를 나타내는 

‘知道, 明白, 清楚’ 외에 ‘听说, 确认, 想到, 看到’ 등 간접적인 ‘알다’의미의 동사도 

포함된다. 이처럼 미래가 다양한 동사의 목적어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미래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 외에, ‘말하다’류 동사 ‘保证, 发誓, 承诺说’ 등은 ‘보장하다’라는 의미를 함의

하고 있다. 이러한 동사의 행동주체가 되는 주어가 ‘ ’의 주어와 동일할 경우, 

‘ ’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기보다는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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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临行前，她还特意打电话告诉了他车次和时间，他也保证尽量会来，所

以，她才死活没让父母 。
출발하기 전, 그녀는 일부러 전화를 걸어 그에게 열차 번호와 시간을 알

려주었다. 그 역시 최대한 오겠다고 말하였기에 그녀는 사활을 걸고 부모

님을 못가시게 했다. 

(109) 尽管2003年花费1.2亿美元收购的易趣目前仍未盈利，但她保证会对中国电

子商务 场持续投入，并为易趣带来一笔大额投资。
2003년 1억2천만 달러를 구매한 이취는 최근에도 여전히 이윤을 내지 못

하고 있지만, 그녀는 중국전자 비즈니스 시장에 계속 뛰어들어 이취에게 

거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의 두 용례는 앞서 3.1.3.3절에서 1인칭 문장에서 ‘보장⋅위협’의미가 나타내

는 화용적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용례들과 유사하다. 양자 모두 발화자

와 ‘ ’의 주어가 동일 인물이며, 이 같은 화용적 환경에서 미래의 의미를 주어의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예문 (108), (109)와 같은 용례는 현대중국

어에서 많이 보이는 경우는 아니며, 본고의 코퍼스에서 단 7개의 용례가 검색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의 출현은 미래의 의미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일정정도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래가 주절의 술어와 목적어 자리에 출현하는 경우가 전체 

미래 용례의 약 98%를 차지하는 반면, 기타 문장성분에서의 출현은 2%에 불과하

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의 문법화 정도는 비교적 낮은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3.2.2.4 ‘会’의 주요 공기성분

현대중국어 미래의 통사적 특징과 변천 추세를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 본 절에

서는 미래의 주요 공기성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미래의 주어성분, 미래 뒤의 

술어성분과 미래를 나타내는 주요 문법성분인 ‘ ’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2.2.4.1 ‘ ’의 주어 및 ‘ ’ 뒤의 술어성분

要미래의 주어가 대부분 명사성 성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미래의 주어로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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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동사성 성분이 모두 올 수 있다. 명사성 주어의 분류 방법은 要미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생물과 무생물로 분류한다. 미래와 공기하는 주어성분의 분류는 아래 

<그림 3.9>과 같다. 

주어가 없는 경우 주어가 있는 경우

동사성 주어 명사성 주어

무생물 주어 유생물 주어

기관/단체 사람동물

<그림 3.9> 会미래 주어성분의 분류

3.2절에서 要미래의 뒤에 오는 술어성분 대부분이 동사성 성분(V/VP)인 것과 달

리, 미래의 술어성분은 형용사성 성분(A/AP)와 동사성 성분(V/VP) 모두 출현이 가

능하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분류 별 주어성분의 분포 현황을 아래 <표 3.6>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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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주어 유형별 미래의 분포 양상

주어 분류
용례 수

(개)

전체 미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어가 없는 경우 39 5.49

주어가 

있는 

경우

명사성

주어

무생물 205 28.87

유생물

동물 6 0.85

60.14기관/단체 42 5.92

인물 379 53.38

동사성 주어 39 5.49

합계 710 100%

대체적으로 보면 미래의 주어 역시 유생물 주어가 대부분이며 전체 용례의 약 

60%를 차지한다. 또한, 주어가 없는 경우, 무생물 주어의 경우와 동사성 주어의 경

우 모두 합쳐 약 40%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에서 미래와 공기 가능한 주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ㄱ) 무주어인 경우

주어가 없는 경우, 미래는 대부분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의 여부를 예측하거나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출현 혹은 소실될지의 여부를 예측한다. 구문형식은 주로 

[(不) +‘발생하다’류/‘출현하다’류/‘사라지다’류 동사 + N/NP]으로 구현된다. 무주

어인 경우 문장의 술어성분은 비자주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10) 真不知道明天会发生什么事，完全没有安全感。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어서 편하지는 않다. 

(111) 有他在，路上应该不会出什么问题。
그가 있으면 가는 길에 분명히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12) 这些亮晶晶的斑痕尤其令我忧虑，我 疑父亲的身上迟早会长出一片一片

的鱼鳞来。
반짝거리는 이러한 흔적들이 특히 나를 걱정스럽게 한다. 나는 아버님 몸

에 비늘모양의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자라날 것 같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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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这么晚了，不会来客人了。
이렇게 늦게는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 

(ㄴ) 무생물 명사성 성분인 경우

이 경우 미래 뒤에 오는 술어성분의 약 85%가 비자주성을 지니며 15%는 자주

성을 지닌다. 본고는 전자를 (ㄴ₁)류, 후자를 (ㄴ₂)류로 부르기로 한다. 

(ㄴ₁)류는 지시적인 무생물 주어가 출현 혹은 소실하게 될지의 여부를 예측하거

나, 해당 주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예측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14) 国家大剧院2007年2月22日 始正式演出时，观众趋之若鹜，当时有人说，
这股新鲜劲很快就会过去。
국립대극장에서 2007년 2월 22일 정식으로 공연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왔다. 당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신선함도 곧 지나갈 것이라 

말했다. 

(115) 专家分析像今年这样的股 暴跌现象明年应该不会再出现。
전문가는 올해와 같은 주식의 폭락 현상은 내년에 다시 출현하지 않을 것

이라 분석했다.

(116) 分析人士认为，今后中美关系的主流虽然是令人乐观的，但是也可能会出

现波折。
분석가들은 향후 중미 관계의 주류가 낙관적이긴 하지만 우여곡절 역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17) 随着游客中心的搬迁，这里会成为另一个游客聚集地，村民收入所受的影

响不会太大。
관광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이곳 역시 또 다른 관광객 집성지가 될 것이지

만, 마을 주민들의 수입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소수의 (ㄴ₁)류 용례에서는 ‘ ’의 가능의미가 약화되고 ‘참조 시간 이후에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즉, ‘ ’의 의미 중점이 가능의

미에서 시간성으로 전환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18) 电水壶正在烧水，水会在两分钟后烧 。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있으니 물은 2분 뒤면 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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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姐 , 这个按钮按一下就可以，你多按，电梯也不会更快点到的。
아가씨, 이 버튼은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많이 누른다고 해도 엘리베이

터가 더 빨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문 (118)에서 발화자는 전기포트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물이 2분 후에 끓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의 ‘会’는 가능의미

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会’를 ‘발생할 것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

절하다. 예문 (119)도 마찬가지다. 발화자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

고, 엘리베이터가 더 빨리 오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따라서 ‘电梯不会更

快点到’는 발화자의 추측이 아니며, 이곳의 ‘会’의 가능의미도 이미 약화된 것으로 

보고 ‘발생할 것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ㄴ₂)의 용례를 살펴보면, 문장 주어는 무생물이며, 미래 뒤에 출현하는 술어성

분은 자주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예문 (120)처럼 비유의 수단을 쓰는 경우와 (121)

처럼 암묵적 피동문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주어는 수동자(受事) 또

는 경험자(當事)에 속한다. 

(120) 那时的我并不知道，这种“怪” 会折磨我十年，我只是把它理解为南北差

别、城乡差别、家庭与家庭的区别。
그때 난 이런 ‘이상함’이 나를 십년 동안 괴롭힐 줄은 미처 몰랐다. 난 단

지 이것이 남과 북의 차이나 도시와 시골의 차이, 혹은 집안과 집안 간의 

차이로 여길 뿐이었다. 

(121)  随着政府、人民、 发商的知识面和层次的提高，我相信这些都会改进。
정부, 국민, 개발업자의 지식의 폭과 소양이 향상됨에 따라, 이것들이 모

두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ㄴ₂)류의 용례는 일반적으로 지시적인 사물(무생물 주어)이 어떤 작용을 할지 

예측하거나 해당 주어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예측한다. 만일 미래 앞의 주어

가 수동자인 경우 미래 뒤의 동사가 수동자에게 어떤 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의 주

체와 발화자가 동일 인물일 경우, 예문 (118)처럼 미래를 발화자의 예측 또는 발화

자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예문 (119)처럼 ‘보장하다’의미의 동사와 함께 출현하

는 경우 주로 의도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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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如果你还活着，我们就一次付清，如果你死了，钱会付给天女葵…… 
만일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한 번에 돈을 모두 지불할 것이고, 

당신이 죽었다면 돈은 천녀규에게 주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한 번에 돈을 모두 지불할 것이고, 

당신이 죽었다면 돈은 천녀규에게 줄 것이다. 

(123) 你放心，钱保证会在周一前付给你。
마음 놓으세요. 돈은 월요일 전에 당신에게 지불할게요. 

이처럼 (ㄴ₂)류에 출현하는 미래는 주로 예측의미를 나타내지만 소수의 용례에

서 시간성을 나타낸다. 또한, 미래 뒤의 술어성분이 자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통사적, 의미적 환경 속에서 발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거나 그러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ㄴ₂)류의 용례는 본고의 코퍼스에서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ㄷ) 유생물 명사성 성분인 경우

(ㄷ)류 주어와 함께 출현하는 술어성분은 비자주성 술어와 자주성 술어로 나뉜

다. 코퍼스의 출현 비율은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ㄷ)류 용례에서 会미래 뒤의 술어성분의 분류별 비율

유생물

주어의

용례

술어성분의 분류 용례수(비율) 합계

비자주성 술어 190개 (44.5%)
427개 (100%)

자주성 술어 237개 (55.5%)  

이들 중에서 비자주성 술어를 (ㄷ₁), 자주성 술어를 (ㄷ₂)로 칭한다. (ㄷ₁)의 용례

는 대부분 발화자 자신이나 청자, 혹은 제3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 것인지, 주어

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함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24) 我不认为我会遇到任何困难。
나는 내가 어떤 어려움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25) 后面的应聘 问：“看你25岁不到吧？”他点头。那人又道：“肯定也会被淘

汰，不如走掉算了！”

뒤에 있던 지원자가 물었다. “ 스물다섯 살 안 보이는데 맞죠?” 그가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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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지원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분명 떨어질 텐데, 차라리 그냥 가 

버리고 말지!”

(126) 陷入网瘾的学生会越来越 ，因为更多学生试图展示潜能而 有无所 从

的空虚。
인터넷 중독에 빠진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학

생들이 잠재력을 보여 주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허구에 빠지는 경

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ㄷ₁)의 일부 용례에서는 미래가 확정류 미래에 쓰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27) 大家知道10+1(中国加东盟10国)明年就会实现自由贸易区，而10+2、10+3

(加韩国，加日本)现在也在推进。
모두 알다시피 10+1(아세안10개국+중국)이 내년에 자유무역지구를 실현

할 것이며, 10+2와 10+3(+한국, 일본) 역시 현재 추진 중이다.

(128) 幽灵飘浮着靠近作 ，忽隐忽现，“不过，这个反派会在本书的中卷以后才

出现。”

망령이 작가 근처에서 떠돌며 나왔다 사라졌다 한다. “하지만 이 반대파

는 책의 중반부 이후에나 출현한다.”

예문 (127)을 보면 ‘10+1(아세안10개국+중국)’은 이미 협상이 체결된 내용이고, 

(128)에서 ‘幽灵’ 역시 청자(소설가)에게 어떤 책의 집필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고 

‘반대파가 책에 중반부 이후에나 출현한다’라는 것은 ‘망령’이 이미 정해 놓은 이

야기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미 확정된 미래 사건의 경우는 예측을 할 필요가 없

으므로 미래가 나타내는 것은 다른 기능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ㄷ₁)에서 일부 용례는 발화자의 예측과 의도를 모두 나타내거나 의도를 

표현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전자는 예문 (129)이고, 후자는 예문 (130)이 이에 해

당한다. 두 예문에서, 미래와 공기하는 술어성분은 비자주성을 나타내지만 주어의 

노력을 통해 언급된 미래사건을 실현 가능하게 하거나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역시 술어성분이 자주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무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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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妖太子冷笑道：“我不会再输给任何人!” 

요괴태자가 냉소를 보이며 말했다. “난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

을 것이다!”

(130) 曹禺也多次告诉我，他不会辜负巴 的期望，拼命也要写出新作品。
曹禺는 巴 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필사적으로 새 작품을 써낼 

것이라고 몇 번이나 나에게 말한 바 있다.

그 밖에, 소수의 (ㄷ₁)류 용례에서는 ‘会’의 가능의미가 약화되고 시간성이 강화

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31) 如果你决定不参加(实验)，我们会 你回去，而且把这段记忆清除，你第二

天就会全忘光啦。
만약 당신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돌려

보내 주고 이 기간의 기억도 없앨 것입니다. 당신은 이튿날이면 모든 것

을 완전히 잊게 될 것입니다. 

(132) 等你走到那边的时候，你会看见那门是关了的。188)

네가 그쪽에 도착할 때면 그 문이 닫힌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문 (131)에서 발화자는 외계인이고 청자는 지구인이다. 외계인은 기억을 제거

하는 관련 지식을 잘 알고 있다. ‘이튿날이면 모든 것을 완전히 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외계인의 추측이 아니라 관련 지식을 근거로 미래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발생할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会’는 가능의미가 아닌 시간성으

로 해석된다. 예문 (132)에서 발화자는 언급된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문의 

개폐 시간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여기의 ‘会’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그렇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미

를 나타낸다.

본고의 코퍼스에 의하면 (ㄷ₁)의 용례에서 예측류 미래를 나타내는 ‘ ’는 

95.79%를 차지하며 확정류 미래는 2.11%, 의도의미 혹은 그러한 경향성을 나타내

는 ‘ ’는 1.58%를, 시간성을 나타내는 ‘ ’는 0.52%를 차지한다. 

(ㄷ₂)에서 발화자와 ‘ ’의 주어가 동일 인물이거나 발화자가 ‘ ’의 대변인인 

188) 王力(1984:1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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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발화자가 행위주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발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33) 如果我是你这样一个男人，有了天女葵这样的尤物在 里，我也会想带她

去很远的地方……没有纷争的地方。
만일 내가 너처럼 뛰어난 미인을 품에 안은 남자였다면, 나도 그녀를 데

리고 아주 먼 곳으로 가고 싶을 것 같다.... 분쟁이 없는 곳으로. 

(134) 欧盟轮值主席国瑞典环境大臣卡 格伦此前曾表示，欧盟不到 后一刻不

会亮出 终底牌。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의 환경대사 칼거룬은 일전에 유럽연합은 끝까

지 마지막 패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35) 尽管2003年花费1.2亿美元收购的易趣目前仍未盈利，但她保证会对中国电

子商务 场持续投入，并为易趣带来一笔大额投资。
2003년 1억2천만 달러를 구매한 이취는 최근에도 여전히 이윤을 내지 못

하고 있지만, 그녀는 중국 전자 비즈니스 시장에 계속 뛰어들어 이취에게 

거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136) 我们是被朝廷株连九族的 亡 ，好不容易得着机会出海投亲，请好汉们

饶命，我们会留下买路钱的。
우리는 조정에 구족이 연루된 도망자입니다. 어렵게 기회를 잡아 친척에

게 의탁하러 해외로 가려고 합니다. 호걸께서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는 통행료를 갈취할 것입니다. 

예문 (133)과 예문 (134)는 예측의미로도 볼 수 있고, 의도의미로도 볼 수 있다. 

예문 (135)와 예문 (136)은 ‘보장하다’라는 화용적 맥락을 통해 발화자의 의도의미

의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ㄷ₂)에서 ‘ ’가 ‘大概, 可能’ 등 가능성을 표현하는 부사와 함께 오거나 ‘以为, 

相信, 没想到’ 등의 단언적 용언과 함께 출현해야 예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37) 任穷对我说，以后他的工作 动会非常频繁，组织叫去哪儿就去哪儿，也

可能会去敌占区打游击，让我有个思想准备。
任穷이 나에게 말하길, 이후 자신의 직업 변동이 매우 잦아, 조직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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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적진으로 가서 유격을 할 수도 있으니 

나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138) 我没有想到，也未敢想，有一天我会再写一本关于母亲和自己的书。
언젠가는 내가 어머니와 나 자신에 관한 책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생

각지 못했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 밖에 (ㄷ₂)의 일부 용례에서 언급된 미래 사건은 이미 짜여진 확정류 미래이

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39) 记 赵普：目前这个里面马上就要看到的就是70分钟之后的就职典礼，稍

后我会向大家做更详细的介绍。
赵普 기자: 현재 이곳에서 곧바로 볼 수 있는 것은 70분 후에 시작할 취

임식입니다. 잠시 후 제가 여러분께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0) 2009年，我会出版四本理论著作，它们分别是: ≪文学的常道≫(作家出版

社)、≪从密室到旷野: 中国当代文学的精神转型≫(海峡文艺出版社)、≪被

忽视的精神: 中国当代长篇 说的一种读法≫(吉林出版集团)、≪二十世纪

中国 说的叙事伦理≫(江苏文艺出版社)。本月北京图书订货会上，≪文学

的常道≫已经上 ，另外3本也已交稿。
2009년 나는 네 권의 이론서적을 출판할 것이다. 네 권은 각각 <문학의 

상도>(작가출판사), < 실부터 광야까지: 중국당대문학의 정신적 전환>

(해협문예출판사), <홀시되어가는 정신: 중국당대장편소설의 독서법>(길

림출판그룹), <이십세기 중국소설의 서술 윤리>(강서문예출판사) 이다. 

이번 달 북경의 도서상품판매박람회에서 <문학의 상도>는 이미 출시되었

고, 그 외의 3권도 이미 원고를 넘겼다. 

예문 (139)는 방송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방송은 사전에 미리 확

정된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예문 (140) 역시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책이 출판된다

는 사실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ㄷ₂)류에서 발화자와 ‘ ’의 주어가 동일 인물이 아닐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 ’는 ‘발화자가 청자나 제3자가 어떤 일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예측한다’는 의미

를 나타낸다. 발화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타인의 미래 행동에 대해 

예측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

음의 예문 (141), (142)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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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你们太让我感动了!经过一夜，你们还要面临家里人的反对，我好怕你们会

变卦！”

“너희는 나를 아주 감동시켰어! 하룻밤이 지나야 되고, 집안사람들의 반

대를 직면했을 텐데 나는 너희들이 마음을 바꿀까봐 매우 걱정했어!”

(142) “以前跟曾桂粮的哥哥不熟悉，根本没想到他哥哥会把债务接了过去，真的

让人敬佩。”

“예전에는 曾桂粮의 형과 그다지 친하지 않아서 그의 형이 채무를 받아

갔을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존경스럽다.”

그러나 발화자가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문장에서 ‘ ’는 발화자가 

청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발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미래 행동을 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음의 

예문 (143), (144)가 이에 속한다.

(143) “你不会也打断我们的狗腿吧？”一个黑衣人说。
“당신도 우리의 다리몽둥이를 끊어버릴 순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말했다.

(144) 他们征询尼克松的意见，蜜月旅行应该上哪儿？如果你是我们，你会去哪

个国家？
그들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만약 당신이 우리였으면 어느 나

라로 갈 건지? 닉슨의 의견을 청해 들을 것이다. 

이밖에도 (ㄷ₂)류에서 발화자와 ‘ ’의 주어가 동일 인물이 아닌 경우, 일부는 확

정류 미래에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45) 你还是当守望人，白发鬼是‘ ’，会解决其余的事情。
당신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백발귀신은 ‘칼’의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

지 일을 처리할 것이다.

(146) 七妈也不肯向我透露一个字，只说：“事情很重要，伯伯有事外出了，回来

后他会自己和你 。” 

七妈는 나에게 한 글자도 발설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해. 네 큰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돌아오시면 직접 

너에게 얘기할 거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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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45)에서 발화자는 청자에게 암살 계획을 알려주고 있고, 예문 (146)에서 

발화자‘七妈'는 청자에게 큰아버지의 결정을 알려주고 있다. 암살 계획과 큰아버지

의 결정은 모두 확정된 미래 사건이다.

또한, (ㄷ₂)류 용례 중에도 ‘ ’의 가능의미가 약화되고 시간성이 강화되는 예문

이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47) 绝情会的规矩，要么你死，要么我死，要么大家都死。你杀了我，绝情会

就会放过你们。
绝情会의 규정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모두가 죽든지 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죽이면 绝情会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148) 她知道他们接下去会回忆他们自己的往事，唇枪 战地探讨当初究竟是

追 。
이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때 누가 누구를 쫓아 다녔

었는지 격렬하게 설전을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예문 (147)에서 발화자는 ‘绝情会’ 단체의 규칙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규칙을 

근거로 ‘你杀了我，绝情会就会放过你们’의 결과를 확신한다. 따라서 여기의 ‘会’는 

가능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문 (148)에서 ‘她’는 ‘他们(她的父母)’의 성격을 잘 알고 있

어서 부모님이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때의 

‘会’ 역시 시간성에 의미 중점을 둔다.

전체적으로 보면, (ㄷ₂)류에서 ‘ ’는 56.54%의 용례는 예측류 미래를 나타내고, 

37.13%는 예측류 미래와 의도류 미래를 나타내거나 의도류 미래로의 경향성을 나

타낸다. 그 밖의 4.64%는 확정류 미래에 쓰이고, 1.69%는 시간성을 나타낸다. 

(ㄹ) 주어가 동사성 성분인 경우

주어에 동사성 성분이 출현하는 경우 미래는 일반적으로 예측류 미래를 나타낸

다. 미래뒤에 오는 술어 형태에 따라 예측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일 미래 뒤의 술어가 비자주성 동사이면 그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를 예측하게 되고, 자주성 동사이면 그 행위가 어떤 역할 혹은 작용을 하게 될지

를 예측하게 된다. 본고는 전자를 (ㄹ₁)로, 후자를(ㄹ₂)로 부르기로 한다. 이들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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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은 각각 72%와 26%이며, 관련 용례는 예문 (149)와 예문 (150)이다. 

(149) 我知道你担心王 文拿走那几万元钱会影响你的研究项目。
당신이 王 文이 그 몇 만 위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당신의 연구 프로

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난 알고 있다.

(150) 推动科学发展就会打破目前“山重水复疑无路”的困局，达到“柳暗花明又一

村”的新境界。 
과학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첩첩산중에 길이 없는’ 난국을 헤쳐 

나가게 해줄 것이며, ‘막다른 곳에서도 길이 열리는’ 새로운 경지에 다다

르게 될 것이다. 

본고의 코퍼스에서 동사성 성분이 주어에 출현하는 경우는 전체 미래 용례의 

5.5%를 차지한다. 要미래의 주어 역시 동사성 성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고

의 코퍼스에선 출현하지 않았으며 이는 要미래의 주어가 동사성 성분인 용례가 드

문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 예측을 표현하는 기능에 있어서 미래가 要미래보다 

좀 더 성숙한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주어 유형에 따른 미래의 용법을 살펴보았으며, 위의 내용들을 종합

해 보면 아래 <표 3.8>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8> 주어 유형별 会미래의 용법

주어의 

유형
술어성분의 유형 미래의 유형

(ㄱ)

무주어
‘ ’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성 술어일 경우 예측류 미래

(ㄴ)

무생물

명사성 

주어

(ㄴ₁)류: ‘ ’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성 

술어일 경우

예측류 미래

시간성

(ㄴ₂)류: ‘ ’의 술어성분이 자주성 

술어의 경우

예측류 미래

의도류 미래

(ㄷ)

유생물

명사성 

주어

(ㄷ₁)류: ‘ ’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성 

술어일 경우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 

시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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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유형별 다양한 会미래의 용법 및 비중은 아래 <표 3.9>처럼 정리해 볼 수 있

고 주어 유형별 会미래용법이 전체 会미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3.10>처럼 정리

해 볼 수 있다. 

<표 3.9> 주어 유형별 会미래의 용법 및 비율

(ㄷ₂)류: ‘ ’의 술어성분이 자주성 

술어일 경우

예측류 미래

의도류 미래

확정류 미래

시간성

(ㄹ)

동사성 

술어

(ㄹ₁)류: ‘ ’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성 

술어일 경우
예측류 미래

(ㄹ₂)류: ‘ ’의 술어성분이 자주성 

술어일 경우
예측류 미래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

시간

성
합계

주

어

유

형

(ㄱ)무주어
100%

(39개)

100%

(39개)

(ㄴ)

무생물

명사성

주어

(ㄴ₁)류: ‘ ’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성 술어일 

경우

98.3%

(173개)

1.7%

(3개)

100%

(176개)

(ㄴ₂)류: ‘ ’의 

술어성분이 자주성 

술어의 경우

76.67%

(22개)

23.33%

(7개)

100%

(29개)

(ㄷ)

유생물

명사성

주어

(ㄷ₁)류: ‘ ’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성 술어일 

경우

95.79%

(182개)

2.1%

(4개)

1.58%

(3개)

0.52%

(1개)

100%

(190개)

(ㄷ₂)류: ‘ ’의 

술어성분이 자주성 

술어일 경우

56.54%

(134개)

4.64%

(11개)

37.13%

(88개)

1.69%

(4개)

100%

(237개)

(ㄹ)

동사성

(ㄹ₁)류: ‘ ’의 

술어성분이 

100%

(29개)

100%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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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주어 유형별 会미래의 용법 및 전체 会미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어

비자주성술어일 

경우

(ㄹ₂)류: ‘ ’의 

술어성분이 

자주성술어일 경우

100%

(10개)

100%

(10개)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
시간성 합계

주

어

유

형

(ㄱ)무주어
5.49%

(39개)

5.49%

(39개)

(ㄴ)

무생물

명사성

주어

(ㄴ₁)류: ‘ ’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성 

술어일 경우

24.37%

(173개)

0.42%

(3개)

24.79%

(176개)

(ㄴ₂)류: ‘ ’의 

술어성분이 자주성 

술어의 경우

3.10%

(22개)

0.99%

(7개)

4.09%

(29개)

(ㄷ)

유생물

명사성

주어

(ㄷ₁)류: ‘ ’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성 

술어일 경우

25.64%

(182개)

0.56%

(4개)

0.42%

(3개)

0.14%

(1개)

26.76%

(190개)

(ㄷ₂)류: ‘ ’의 

술어성분이 자주성 

술어일 경우

18.87%

(134개)

1.55%

(11개)

12.39%

(88개)

0.57%

(4개)

33.38%

(237개)

(ㄹ)

동사성

주어

(ㄹ₁)류: ‘ ’의 

술어성분이 

비자주성술어일 경우

4.08%

(29개)

4.08%

(29개)

(ㄹ₂)류: ‘ ’의 

술어성분이 

자주성술어일 경우

1.41%

(10개)

1.41%

(10개)

합계
82.96%

(589개)

2.11%

(15개)

13.8%

(98개)

1.13%

(8개)

100%

(7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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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도표를 통해 본고는 아래와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i) 미래는 예측류 미래인 경우가 약 8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 (ㄹ)에서는 미래가 모두 예측류 미래에 속하고 (ㄴ₁), (ㄷ₁)에서는 

95% 이상의 미래가 예측류 미래에 속한다. (ㄴ2), (ㄷ2)에서는 각각 77%, 57%정도

의 미래가 예측류 미래에 속한다. 이는 ‘ ’ 뒤에 출현하는 술어성분이 자주성을 

가지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ii) 의도류 미래에 사용되는 미래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절대다

수를 차지하는 예측류 미래에 비교해 보면 사용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 ’ 

뒤의 술어성분이 자주성을 지니거나 자주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 ’

는 의도류 미래로 쓰인다. 주어가 유생물일 경우는 그 경향성이 더 강해진다. 

(iii) 미래가 확정류 미래에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확정류 미래는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의미의 ‘ ’를 애초에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 ’의 사용

은 또 다른 기능을 갖게 된다. 

(iv) 미래는 시간성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용법은 특정한 

화용 환경에서만 사용된다. 즉, 발화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미래의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확신할 때, ‘ ’의 가능의미가 약화되고 미래의미가 뚜

렷하게 부각된다. 이러한 용법은 민국 시기에 시작하였으며 현대중국어에서도 여

전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 ’가 가능의미에서 미래의미로 발전하는 추

세를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래의 주요 기능은 예측이고, 그 의미 역시 가능성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용례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으며, 일부 제한적인 통사 및 의미

조건 하에서는 의도의미로, 일부 화용 환경에서는 시간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힐 수 있었다. 의도의미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 시간성에 치중하는 용법

이 출현하였다는 점 등은 ‘ ’가 미래문법형태로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3.2.2.4.2 ‘ ’와 ‘ ’의 공기 양상

앞서 통사적 고찰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가능은 민국 시기부터 미래문법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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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공기하는 용례가 발견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수는 극히 드물었다. 현대중국

어에서 이 두 성분이 함께 쓰이는 용례는 빈번하게 출현한다. 본고의 코퍼스에 의

하면, 미래와 ‘ ’이 함께 출현하는 용례가 39개로 전체 미래의 5.5%정도를 차지

한다. 이 중에서 양자가 통사적으로 긴 하게 위치한 용례는 35개이고, 거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용례는 4개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51) 大学毕业，等着我的 会是什么？
대학을 졸업하면,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152) 我想告诉周校长，我 会继续作为您的朋友给您支持。
나는 주총장에게 당신의 친구로서 당신을 계속 응원할 것이라고 알려주

고 싶다. 

(153) 而且，EA的E3展台上 会举办一个有奖活动，奖品就是BMWM3！
게다가 EA의 E3 전시대에 경품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상품은 바로 

BMWM3이다.

(154) 印尼有17000个岛屿，假如海平面上升一米， 有2000个岛屿会消失，这是

很严峻的问题。
인도네시아에는 17,000개의 섬이 있으며, 만약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하면 

2,000개의 섬이 사라질 것인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155) (欧盟轮值主席国瑞典环境大臣)卡 格伦同时认为，按照目前各方提出的减

排目标，欧盟 不会把自己到2020年的温室气体减排目标提高至30％。
(유럼연합의 의장국인 스웨덴 환경대사) 칼거룬은 현재 각 측이 제시한 

배출량 감소 목표에 근거해 볼 때, 유럽연합이 스스로 2020년 온실가스배

출량 감소 목표를 30%까지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156) 但是央视体育新闻已经确认，主力副攻薛明和新入选的自由人王琳此次都

不会随队出征。
그러나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의 ‘스포츠 뉴스’는 주력 세컨드 스파이커 

薛明와 새로 합류한 자유인 王琳은 이번에 모두 출정하지 않을 것을 이미 

확인하였다.

위에서 예문 (151~153)은 ‘ ’과 ‘ ’가 통사적으로 인접한 경우이고, 예문 

(154~156)은 멀리 위치한 경우이다. 후자처럼 ‘ ’과 ‘ ’가 멀리 떨어져 출현이 가

능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미래 자체가 부정형식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예문 (155)처럼 부정형을 만들기 위해 ‘ 不 ’의 형태로 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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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형태로의 미래의 문법화 정도가 비교

적 낮기 때문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장르적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과 ‘ ’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서면

어를 사용하는 장르에서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 ’ 자체가 서면어에서 자주 사용

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 ’과 ‘ ’가 전형적인 서면어 장르189)에서 함께 출현하

는 용례는 전체 용례의 67%정도를 차지하며, 기타 장르에 출현한 용례는 모두 일

상회화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문 (152)는 연설문의 일종으로 이런 상황에

서 ‘ ’과 ‘ ’가 함께 쓰이는 것이 ‘ ’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과 ‘ ’가 함께 출현할 때 ‘ ’는 약 77%가 예측류 미래에 속하고(예문151, 

154 참조), 의도류 미래와 확정류 미래는 각각 15.4%, 7.6%를 차지한다(각각 예문 

152, 155/예문 153, 156 참조). 문장성분별 분포를 살펴보면, 본고의 코퍼스에서 단 

1개의 용례가 관형어에서 출현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용례에서 예측을 나타내는

데 비교적 적합한 문장성분인 주절의 술어 혹은 목적어에 출현하였다. 앞의 두 가

지 특성으로 볼 때, ‘ ’과 ‘ ’가 함께 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 기능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기능이나 통사적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래문법형태인 ‘ ’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

일 ‘ ’과 ‘ ’가 함께 출현하는 용례가 점차 증가하면 미래가 ‘ ’의 영향을 받아 

문법화가 한층 더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다. 

3.2.2.5 공시  고찰의 결과

3.2.2.1~3.2.2.4절에서는 현대중국어 미래의 공시적 분포 양상 및 의미특성을 살

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미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보이

고 있다. 

(ㄱ) 장르별로 살펴보면, 미래는 소설, 전기 등 전형적인 서술적 텍스트에서 자

주 출현한다. 이러한 종류의 텍스트에서 미래에 관한 화제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

189) A 신문보도, B 사설, C 간행물 논평, D 종교, H 정부 혹은 기관의 공문 및 홍보자료, J 

학술, 과학기술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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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ㄴ)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미래는 예측류 미래, 의도류 미래, 확정류 미래에 

쓰일 수 있으며, 시간성에 중점을 둔 용법도 있다. 이 중에서 예측류 미래가 약 

8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의도류 미래는 14% 정도로 예측류 미래에 비해 극히 드

물다. 확정류 미래와 시간성 용법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더욱 적다. 확정류 미래는 

특성상 예측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미래가 확정류 미래에 출현하는 경우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간성을 나타내는 미래는 특정한 화용 환경

에서만 쓰인다.

(ㄷ) 통사적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문장유형별 분포는 미래는 그다지 큰 제약

을 받지 않는다. 평서문, 의문사의문문, 판단의문문, ‘ 不 ’형식의 정반의문문 등

에 모두 출현이 가능하며 미래자체에 부정형식이 존재한다. 

둘째, 미래문법형태로서의 미래는 미래에 대한 단언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 

주절의 술어나 서술성 용언,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에 출현하며, 그 밖의 문장성분

에 출현하는 비중은 2%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약 14%의 미래는 특정한 통사적 및 의미적 조건에 부합될 때 의도류 미

래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통사적 조건은 주어, 술어성분, 발화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의미기능은 여전히 엄격한 제약을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현대중국어의 미래는 전형적인 미래문법형태인 ‘ ’과 함께 자주 출

현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 ’와 ‘ ’의 공기가 미래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다

고 보기 어렵다. 향후 양자의 결합이 증가한다면 미래의 문법화 진행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측된다.

3.3 소결

본 장에서는 우선 미래의 기원과 변천경로를 살펴보았다. 미래의 직접적인 기

원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 ’이며 이러한 ‘ ’는 두 가지의 기원이 있다. 

즉, 동사 ‘ ’와 조동사 능력이다. 동사 ‘ ’에서 기원한 가능은 한대⋅육조시기에 

출현하였고, 능력에서 기원한 가능은 송대에 출현하였다. 가능은 미래와 깊은 관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 172 -

련성을 가지는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측류 미래에서 자주 쓰였다. 

민국 시기부터는 일부 ‘ ’가 특정한 화용 환경(발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통해 미래 

사태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출현하면서, 가능의미가 약화되고 미래의미가 부

각되어 시간성에 의미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일부 ‘ ’는 주어가 1인칭인 문장

에서 의도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는 미래문법형태로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 

공시적 고찰에서는 현대중국어 미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ㄱ) 의미⋅기

능적 측면에서 미래는 예측류 미래에 주로 사용되며 이는 가능의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ㄴ) 일부 미래는 의도류 미래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엄격한 통사적, 의미적 조건이 필요하다. (ㄷ) 미래가 시간성을 나타내는 용례는 

특정한 화용 환경에서만 나타나며 여전히 보기 드물다. (ㄹ) 통사적 측면에서 미

래는 주절의 술어부분이나 서술성 용언,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부분에 빈번히 출현

하며 그 밖의 문장성분에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ㅁ) 미래는 대표적인 미래

문법형태인 ‘ ’과 자주 함께 출현하지만, 양자의 관계가 아직 미래에 커다란 영

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분포 양상을 통해 미래이 점차 가능에서 벗어나

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문법화 정도를 살펴보면 미래가 要미래보다 문법화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래는 ‘주변문법형태유형’에 속하는 준미래(futuroids)문법형태

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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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2와 3.2의 고찰에 따르면, 要미래와 미래는 다양한 유형의 미래 용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성(‘시간상의 후시성’)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要미래와 미래는 기원

과 문법화 정도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이는데, 앞의 논의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

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 후, 要미래

와 미래가 시간성 용법,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에 쓰일 때 사용 

양상에 대해 비교하고자 한다.

4.1 시간성 용법 비교

시간성을 나타내는 要미래와 미래는 모두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要미래의 

경우는 5.44%의 용례만 이러한 용법으로 쓰이며 미래의 경우는 1.12%에 불과하

다. 要미래와 미래 모두 시간성 용법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성을 나타내는 要미래와 

시간성을 나타내는 미래는 서로 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 安迪是被误判入狱的, 但是真相就要大白时，上帝给他 了一个更大的玩

笑，证人被杀死。
앤디는 잘못된 판결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진상이 밝혀지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장난을 하였다.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증인이 

살해당하였다. 

 (2) 我正要失望的时候，女孩却说道：“但是我曾经去过她的家里。”

내가 실망하려 할 때, 여자 아이가 말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집에 

간 적이 있다.”

 (3) 电水壶正在烧水，水会在两分钟后烧 。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있으니 물은 2분 뒤면 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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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绝情会的规矩，要么你死，要么我死，要么大家都死。你杀了我，绝情会

就会放过你们。
绝情会의 규정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모두가 죽든지 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죽이면 绝情会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예문 (1), (2)는 ‘要’를 사용하였고, 예문 (3), (4)는 ‘会’를 사용하였다. 양자는 상

호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要’와 ‘会’가 시간성 용법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과 관

련이 있다. 

의지의미를 나타내는 ‘要’는 ‘사건이 참조시간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점차 要의지가 사용된 문장에 무생물 주어가 출현하

고 술어성분으로 비자주적인 성분이 출현하게 되면서 要의지는 의지의미를 상실하

고 ‘사건이 참조시간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었다. 가능

의미를 나타내는 ‘会’도 ‘참조시간 이후에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화자 자신이 가진 지식에 근거하여 미래에 발생할 사태를 

확정적으로 추측하는 용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화용 환경에서 ‘会’의 가능의미가 

약화되고, ‘사건이 참조시간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강조된다. 시간성 

용법을 획득한 ‘要’가 만일 주절의 술어 혹은 서술성 용언/단언적 용언의 목적어 

위치에 출현한다면, 이러한 통사위치는 본래 예측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자리이기 

때문에 ‘要’는 자연스럽게 예측 미래 용법을 획득하게 된다.190) 만일 관형어와 같

이 예측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통사위치에 출현한다면, ‘要’는 시간성 의미

만을 가진다. 반대로 ‘会’의 경우, ‘会’의 시간성 의미를 강화시키는 통사위치는 주

절의 술어 또는 서술성 용언/단언적 용언의 목적어 자리이고, 그 의미는 시간성에 

중점을 두지만 여전히 ‘발화자의 추측’에 속한다. 다만 ‘발화자의 정확한 추측’으

로 의미 중점이 변화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시간성을 나타내는 ‘要’는 시간성만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시간성을 

나타내는 ‘会’는 여전이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0) 이는 ‘要’가 이러한 통사적 위치에 사용될 경우 반드시 예측류 미래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문장성분을 추가함으로써 ‘要’가 시간성을 나타내도록 할 수도 
있다. 4.2의 예문 (5~8)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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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측류 미래 용법 비교

예측류 미래는 要미래와 미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법이다. 상황에 따라 要미래

와 미래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 要미래와 

미래가 사용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2.1 ‘要’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는 要미래만 쓰이고 미래는 쓰이지 않는다.

(ㄱ) 시간부사 ‘快’가 要미래와 인접해 쓰이며 사건이 참조시간 후 바로 발생한다

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 他的女儿当时快要临产，女婿又不在身边。
그의 딸은 그 당시 출산에 임박했는데 사위는 또 곁에 없었다.

 (6) 流沙快要淹没这里的一切，却在大门一米之遥的地方止步不前。
흩날리는 모래가 곧 이곳의 모든 것을 다 뒤덮어 버릴 것 같았지만, 대문

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서 머뭇거렸다.

위의 두 예문에서 ‘快’를 부가함으로써 미래 사건이 임박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ㄴ) 要미래는 문미 어기조사 ‘了’와 공기해 ‘객관적인 즉시미래’를 나타낸다. 이

른바 ‘객관적 즉시미래’란 객관적인 실제 상황에 있어서 언급한 미래 사건이 발화

시간 직후 곧바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191)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91) ‘객관적인 즉시미래’에 상대되는 것은 ‘주관적인 즉시미래’이다. ‘주관적인 즉시미래’도 
‘要∽了’구조를 사용하지만 언급한 미래 사건이 객관적으로 발화시간 직후에 바로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자가 주관적으로 곧바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你进来等一会儿，我妻子马上就要回来了’에서, ‘我妻子回来’의 시간은 발화시간의 
몇 분 뒤일 수도 있고 몇 십 분 뒤일 수도 있다. 발화자는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
기 위해 ‘要∽了’구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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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麦子听到一阵细微的“咔咔”石板断裂的声音从头顶传来。“要塌方了！快

跑！” 

麥子는 ‘칵칵’거리면서 석판이 균열하는 미세한 소리를 머리 위에서 들었

다. “(방이) 곧 무너져! 빨리 도망가자!”

 (8) 桌子上，碗筷已经摆好，马上要吃饭了。
식탁 위에 그릇과 젓가락이 놓여 있으니, 곧 식사를 할 것이다.

예문 (7)에서 석판이 균열하는 소리를 이미 들었다는 사실은 방이 곧 무너질 것

임을 암시한다. 예문 (8)에서 그릇과 젓가락이 이미 놓여 있다는 사실은 발화 후 

얼마 안돼서 식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ㄱ)과 (ㄴ)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이 있다. 즉, 공기성분과 문맥을 통해 미

래 사건이 참조시간에 뒤따라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要미래는 문법화 

정도가 높고 단순한 시간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미래 사건이 곧바로 

발생할 것에 중점을 두는 경우 要미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추측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는 미래를 사용하면 다시 가능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하문(上

下文)에 나온 부사 ‘快’, 문미 어기조사 ‘了’와 맞지 않는다.

(ㄷ) ‘要+VP’가 정도보어로 쓰이며 어떤 사건이 참조시간 이후에 발생한다는 사

실에 대한 예측과 예측한 사건이 발생할 뻔 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

을 살펴보자.

 (9) 在路上，跑得那么快，心脏疼痛得就要跳出喉咙。
길에서 그렇게 빨리 뛰더니,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아팠다.

(10) 好几天连轴转，他已经累得要趴下了。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일을 해서 그는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다.

(ㄹ) 부사 ‘几乎, 差点儿’이 ‘要’와 공기하며 어떤 사건이 참조시간 이후에 발생

할 것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 단지 일어날 뻔했음을 의미한다. 다

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1) 一连几个月，我都找不到工作，生活几乎要陷入绝境。
몇 달 동안 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이 거의 궁핍해질 지경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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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

(12) 她面对台下的掌声，一双大眼睛笑意难掩，激动得俯着身，喘着气，摇着

头半天说不出话来，……。过后她说，“我当时差点儿要发狂，几乎要一下

子晕过去。”

그녀는 무대 아래의 박수 소리를 대하자 커다란 두 눈에 웃음을 감추지 

어려웠으며, 감동해서 몸을 구부리고 숨을 헐떡거리더니 머리를 흔들면

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후 그녀는 ‘그 당시 하마터면 미쳐서 

거의 기절할 뻔 했어’라고 말했다.

(13) 看着儿子渐渐远去的身影，她心头一阵酸楚，差点儿要落下泪来。
아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마음이 찡해 하마타면 눈

물이 날 뻔 했다.

(ㄷ)과 (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ㄷ)에서 정도보어로 출현하는 ‘要

+VP’는 현재 상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며, 과장적인 예측을 나

타낸다. 예를 들면, 예문 (9)에서 ‘要跳出喉咙’은 현재 상태인 ‘心脏疼痛’ 유도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화용적 측면에서 보면, 극단적 결과에 대한 예측은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어떠

한 정도인지를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추측의미를 가지는 

‘ ’가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현재 상태와 극단적인 결과는 시간상의 

선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성만을 나타낼 수 있는 ‘要’를 사용해 과장적인 

예측을 나타낼 수 있다.

이제 (ㄹ)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용례에서 ‘要’ 뒤의 미래 사건 역시 

사실상 현재 이미 발생한 사건이 하나의 극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사실을 나타

낸다. 그러나 위의 예문처럼 ‘要’ 앞에 ‘几乎/差不多’를 부가함으로써 다행히 극단

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문 (11)에서 현재 이미 

발생한 사건은 ‘一连几个月，我都找不到工作’이며, ‘生活陷入绝境’은 이 사건이 도

출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의 예측은 이미 발생한 사

건에 의해 초래되며, 현재 상태의 정도를 보충 설명해준다. 따라서 예문 (11)은 실

제로 ‘生活困顿得几乎要陷入绝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예문 (12)는 실제로 ‘激

动得差点儿要发狂，激动得几乎要一下子晕过去’를 나타내며, 예문 (13)은 ‘伤心得

差点儿要落下泪来’를 나타낸다. 따라서 (ㄹ)는 사실상 (ㄷ)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과장적 예측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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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会’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몇 가지의 환경에서는 ‘ ’를 사용하고, ‘要’를 사용하지 않는다.

(ㄱ) 부정적 예측을 표현할 경우, ‘不 ’만 사용하고 ‘不要’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 (10), (11)이 이에 속한다.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정반의

문문 형식으로 질문할 경우 ‘ 不 ’ 또는 ‘是不是要’만 사용할 수 있고 ‘要不要’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 (12~14)가 이에 속한다.

(14) 明天不会下雨。
내일 비 내리지 않을 것이다.

(15) *明天不要下雨。
(16) 明天会不会下雨？

내일 비가 내릴까요?

(17) 明天是不是要下雨？
내일 비가 내릴까요?

(18) *明天要不要下雨？

부정적 예측을 나타낼 때 ‘不要’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미래 사건이 발생할지

에 대해 정반의문문 형식으로 질문했을 때 ‘要不要’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要미래가 출현하기 전에 조동사 ‘要’에는 의지의미와 의무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었으며 이 두 가지 용법은 현대중국어에서도 여전히 가

장 중요한 용법이다. ‘不要’와 ‘要不要’에서의 ‘要’는 일반적으로 要의지 혹은 要의무

로 해석되기 때문에, 要미래는 부정형식과 정반의문문 형식으로 출현하지 않는다. 

반면, 미래는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특정적인 가능’에서 발전했으며 미래의 의

미기능은 가능의 의미기능인 ‘가능성을 추측하다’와 유사하다. 따라서 미래는 

가능의 부정형식과 정반의문문 형식을 계승할 수 있다. 

(ㄴ) 발화자가 유생물에 속하는 제3자에 대해 예측했을 때, 만일 술어성분이 자

주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 ‘ ’를 사용해 예측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통

사적 환경에서 ‘要’는 의지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要’를 사용하지 

않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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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明天他会来学校。
내일 그는 학교에 올 것이다. (내일 그는 학교에 올 수 있다.)

(20) 明天他要来学校。
내일 그는 학교에 오려고 한다.

(ㄷ) 적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 ’를 사용하는 반

면, ‘要’는 드물게 사용한다. 다음에서 예문 (21)과 (22) 비교해 보자.

(21) 中国女排的实力会有所提高。
중국 여자 배구팀의 실력은 높아질 것이다.

(22) 中国女排的实力要有所提高。
중국 여자 배구팀은 실력을 높이고 싶다.

중국 여자 배구팀의 실력은 높아져야 한다.

예문 (22)에서 ‘要’는 의지 또는 의무의미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

람의 의지는 항상 적극적이고, 의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 적극적일 경우 ‘要’는 의지의미 또는 의무의미로 해석

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서 코퍼스에서 추출한 두 개의 용례를 살펴보자.

(23) 但是有的重大专项就遇到了这样的问题: 要买的东西很先进，只有一个单位

能生产，怎么办? 而且我们如何预见到两年后会有什么新的仪表?

그러나 일부 중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 사고 싶은 물건

이 매력적인데 한 군데에서만 생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년 뒤 어떤 

새로운 기계가 출현할 것인지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24) 如果东亚的10+3可以实现，那GDP总和 占世界的20%，欧盟现在占28%，
北美占25%，东亚 成为世界的第三极，这样就会逐渐形成一个多极化的世

界。
만일 동아시아의 ‘10+3’가 실현되면 그들의 GDP 총액은 전 세계의 20%

를 차지게 된다. 현재 유럽연합은 28%를 북미는 25%를 차지하고 있고,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 극강이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점차 다극화 

세계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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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예문에서 ‘有新的仪表’와 ‘逐渐形成一个多极化的世界’는 모두 적극적 

의미를 나타내며, 상하문(上下文)이 없을 경우 동사 앞에 ‘要’를 부가하면 의지의

미 또는 의무의미를 나타낸다. 위의 두 용례에서 ‘ ’를 ‘要’로 바꾸면 의미적으로 

상하문과 연결되지 않는다.

(ㄹ) 술어성분이 ‘是+N/NP’ 혹은 형용사성 성분일 경우 일반적으로 ‘ ’를 사용

해 예측을 나타내는 반면, ‘要’는 사용하지 않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5) 猜猜接下来会是哪些游戏？没错，大量的休闲游戏！
계속해서 어떤 게임일까요? 맞았어요. 아주 많은 오락게임!

(26) 一年前，他就已经看到，艳阳天之后会是一场大风暴。
일 년 전, 그는 화창한 날 이후에 커다란 폭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래와 要미래의 이러한 분포적 차이는 그들의 기원과 접한 관련이 있다. 要미래

는 要의지와 要의무에서 발전했으며, 要의지와 要의무 뒤의 동사성분은 주로 동작동사가 

출현한다. ‘是’는 전형적인 비동작동사이기 때문에 要의지 또는 要의무와 결합해 사용

할 수 없으며, 要미래 역시 ‘是’와 같은 비동작동사와 공기할 수 없다. 반면, 미래는 

가능에서 발전했으며,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은 발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데 중

점을 둔다. 발화자의 판단은 동태적인 사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정태적인 사건

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은 거의 모든 동사 유형, 심지어 형용사성 술

어성분과도 공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4.2.1에서 要미래를 사용하고, 미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았으

며, 4.2.2에서는 미래를 사용하고 要미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사실

상 어떤 경우 要미래와 미래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서로 교체해서 쓰

일 경우 의미 중점이 달라진다. ‘要’를 사용할 경우 시간성에 중점을 두며 ‘사건이 

참조시간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를 나타낸다. 반면, ‘ ’를 사용할 경우 가능성에 

중점을 두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要미래와 미래를 서로 바꿔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예측하는 미래 사건이 객관적으로 참조시간 후에 바로 발생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상의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화자가 가능성

의 측면에서 사건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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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만일 발생할 사건이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면 일반

적으로 ‘要’를 사용하지 않고 ‘ ’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환경에서 ‘要’는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생할 사건이 비적

극적일 경우192) ‘要’는 이러한 경향성을 상실되는데, 이는 중성적 또는 소극적인 

미래 사건을 예측할 때 ‘要’는 ‘ ’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

문 (25~28)이 이에 속한다.

(27) 当时，天气阴沉沉的，好象要/会下雨。 [중성적인 미래 사건]

그 당시, 날씨가 어두어둑 해지더니 비가 올 것 같았다. 

(28) 你进来等一会儿，我妻子马上就要/会回来了。 [중성적인 미래 사건]

들어 오셔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 아내는 곧 돌아올 거예요.

(29) 以后还要/会有更艰巨的任务。 [소극적인 미래 사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임무가 있을 것이다.

(30) 救人吧，要/会死人的。 [소극적인 미래 사건]

사람 살려! 이러다 죽겠어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때, ‘要’를 사용하지 않

는다. 그러나 ‘要’의 의지의미 또는 의무의미를 배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으면, 

‘要’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예문 (31)과 (32), (33)과 (34)를 비교해 보자. 

(31) 乔莉突然觉得如此不真实，她积累了所有的热情同团队 高首领奔赴石家

庄，要大干一场，却没想到饱餐一顿后，就什么都不知道了。
喬莉는 갑자기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열정을 쏟아 

팀의 리더와 함께 石家庄에 달려와 힘껏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한 끼 배

불리 먹은 뒤에 아무것도 모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32) 乔莉突然觉得如此不真实，她积累了所有的热情同团队 高首领奔赴石家

庄，本以为要/会大干一场，却没想到饱餐一顿后，就什么都不知道了。
喬莉는 갑자기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열정을 쏟아 

팀의 리더와 함께 石家庄에 달려와 힘껏 해 볼 생각이었는데, 결국 한 끼 

배불리 먹은 뒤에 아무것도 모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192) 중성(中性)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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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看完那句话，我就有一种强烈的使命感，要拍这个故事”，阿甘说。
“그 구절을 다 본 후에 이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사명감

이 생겼습니다” 라고 阿甘이 말했다. 

(34) “看完那句话，我就有一个强烈的冲动和直觉，我可能要/会拍这个故事”，
阿甘说。
“그 구절을 다 본 후에 이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 것이라는 강렬한 충동과 

직감이 생겼습니다”라고 阿甘이 말했다. 

예문 (31)에서 ‘要’는 의지의미를 나타낸다. 반면, 예문 (32)에서는 명확하게 예

측을 나타내는 성분(‘本以为’)이 있고, 발화자와 행위자가 동일 인물이다. 발화자가 

자기의 의지를 추측한다는 사실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문 (32)에서 

‘要’의 의지의미는 배제된다. 예문 (33)에서 ‘要’는 의무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34)

는 의무를 나타내는 성분(‘使命感’)이 없고 추측을 나타내는 성분(‘可能’)이 있으며 

발화자와 행위자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要’를 의무의미와 의지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문 (32)과 (34)는 주어가 유생물인 경우이다.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도 문맥에

서 추측을 나타내는 성분(‘可能’, ‘也许’, ‘大概’)이 있을 때 언급된 미래 사건이 적

극적인 경우 ‘要’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서 예문 (35)와 (36), (37)과 (38)을 비교

해 보자.

(35) 这次亚锦赛，要成为22岁的张琳的一个新的起点。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22세인 張琳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싶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22세인 張琳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36) 这次亚锦赛，也许要/会成为22岁的张琳的一个新的起点。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아마도 22세인 張琳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이다.

(37) 2009年股 的运行整个价格中枢要上移到2500-3000点。
2009년 주식 시장의 운영은 전체 가격 수준을 2500-3000포인트로 상향 이

동시키고 싶다.

2009년 주식 시장의 운영은 전체 가격 수준을 2500-3000포인트로 상향 이

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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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09年股 的运行整个价格中枢可能要/会上移到2500-3000点。
2009년 주식 시장의 운영은 전체 가격 수준이 아마도 2500-3000포인트로 

상향될 것이다.

예문 (35)에서 ‘要’는 의지의미 혹은 의무의미로 해석된다. 예문 (36)에서는 ‘要’

의 앞에 ‘也许’가 출현하며, ‘要’는 예측의미로 해석된다. 예문 (37)은 예문 (35)와 

같이 의지의미 혹은 의무의미로 해석되고, 예문 (38)은 예문 (36)과 마찬가지로 예

측의미로 해석된다. 

그 밖에, 다음의 두 예문과 같은 경우에서도 적극적인 미래는 ‘要’를 사용해 예

측을 나타낸다. 

(39) 主持人：(示范区)建成以后会是个什么样子? 

王 长：要/会变成新农村，我们现在要把它发展成现代农业的一个示范

区。
사회자: (시범 구역이) 조성된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왕 시장: 새로운 농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현대 농

업의 시범 구역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40) 但是自从有了儿子赛虎，他似乎看到了人生的希望，因为 来赛虎 要/会

继承杨家的家产。
그러나 아들 賽虎가 태어난 후로부터 그는 마침 인생의 희망이 보인 거 

같았다. 왜냐하면 앞으로 賽虎가 楊씨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문 (39)에서는 질문에서 예측을 나타내는 ‘ ’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답에서 

사용된 ‘要’도 예측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40)에서 ‘ ’은 대표적

인 미래문법형태로서 그 뒤에 쓰인 ‘要’ 역시 의지의미가 아니라 미래의미를 나타

낸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 중성적 혹

은 소극적인 미래를 예측할 때 ‘要’와 ‘ ’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 (b) 적극적인 미

래를 예측할 때, 문장에 ‘要’의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를 배제할 수 있는 성분이 있

으면 ‘要’를 ‘ ’처럼 사용 가능하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사 ‘就’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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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음과 같은 예문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의 예문에서 要미래와 미래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

(41) 有了这本书，你藏在这本书里的宝藏图就要/会属于我们了。
이 책이 있으니, 당신이 이 책에 숨겨 둔 보물지도가 곧 우리 것이 될 것

이다.

(42) 如果再不 一位女探长过来，警方的工作就要/会处在被动状 喽。
만일 여자 수사팀장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경찰 측의 업무는 피동적인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예문은 조건문이나 가정문에 속하며, ‘就’는 주절에서 출현한다. 부사 

‘就’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뒤 사건이 앞 사건에 이

어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어떤 사건

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193) 그 중에서 첫 번째 용법은 시간부사에 속하고, 

두 번째 용법은 접속사에 속한다. 시간성에 중점을 둔 ‘要’를 사용하면 ‘就’는 첫 

번째 용법을 나타내는 반면, 가능성에 중점을 둔 ‘ ’를 사용하면 ‘就’는 두 번째 

용법을 나타낸다. 이는 예측한 사건이 적극적인지 비적극적인지와 관련되기보다는 

‘就’의 다의성으로 인해 ‘要’와 ‘ ’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는 예측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要미래와 미래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예측류 미래를 나타내는 ‘要’는 시간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예측류 미래

를 나타내는 ‘ ’는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로 인해 ‘要’는 즉시

미래뿐 아니라 과장적인 예측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 ’는 이 두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要미래는 조동사 ‘要’의 의지의미와 의무의미의 영향으로 인해 예측류 미래

를 나타낼 때 <표 4.1>의 제약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조동사 ‘要’의 의미가 구분

되기 때문에 의미, 화용적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는 그 기원인 가능의 의미와 접한 관계가 있고, 가능의 통사적 특징

을 상당부분 계승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193) ≪現代漢語詞典≫(제6판) 69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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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예측류 미래에서 要미래가 다른 의미로 인해 받는 제약

부정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반의문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유생물인 제3자의 자주적인 행위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사건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며,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를 

배제할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경우에서만 적극적인 사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셋째, 要미래는 그의 기원인 要의지와 要의무의 영향으로 비동작동사와 형용사와 공

기할 수 없다. 반면에, 미래는 그의 기원인 가능의 의미기능(추측을 표현한다)이 

예측의미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동사와 형용사와 공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살펴보면, 예측류 미래에서 미래의 사용 범위가 要미래보다 훨

씬 넓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要미래는 그의 기원에서 크게 벗어나 조동사 ‘要’

의 새로운 의미항목이 되었으며, 예측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획득하였고, 심지어 

시간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미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용법까지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측을 나타내는 미래와 비교하면, 要미래는 여전히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래는 현대중국어에서 예측류 미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요소로 볼 수 있다.

4.3 확정류 미래 용법 비교

현대중국어에서 확정류 미래를 진술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무표지적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ㄱ) ‘주어+미래 시간사194)+V/VP’이고, 다른 하나는 (ㄴ) 

‘주어+V/VP+동작행위의 지속시간’이다. 전자의 용례는 예문 (43~46)이고, 후자의 

용례는 예문 (47~50)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각각 미래 시간사와 동사 뒤의 지속

시간을 통해 사건시간을 미래 시간에서 확정시킨다. 

194) 미래 시간사는 시간명사와 ‘马上, 立刻’ 등과 같은 시간부사를 포함한다. 또한, 시간사는 
주어 앞과 주어 뒤에 모두 출현 가능하다. 시간사의 위치에 따라 의미의 중점이 다를 수 
있으나 본고는 기타 요인의 간섭을 최소화를 위해 필자가 만든 예문에서는 시간사를 모
두 주어 뒤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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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火车12点出发。
기차는 12시에 출발한다.

(44) 我们明天 试。
우리는 내일 시험을 본다.

(45) 他们12月结婚。
그들은 12월에 결혼한다.

(46) 他这个月底辞职。
그는 이번 달 말에 사직한다.

(47) 这次 试我们 三天。
이번 시험은 우리가 3일 동안 보게 된다.

(48) 这个暑假我们放一个月。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는 한 달 쉰다. 

(49) 这次旅行我们去三天。
이번 여행은 우리가 3일 동안 간다.

(50) 这次会议我参加一天。
이번 회의는 내가 하루 참가한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의 확정류 미래를 나타낼 때 (ㄱ)류는 부정형식과 

정반의문문 형식이 있다. 무표지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不’를 부가하거

나 ‘V不V’ 형식이 쓰인다. 예를 들면, 예문 (43)의 부정형식과 정반의문문 형식은 

‘火车12点不出发’와 ‘火车12点出发不出发’이다. (ㄴ)류는 부정형식과 정반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미래 사건이 확정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 (A) 백과사전식 정보에 따라 언급된 사건은 통상적으로 타인이 안배하거나 

결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차의 출발 시간, 시험, 출판, 방학, 회의, 프로그램, 프

로젝트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B) 문맥적 정보에 의해 제시된 사건이 당사자 자신 

또는 타인이 배정한 스케줄이고 당사자 자신의 의지 또는 의무가 아닌 경우이다. 

예를 들면, 결혼, 초빙, 퇴역 등 개인(혹은 기관)의 행위와 관련되는 사건이다. 위에

서 제시한 예문 (43~44), (47~48)은 (A)류에 속하고, (45~46), (49~50)은 (B)류에 속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살펴보면, 확정류 미래를 나타낼 때 要미래와 미래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2절과 3.2절에의 고찰에 따르면, 확정류 미래에서도 要미래 혹은 

미래를 사용하는 용례가 출현하였다. 이는 要미래 또는 미래를 사용하는 확정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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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유표지적 표현이고, 여기의 要미래와 미래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그들의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要미래와 미래가 확정류 미래에서의 사용 양상을 논의하기

로 한다.

4.3.1 ‘要’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要미래는 확정류 미래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단독으로 출현하

면 ‘要’의 의미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3a) 火车12点要出发。
기차는 12시에 출발해야 한다.

기차는 12시에 출발할 것이다.

(44a) 我们明天要 试。
우리 내일 시험을 봐야 한다. 

우리 내일 시험을 보려고 한다. 

우리 내일 시험을 볼 것이다. 

(45a) 他们12月要结婚。
그들은 12월에 결혼해야 한다.

그들은 12월에 결혼하려고 한다.

그들은 12월에 결혼할 것이다.

(46a) 他这个月底要辞职。
그는 이번 달 말에 사직해야 한다.

그는 이번 달 말에 사직하려고 한다.

그는 이번 달 말에 사직할 것이다.

(47a) 这次 试我们要 三天。
이번 시험은 우리가 3일 동안 봐야 한다.

이번 시험은 우리가 3일 동안 볼 것이다.

(48a) 这个暑假我们要放一个月。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는 한 달 쉴 것이다.

(49a) 这次旅行我们要去三天。
이번 여행은 우리가 3일 동안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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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행은 우리가 3일 동안 가려고 한다. 

이번 여행은 우리가 3일 동안 갈 것이다. 

(50a) 这次会议我要参加一天。
이번 회의는 내가 하루 참가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내가 하루 참가하려고 한다.

이번 회의는 내가 하루 참가할 것이다.

위의 (48a)를 제외하고, ‘要’는 모두 미래의미 외에도 의지의미를 나타낼 수 있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문 (43a)와 (47a)는 의무의미로 해석되며, 그 외는 의무의

미와 의지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예문 (48a)가 미래의미만 나타낼 수 있는 이유

는 이러 문맥에서 ‘要’를 의무의미로 해석하지 못하는 동시에 백과사전식 정보에 

의해 의지의미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학교나 교육

부가 정한 것이며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문 (48a)는 

‘要’를 사용해 시간성을 강조한 것을 제외하면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무표지적 

표현(‘这个暑假我们放一个月’)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

코퍼스 언어자료에 의하면, (48a)와 같은 용례는 소량 발견되었다. 대부분 상황

에 要미래는 시간부사‘就, 正’ 또는 문미 어기조사 ‘了’과 공기하며 확정류 미래에서 

나타난다. 이 경우 (ㄱ)류에만 사용하고 (ㄴ)류에는 사용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의 

예문은 문법적으로 적격하지 않다.

(47a’)*这次 试我们就要 三天了。
(48a’)*这个暑假我们就要放一个月了。
(49a’)*这次旅行我们就要去三天了。
(50a’)*这次会议我就要参加一天了。

다음에서 要미래가 (ㄱ)류에서 사용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확정한 미

래 사건이 (A)류에 속하면(즉, 백과사전식 정보에 따라 이 미래 사건이 확정한 계

획인지 단정할 수 있는 경우), ‘要’는 시간부사 ‘就, 正’ 혹은 문미 어기조사‘了’과 

공기해야만 미래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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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a’)火车12点就要出发了。
기차는 12시에 바로 출발할 것이다.

(44a’)我们明天就要 试了。
우리는 내일 바로 시험을 볼 것이다.

다음은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문을 나타낸다.

(51) 明天学校就要放假了，晚上闲来无事，高明飞就一个人上街闲逛。
내일이면 학교는 곧 방학이고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高明飞는 혼자 한가

로이 거리를 걸었다. 

(52) “同学们，请大家系好座位上的安全带，银河铁道之夜就要 始了。”

“학생 여러분,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은하철도의 밤이 곧 시작

됩니다.”

(53) 内阁会议室里灯火通亮，该到会的成员都连夜赶来了。国家安全委员会特

别会议就要 始。基辛格收拾好了文件，走进了会议室。
내각 회의실에 등불이 아주 밝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할 구성원은 밤새 

달려왔다. 국가안전위원회의 특별회의가 곧 시작될 것이다. 키신저는 자

료를 정리하고 나서 회의실에 들어왔다.

(54) 下了电梯穿过中庭长廊，来到一间大宴厅，里面的宴会正要 始。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정원에 있는 긴 복도를 지나서 연회장에 도착하

자, 그 안에서 연회가 막 시작하려 했다.

만약 확정한 미래 사건이 (B)류에 속하면(즉, 문맥적 정보에 따라 이 미래 사건

이 확정한 계획인지 단정할 수 있는 경우), ‘要’가 시간부사 ‘就, 正’ 혹은 문미 어

기조사 ‘了’와 공기하더라도 ‘要’의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래의 예문 (45a’~46a’)에서 ‘要’는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5a’)他们12月就要结婚了。
그들은 12월에 바로 결혼해야 한다.

그들은 12월에 바로 결혼하려고 한다.

그들은 12월에 바로 결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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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a’)他这个月底就要辞职了。
그는 이번 달 말에 바로 사직해야 한다.

그는 이번 달 말에 바로 사직하려고 한다.

그는 이번 달 말에 바로 사직할 것이다.

예문 (45a’~46a’)는 더 많은 단서가 제공되는 상하문 사이에 출현해야만 ‘要’의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를 배제할 수 있다. 다음의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문을 살펴보자.

(55) “听说你要结婚了，很突然嘛，真的假的?”

“듣기로 당신 결혼할 거라는데, 너무 갑작스러운데, 정말이야, 거짓이야?”

(56) 后我只是承诺说自己会保密，她也说知道我要结婚了替我高兴。
결국 나는 단지 비 을 지킬 거라고 약속할 뿐이었고, 그녀도 내가 곧 결

혼할 것을 알게 되어 나를 대신해 기쁘다고 말했다.

(57) 唐僧要来了。这消息传得很快。
唐僧이 올 것이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나갔다.

(58) 伊米边喝着自配饮料边漫不经心地浏览着(邮件)，突然她手中的杯子一个握

不稳差点翻倒在键盘上，揉揉眼睛: 没错! 自己部门要进新人了! 居然职位

还在自己之上! 

伊米는 자기가 만든 음료수를 마시면서 무심하게 (메일을) 보다가 갑자기 

손의 컵이 잡히지 않아 키보드 위에 엎지를 뻔하자 눈을 비볐다. 틀림없

어 부서에 신입 사원이 올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직위가 자신보다 더 높

았다.

위의 예문에서, 문맥과 공기성분을 통해 미래 사건이 이미 확정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문 (55), (56)에서 ‘要+VP’가 서술성 용언인 ‘听说, 知道’의 목

적어에 출현해 ‘要+VP’가 나타내는 미래 사건이 확정된 정보임을 알려주고 있다. 

예문 (57)에서 ‘这消息’ 즉 ‘唐僧要来了’인데, 이를 통해 唐僧이 온다는 사실은 이

미 정해진 스케줄로 볼 수 있다. 예문 (58)에서도 문맥적 정보를 통해 ‘自己部门要

进新人’이라는 미래 사건은 伊米가 메일을 통해 알게 된 확정한 스케줄이라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퍼스에서 나타난 용례를 통해 要미래가 확정류 미래에서 나

타날 때, 일반적으로 시간부사 ‘就’, ‘正’ 혹은 문미 어기조사‘了’와 공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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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하문에 시간사가 있을 경우, 要미래와 그의 공기성분(시간부사 ‘就’, ‘正’ 혹

은 어기조사‘了’)의 기능은 이미 확정된 스케줄이 참조시간 이후에 바로 발생할 것

을 강조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예문 (51)는 ‘明天’이 있기 때문에 ‘就要~了’가 없

어도 학교 방학이 이미 확정된 미래 사건임을 나타내는 데 지장이 없다. 발화자가 

‘就要~了’를 사용하는 것은 즉시미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의 두 예문이 

이러한 용법에 속한다.

(59) 一想到儿子马上就要去当兵了，妈妈就忍不住掉眼泪。
아들이 금방 군대 갈 것을 생각하니 엄마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60) 黎兵在赛后泪洒成都体育中心，可能是因为他下个月就要 役了。
黎兵은 경기를 끝내고 성두체육센터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마도 그가 

다음 달에 곧 퇴역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상하문에 시간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要미래는 필수적 성분이 된다. 要미래의 

출현이 이 사건이 미래 사건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

간사가 없는 경우에 要미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건시간을 미

래 시간에서 확정시키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공기성분(시간부사 ‘就’, ‘正’ 

혹은 문미 어기조사‘了’)과 같이 사건이 바로 발생할 것을 강조하는 기능이다. 이

는 위에 제시한 예문 (52~54), (55~5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것은 要미래가 확정류 미래에서 쓰일 때 부정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要不要’로 구성되는 정반의문문형식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不

要’가 ‘하지 마라’ 혹은 ‘하고 싶지 않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要不要’ 중의 

‘要’도 의무의미 혹은 의지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3.2 ‘会’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위에 제시한 무표지적 확정류 미래의 예문 (43~50)에서 조동사 ‘ ’를 추가

하면 다음의 예문 (43b~50b)와 같이 확정류 미래에서 예측류 미래로 바뀌게 된

다.195) 

195) (45b), (46b), (49b), (50b)는 의도류 미래로도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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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b) 火车12点会出发。
기차는 12시에 출발할 수 있다. 

(44b) 我们明天会 试。
우리는 내일 시험을 볼 수 있다. 

(45b) 他们12月会结婚。
그들은 12월에 결혼할 수 있다.

(46b) 他这个月底会辞职。
그는 이번 달 말에 사직할 수 있다. 

(47b) 这次 试我们会 三天。
이번 시험은 우리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 

(48b) 这个暑假我们会放一个月。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는 한 달 쉴 수 있다. 

(49b) 这次旅行我们会去三天。
이번 여행은 우리가 3일 동안 갈 수 있다.

(50b) 这次会议我会参加一天。
이번 회의는 내가 하루 참가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즉, 확정류 미래에 나타나는 미래의 기능을 

살펴보려면, 예문 (43b~50b)와 같은 단문을 통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

고 더 큰 문맥에서 고찰해야 한다. 이에 코퍼스에서 추출한 실제 용례를 가지고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61) 七妈也不肯向我透露一个字，只说：“事情很重要，伯伯有事外出了，回来

后他会自己和你 。” 

七妈는 나에게 한글자도 발설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아

주 중요해. 네 큰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돌아오시면 직접 

너에게 얘기할 거야.”라고 말하셨다.

(62) 但是央视体育新闻已经确认，主力副攻薛明和新入选的自由人王琳此次都

不会随队出征。
그러나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의 ‘스포츠 뉴스’는 주력 세컨드 공격수 薛

明와 새로 합류한 자유인 王琳은 이번에 출정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다.

(63) 你还是当守望人，白发鬼是‘ ’，会解决其余的事情。
당신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백발귀신은 ‘칼’의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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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일을 처리할 것이다.

(64) 有时多种识解可在同一表达式中叠加，整合起来共同作用。关于识解，下

文还会进一步讨论。
때때로 여러 유형의 ‘해설’은 하나의 표현에서 중첩, 통합해 사용할 수 있

다. ‘해설’에 관해서는 아래 문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65) 萨曼 门见山：“伊米，三天后我们会迎来一位新同事，她叫苹果。
薩曼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伊米님, 3일 후 우리는 새로 온 동료

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苹果라고 부릅니다.”

(66) 作家社今年会出我一部长篇散文，叫≪一滴水有多深≫。
作家社는 올해 나의 ≪一滴水有多深≫라는 제목의 장편 산문을 출판할 

것이다.

(67) 2009年，我会出版四本理论著作。
2009년에 저는 이론 관련 저서 4권을 출판할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발화자가 이미 정한 스케줄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

떤 미래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이며, 발화자는 이미 정한 스케줄에 의해 어떤 예측

을 하고 있다. 발화자가 이 스케줄을 직접 진술하지 않고 ‘ ’를 사용하여 예측하

는 이유는 미래 사건이 자기와 독립적이며, 이 사건의 실현은 확정된 스케줄의 일

부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예문 (61)에서 ‘他自己和你 ’은 큰

아버지가 정한 결정이며 七媽가 이 배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자에게 이러한 

일을 발생할 가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예문 (62)에서는 뉴스앵커가 경기에 

관한 상황을 보도하였고, 예문 (63)에서는 위탁자가 킬러에게 암살 계획에 관한 사

실을 알려주었고, 예문 (64)에서는 발화자가 본인 논문의 내용 배치에 대해 소개하

였다. 예문 (65)는 상사가 부하에게 회사의 인사 배치를 알려주었고 예문 (66)과 

(67)은 저자가 청자에게 이미 정해진 출판 계획을 알려주었다.

발화자가 미래를 써서 자신과 이미 정해진 스케줄 간에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

는 것은 특정한 화용적 목적에 기반을 둔다. 때로는 발화자가 진술의 객관성과 중

립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다. 예를 들면, (61)에서 ‘七媽’가 무표지적 

표현 ‘回来后他自己和你 ’을 사용하지 않고 ‘ ’를 쓰는 것은 자신이 이러 배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 (62)도 마찬가지다. 앵커가 ‘ ’를 사용해 자신

이 이러한 배정의 결정자가 아니라 단지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이라는 사실

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뉴스의 객관성 요구에 부합한다. 예문 (6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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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계획은 발화자(즉 위탁인)가 만들었을 가능도 있지만 ‘ ’를 써서 발화자와 

암살 계획 간의 관련을 약화시켜 계획의 공평성을 보여준다. 예문 (64)에서 논문 

내용의 배치는 저자(발화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만 ‘ ’를 써서 저자와 내용 

배치간의 관련을 약화시켜 논문에 대한 객관성 요구를 만족시킨다.

어떤 경우는 발화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 ’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문 (66)

이 이에 속한다. 앞의 내용에 따르면, 伊米는 회사에 자기보다 직위가 더 높은 신

입사원을 초빙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예문 (66)에서 상사 薩曼은 그녀에게 

회사의 이러한 배정을 알려줄 때 ‘ ’를 사용하여 이러한 배정은 자기가 결정한 것

이 아니고 따라서 자신은 이와 관련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196) 아래

에 회사에서 인사팀 직원A가 영업팀 직원B에게 하는 전언도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다. 

(68) 你这个月的业绩没有达到规定的要求，根据公司规定，月底会从你的工资

中扣除10%。
당신은 이번 달 업적이 규정된 요구에 미달해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월급

은 당신의 급여에서 10% 삭감할 것입니다.

위에서, 직원 A는 ‘ ’를 사용하여 월급에서 일부 삭감하는 이유가 회사 규정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직원A는 죄책감을 피할 수 있다.

예문 (66)과 (67)은 위와 다른 화용적 목적을 나타낸다. 이 두 예문은 서적의 출

판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출판 계획은 출판사와 저자가 같이 상의하여 정한 것

이며 따라서 저자(발화자)는 이 계획과 관련이 있다. 예문 (66)과 (67)에서 발화자

는 ‘ ’를 사용해 계획이 있지만 완성하지 못할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

한다. 즉, 발화자는 예측을 표현하는 ‘ ’를 사용해 자신에게 변통할 여지를 주거

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가 확정류 미래에 사용되는 경우는 발화자가 미래 사건

의 실현이 이미 배정된 것으로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문장에서 미래 시간으로 확정시킨 성분(미래 시간사, 동사 뒤의 동량보어 등)

196) 사실상, 예문 (66)에서 동사 ‘迎來’도 이러한 피동성을 암시한다. 이는 ‘三天后我们部门

会来一位新同事’와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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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면, 미래는 상술한 기능 외에 사건시간을 미래 시간으로 확정시키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미래는 필수한 성분이다. 다음의 예문에

서 미래는 이러한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69) 接下来展示的是每年的惯例：极品飞车，在预告片的 后，出现了BMWM

3！而且，EA的E3展台上会举办一个有奖活动，奖品就是BMWM3！
계속해서 전시한 것은 해마다 관례이다. 즉, 니드 포 스피드, 예고편의 마

지막에는 BMWM3이 출현했다! 게다가 EA의 E3 전시대에 경품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상품은 바로 BMWM3이다.

위의 예문 (62)에서 보여주듯이, 미래가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할 때 부정형식도 

가능하다. 또한, 위의 예문들이 모두 (ㄱ)류 확정류 미래(“주어+미래 시간사 

+V/VP”)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미래는 (ㄴ)류 확정류 미래(“주어+V/VP+

지속시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0) 看日历，今年中秋节会放5天，我们要不要趁着那几天假日去国外旅游？
달력을 보니, 올해 추석은 5일 동안 쉴 건데 우리 그 며칠 동안 해외여행 

갈까?

(71) 出差前一天，她把孩子叫过来极其详细地告诉她：自己会去多久，什么时

间回家。
출장 하루 전에, 그녀는 아이를 불러 얼마 동안 머물 것인지 언제 귀국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줬다.

지금까지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要미래와 미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要미래의 기능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要미래가 

시간부사 ‘就, 正’ 혹은 어기조사 ‘了’와의 공기를 통해 어떤 확정된 계획이 참조시

간 이후에 바로 발생할 것을 나타낸다. 둘째, 문장 안에 미래 시간으로 확정시키는 

기타성분이 없을 때, 要미래는 첫 번째 기능을 지니는 동시에 사건시간을 미래 시간

으로 확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要미래의 첫 번째 기능은 시간성만을 나타낼 수 있다

는 의미 특징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기능은 미래문법형태로서의 문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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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미래의 기능도 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발화자가 

언급한 미래 사건의 실현이 자신과 관련이 없고 이미 정해진 계획인 것을 강조한

다. 둘째, 문장 안에 미래 시간으로 확정시키는 기타성분이 없을 때, 미래는 첫 번

째 기능을 지니는 동시에 사건시간을 미래 시간으로 확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미래의 첫 번째 기능은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기능은 

역시 미래문법형태로서의 문법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정류 미래에서 사용할 때 要미래와 미래의 첫 번째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그 가운데 要미래의 주요 기능은 의미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미래의 주요 기능은 화용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要미래와 미래에 대한 공시

적 고찰에 따르면, 확정류 미래에서 미래의 출현빈도가 要미래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난다. 이는 문장을 표현할 때 화용적 기능보다 의미적 기능이 더욱 필수적이

기 때문으로, 즉 이러한 분포 차이는 미래와 要미래의 주요 기능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4 의도류 미래 용법 비교

4.4.1 ‘要’를 사용하는 경우

要미래는 원래 의도의미를 가지고 있는 要의지에서 발전했다. 현대중국어에서도 이

러한 의지의미와 의도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용례들이 많이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코퍼스에서는 이러한 ‘要’는 약 220개 용례가 있고 조동사 ‘要’의 모든 용

례에서 약 7%를 차지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2) 等明年十一运会 幕，我也要去现场看比赛。
내년 11회 전국운동회가 열릴 때, 나도 현장에 가서 경기를 보고 싶다. 

내년 11회 전국운동회가 열릴 때, 나도 현장에 가서 경기를 볼 것이다. 

(73) 从今天 始，我要亲自教导他。
오늘부터 내가 직접 그를 가르치고 싶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그를 가르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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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에서, 조동사 ‘要’는 의지의미와 의도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하다. 3.2에

서 코퍼스 자료에 대한 고찰은 일부 경우에서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要’의 의

지의미는 배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ㄱ) 주어가 무생물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주어가 무생물이기 때문에 ‘要’의 의지의미를 배제할 수 있다. 다음의 예

문 (74)가 이에 속한다. 

(74) 酒上来了，两人端起酒，两个杯正要碰，一只手飞快地抢过赵 萌的酒

杯……
술이 나오자 두 사람이 술을 들어 두 술잔이 부딪히려는 찰나에 한 손이 

재빨리 趙 萌의 술잔을 빼앗았다. 

(ㄴ)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기타 공기성분을 통해 ‘要’의 의지의미를 배제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 ‘ ’이 ‘要’와 인접하여 사용되는 경우, 또는 ‘要

+V/VP’가 ‘計劃, 打算’ 등 ‘계획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

에 ‘要’의 의지의미를 배제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 (75)가 이에 속한다. 

(75) 张兰承认自己是一个有野心的女人, 她计划要在2008年把俏江南的分店 到

100家。
張蘭은 자신이 야망이 있는 여자임을 인정한다. 그녀는 2008년에 俏江南

의 분점을 100개까지 열 계획이다.

위의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要’ 뒤에 있는 술어성분이 자주적이며, 공기하는 

주어 혹은 기타 성분을 통해 ‘要’의 의지의미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의지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도류 要미래가 모든 要미래에서 차지

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대략 7%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 要미래에서 대부분

의 용법이 이미 그의 기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복합要미래를 감안하면 의도류 미래에서 조동사 ‘要’의 사용은 여전히 빈번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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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会’를 사용하는 경우

현대중국어에서 미래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의 경우에 미래가 

예측의미로 해석하는 동시에 의도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ㄱ)(a) 주어가 무생물 명사성 성분일 경우

(b) ‘ ’ 뒤에 술어성분이 자주성을 지니며, 주어가 수동자인 경우

(c) 발화자와 행위자가 동일 인물이거나 행위자의 대변인인 경우

예문 (76)이 이에 속한다.197) 

(76) 这个问题会随着我们实验的展 为你作出解答。
이 질문은 우리 실험의 전개에 따라 당신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ㄴ)(a) 주어가 유생물 명사성 성분이고 행위자인 경우

(b) ‘ ’ 뒤에 술어성분이 비자주성을 띠지만 행위자의 노력을 통해 미래 

사건을 실현할거나 통제할 수 있은 경우

(c) 발화자와 행위자가 동일 인물이거나 행위자의 대변인인 경우

예문 (77)이 이에 속한다.

(77) 在这儿生活的三年是幸福的三年，我会永远记住这儿的一切。
여기에서 보낸 3년은 행복한 3년이었어요. 저는 여기의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ㄷ)(a) 주어가 유생물 명사성 성분이고 행위자인 경우

(b) ‘ ’ 뒤에 술어성분이 자주성을 지닌 경우

(c) 발화자와 행위자가 동일 인물이거나 행위자의 대변인인 경우

예문 (78)이 이에 속한다.

197) 예문 (76)과 같은 용례는 행위자를 생략한 경우로 볼 수도 있으므로, 아래의 (ㄷ)류에 귀
속시켜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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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超过2/3的雇主表示 对雇用新的大学毕业生进行重新评估，而几乎所有的

雇主都表明会减 新雇员。
2/3를 초과한 고용주는 대졸 신입사원 고용을 재검토할 것으로 밝혔으나, 

거의 대부분의 고용주는 신입사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ㄹ)(a) 주어가 유생물 명사성 성분이고 청자이면서 행위자인 경우

(b) ‘ ’ 뒤에 술어성분이 자주성을 지닌 경우

(c) 발화자가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

예문 (79)이가 이에 속한다.

(79) 如果 来我伤害了你，你会理解我原 我吗？
만약 나중에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건가요, 용

서할 건가요? 

위의 (ㄱ), (ㄴ), (ㄷ) 세 가지 상황에서 만일 보장의미를 지닌 화용적 환경에 출

현하면, ‘ ’는 의도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80a) 你放心，我保证钱会在周一付给你。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월요일에 당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을 드릴게요.

(80b) 放心啦，我是自律的撰稿人，我的文，保证不会留坑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통제력이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내 글은 절대 중

간에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81a) 她心中暗暗发誓，我会忘掉你，我希望永远都不用再见到你。
그녀는 마음속에 맹세하였다. 나 당신을 잊어버릴 거야. 나는 영원히 당

신을 다시 만나는 필요가 없으면 좋아. 

(81b) 曹禺也多次告诉我，他不会辜负巴 的期望，拼命也要写出新作品。
曺禺도 나한테 여러 번 알렸다. 자신은 巴金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새로운 작품을 쓸 것이다.

(82a) “没关系的，慢慢来，我会告诉你我们是 。”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당신에게 우리가 누구인 지를 알려드릴 게

요.”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 200 -

(82b) 我发誓，从今往后，我再不会提这个话题了，你放心吧。
내가 맹세할 게.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위의 예문 (80a, b)는 (ㄱ)류 경우에, (81a, b)는 (ㄴ)류 경우에, (82a, b)는 (ㄷ)류 

경우에 속한다. 이 예문들에 있는 ‘ ’는 의도의미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어떤 미

래 사건이 발생할 것 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려면 발화자(겸 행위자)가 이 

사건을 실행할 의도가 있거나 또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의미를 지

닌 화용적 환경에서는 ‘ ’의 예측의미가 배제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용법은 미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편이며, 본고에서 고찰한 코퍼스에는 

약 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이러한 새로운 용법은 초보적 단계

에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하는 要미래와 미래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양자는 모두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는 의지의미를 가

지고 있어서 주관성이 강한 편이다. 이와 달리, 후자는 주관성이 강화되지 않는다.

둘째, 미래가 의도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용법은 분포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일

부 통사 및 의미 환경에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要미래와 

미래가 분포상의 상보성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환경에서 ‘要’

는 주관적인 의지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계획을 나타낼 수 없지만 ‘ ’는 이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위에 제시한 예문을 보면, 要미래가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할 때는 긍정형식

만 있는 반면에 미래는 부정형식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80b, 81b, 

82b)가 이에 속한다.

4.5 소결

본장에서는 要미래와 미래가 시간성 용법,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

래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비교하였다. 다음의 <표 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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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要미래와 会미래의 각종 미래 유형에서의 용법 비교

要미래 미래

시간성 단순한 시간성을 나타낸다. 추측의미가 남아있다.

예측류

미래

시간성을 강조한다. 가능성을 강조한다.

기원 및 기타 의미의 영향으로 

인해 통사적, 의미적 제한을 많

이 받는다.

기원의 영향으로 통사적, 의미적 

제한을 많이 받지 않는다.

확정류

미래

시간성을 강조하는 의미 특징

을 이용하여 언급하는 스케줄

이 참조시간 이후에 바로 발생

할 것임을 강조한다.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미 특징을 

이용하여 예측의 형식으로 이미 

확정된 스케줄을 진술한다. 이를 

통해 발화자와 미래 사건과의 무

관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화용 목

적을 실현한다.

의도류

미래

강한 의지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지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복합要미래의 출현빈도는 높은 

반면 단순要미래의 출현 빈도는 

높지 않다. 

출현 빈도가 낮으며, 특정한 통사

적, 의미적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要미래와 미래는 모두 시간성을 나타내는 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양자가 모두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둘

을 비교해보면 要미래가 미래에 비해 좀 더 단순한 시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

체적인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이러한 양상은 각각의 문법화 정도가 반

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要미래는 의도의미를 가지고 있는 要의지에서 발전

했기 때문에 의도류 미래에서 복합要미래의 사용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단순要미래는 예측류 미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要’가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새로운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찰한 바에 따르면, 要미래는 시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측류 미래에서 미래가 

가지고 있지 않는 용법까지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과 기타 의

미의 영향으로 인해 예측류 미래에서 要미래의 사용은 여전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

다. 이와 달리, 미래는 가능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예측류 미래에서의 사용이 우세

하고, 통사적, 의미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래가 미래문법형태로 한층 더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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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미래가 특정 환경에서 의도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용법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예측류 미래, 의도류 미래와 비교하면, 확정류 

미래에서의 要미래와 미래 사용은 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확정류 

미래의 표현은 원래 要미래와 미래의 등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정류 

미래에서 要미래의 기능은 의미적 측면에서, 미래의 기능은 화용적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으므로 전자의 출현 빈도가 후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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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고는 통시적, 공시적 고찰을 통해 미래시제 용법을 가진 조동사 ‘要’와 ‘ ’의 

변천과정,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ㄱ) 통시적 변천과정

언어유형론의 기존 가설과 달리, 要미래와 미래의 기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유형론적 측면에서 보면, 의지의미와 미래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언

어에서 미래문법형태는 의지의미로부터 발전하였다. 현대중국어 要미래의 주요한 

기원 역시 要의지에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특정적인 要의무’ 역시 要미래의 기

원 중의 하나라는 점을 밝혔다. 미래의 직접적인 기원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

내는 조동사 가능인데, 가능은 두 가지의 기원이 있다. 하나는 ‘회합하다’를 나타

내는 동사 ‘ ’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 ’이다. 동사 ‘ ’

에서 발전한 가능은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능은 ‘ ’

가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Bybee 등

(1994)에서 제기한 가설, 즉, ‘ ’의 미래 용법이 능력의미에서 발전되었다는 관점

은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要미래와 미래의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당오대 시기의 문헌자

료에서 要의지가 의도의미를 나타내는 용례가 출현하였다. 송대에 이르 의도의미를 

나타내는 일부 要의도가 화자의 직접 발화에 출현하여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성분과 

공기하면서 제3자 혹은 청자에 대한 예측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예측류 용법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같은 시기에 ‘要’가 비자주적 술어성분과 공기하는 용례가 출

현하였는데, 이러한 ‘要’를 진정한 要미래로 볼 수 있다. 명청 시기에는 무생물 주어

의 要미래의 용례가 출현하였다. 한편, 송대에는 일부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要의무가 

시간지향으로 인해 어떤 경우 의도, 예측 혹은 확정된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었는

데, 이러한 要의무의 출현도 要미래의 생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미래의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직접적인 기원인 가능은 ‘가능성’이라

는 본래 의미가 ‘미래’라는 의미와 긴 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예측류 미래를 나타

내는 중요한 형식이었다. 민국 시기에 이르면,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일부 가능이 

‘화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미래의 사건을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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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적 환경에 사용되면서, 가능의미는 약화되고 ‘사건이 참조시간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라는 시간성 의미가 강화되었다. 또한, 가능은 주어가 1인칭인 문장에서 

의도의 함축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보장⋅위협’의미의 화용적 환경에서는 더욱 의

도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두 가지 변화는 ‘ ’가 미래문법형태로 

한 층 더 발전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要미래와 미래의 생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자의 문법화 정도가 후자에 비

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要미래와 미래가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 ‘ ’

과 공기하는 양상 역시 이 둘의 문법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要미래는 명대부터 

‘ ’과 인접해 사용되는 용례가 출현하기 시작했고, 청대 말기와 민국 시기에는 이

러한 현상이 매우 보편적이었다. 반면, 미래는 민국 시기에 들어와서야 ‘ ’과 공

기하는 용례가 처음 출현하였다.

(ㄴ) 공시적 분포 양상 

要미래와 미래는 장르의 분포, 통사적 분포,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장르에 따른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要미래와 미래는 모두 서술적인 텍스트에서 

사용된다. 이는 要미래와 미래가 모두 미래 시간에 관한 서술 또는 단언과 관련되

며, 서술적인 텍스트는 미래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통사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장 유형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要미래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要미래가 서술문에 사용되는 경우, ‘不要’의 부정형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要不要’로 구성되는 정반의문문 형식도 사용할 수 없다. 반면에, 미래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둘째, 문장성분에 따른 분포 양상에 있어서 양자는 모두 주절의 술어와 서술적 

용언 혹은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에서 주로 사용된다. 주절의 술어는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고, 서술성 용언과 단언적 용언은 미래를 서술 또는 단언할 수 있

기 때문이다. 要미래는 관형어로 사용되는 비율도 비교적 높지만 미래는 극히 드물다. 

셋째,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인 ‘ ’과 결합하는 양상에 있어서 ‘ 要’는 현대중

국어에서 하나의 어휘로 고정되었다. ‘ ’과 ‘要’가 공기하면서 ‘要’의 의지의미와 

의무의미가 배제되었고, ‘要’는 ‘ ’의 영향으로 인해 통사적으로 관형어, 보어 위

치에 자주 출현하게 되었다. 현대중국어에서 ‘ ’과 ‘ ’의 결합은 자주 출현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 要’처럼 긴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해 사용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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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의미ㆍ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要미래와 미래는 모두 예측류 미래, 확정

류 미래, 의도류 미래에 쓰일 수 있으며, 양자 모두 시간성을 나타내는 용법을 지

닌다. 

둘째, 要미래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용법은 예측류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

에 있어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要미래

는 기원인 要의지에서 크게 벗어나 새롭게 획득한 예측 용법이 주요 용법이 되었다. 

반면, 会미래는 기원인 가능의 제약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주로 예

측 용법으로 사용된다. 要미래와 미래가 예측류 미래에서 나타내는 의미 중점에도 

차이가 있다. 전자는 시간성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要

미래는 그 기원과 기타 의미의 영향으로 통사적, 의미적 제약을 받는 반면, 미래는 

要미래만큼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측류 미래를 나타내는 데

에 있어서 미래가 더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要미래와 미래는 모두 의도류 미래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는 차이가 있다. 要미래가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要미래의 예측류 미래에서의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미래가 의도류 미래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특정한 통사적, 의미적 

환경에서만 이 용법으로 쓰이기 때문인데, 이는 미래가 가능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직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의도류 미래에서 要미래와 미래의 사용 양상은 

상보적이다. 주어가 유생물인 경우, ‘要’를 사용하면 강한 의지의미를 나타내고, 

‘ ’를 사용하면 이러한 의미를 회피할 수 있다.

넷째, 확정류 미래에서 要미래와 미래는 모두 유표적인 표현에 해당하는데, 의

미⋅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要미래는 시간부사 ‘就’와 ‘正’, 문미 어기조사 

‘了’와 공기하여 확정된 계획이 바로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미래의 사용은 발화자와 미래 사건간의 관련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화용적 

목적을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要미래와 미래 모두 시간성을 나타내는 용법을 지니고 있지만 전자

는 단순한 시간성을 표현하는 반면, 후자는 여전히 추측의미가 남아있다. 전자는 

명확한 통사적 특징을 보이지만198) 후자는 화용 환경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198) 시간성을 나타내는 ‘要’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을 지닌다. (1)주어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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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要미래와 미래의 공시적 분포는 다음 두 가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要미래의 문법화 정도가 비교적 높고 미래의 문법화 정도가 낮다는 

사실을 거듭 증명한다. 둘째, 要미래와 미래의 미래시제 용법은 어느 정도 분업하는 

양상을 보인다.

要미래와 미래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논의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ㄱ) 要미래의 주요 기원과 변천과정은 Bybee 등(1994)에서 제기한 가설과 기본적

으로 일치한다. 즉, 의지의미에서 미래의미가 발전된 것이며 일부 연구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총칭적인 용법에서 발전된 것은 아니다. 이밖에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특정적인 要의무’도 要미래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통시적 변천의 발생 시간과 공시

적 분포 양상은 要미래의 문법화 정도가 높은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要미래

는 ‘주변문법형태유형’에 속하는 준미래(futuroids)문법형태로 귀속시킬 수 있다.

미래의 주요 기원과 변천과정은 Bybee 등(1994)에서 제기한 가설과 다르다. 미래

가 미래문법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동사 ‘ ’에서 나온 가능이 매우 

높은 정도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 ’에서 나온 

가능은 이후 합류되었다. 따라서 엄 하게 말해서 미래는 능력에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통시적 변천의 발생 시간과 공시적 분포 양상은 미래의 문법화 정도

가 아직 낮은 단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래는 준미래(futuroids)문법형태

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ㄴ) 要미래와 미래는 각각 시간성과 가능성을 강조한다. 하나의 미래 사건은 참

조시간과의 시간의 거리적 측면에서 서술할 수도 있고, 사건의 발생 가능성 측면

에서 서술할 수도 있다. 따라서 要미래와 미래의 사용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미래 사건의 임박성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 要미래와 미래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

러나 이와 동시에, 양자의 의미 중점이 다르고 각자의 기원과 기타 의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要미래와 미래가 기능을 분업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본고는 통시적, 공시적 고찰을 통해 ‘要’와 ‘ ’ 미래시제 용법의 차이점, ‘要’와 

‘ ’ 미래시제 용법의 문법적인 지위를 설명하였으며, 기존의 유형학 연구 성과와 

생물이거나 술어부분이 비자주적이다. (2)일반적으로 관형어 자리처럼 예측에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출현한다. 술어 혹은 서술성 용언/단언적 용언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 

임박성을 나타내는 성분(부사 ‘快’, 문미 어기조사 ‘了’)이 공기하면 ‘要’도 강한 시간성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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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연구 성과에서 나아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유형

학 연구와 비교하면, 중국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기반으로 要미래와 미래의 기원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고, ‘要’가 의도용법에서 예측용법으로 

발전하게 되는 언어환경을 규명하였다. ‘ ’가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경로에 대

해서도 기존의 연구와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중국어 연구와 비

교하면, 본고는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과 미래범주의 세부 분류를 채택해 ‘要’의 

미래시제 용법과 가능성용법 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要’와의 

비교를 통해 ‘ ’가 예측류 미래를 표현하는 주력임을 증명함으로써, 예측의미를 

나타내는 ‘ ’가 여전히 가능의미의 의미제약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미래문법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 ’에 시간성과 의도의미를 나타

내는 용법이 이미 발생하였고 계속 문법화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 

要미래와 미래의 시간성 용법, 확정류 미래 용법에 관한 비교는 기존 연구에서 논

의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본 연구는 중국어의 미래범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언어유형론 연구와 연

계하여 기존 가설을 검증하고 보충하는 작업을 통해 중국어 연구의 시각을 보다 

확장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가 추후 중국어 ‘미래시간표현’

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중국어 문법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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汉语中“要”和“会”的将来时用法研究

首 大学 中文系

廉竹钧

“ 来时间表达形式(future time expression)”在世界语 中的分 非常广泛，而

且跟“过去”、“现在”这样单纯的时间概念不同，“ 来”往往带有非时间性，因而其本

质更为复杂。到目前为止，汉语中关于“ 来时间表达形式”的研究还很 ，因为“

来”通常被归入“时”范畴，而一般认为汉语是无时语 。但根据语 类型学研究，很

多语 中具有一定程度专用性的“ 来时间表达形式”是迂回性的，也不具有强制性，

因此从类型学角度出发的研究主张采用广义的时概念，即 其视为一个功能性、语义

性概念。本文的研究即立足于这一观点，采用广义的时概念（在术语使用上，为了避

免跟狭义的时概念混淆，本文 指称 来时间的语 要素称为“ 来语法语素(future 

gram)”，而非“ 来时标记(future tense marker)”）。

现代汉语中，助动词“要”和“会”都常用于指称 来时间，且在使用上存在交叉现

象，因此，本文选择此二 （以下分别简称为“要 来”和“会 来”）作为研究对象。本

文的研究目的在于阐明“要”和“会” 来时用法的共同点和不同点，为此我们 把历时

察和共时 察结合起来， 汉语研究和语 类型学结合起来。本文各章主要内容如

下：

第一章阐明了本文的研究缘起和研究目的，整理了语 类型学和汉语中关于“

来”范畴的已有研究成果、汉语中关于助动词“要”和“会”的已有共时研究成果，并确

定了本文的研究对象和研究方法。

第二章第一节 察了汉代到民国时期助动词“要”的历时演变过程。通过 察，本

文认为要 来的来源有两个：一是要意愿，二是特指性要义务。这两个来源的具体演变过

程分别是：（1）[表“要求、邀请”义的动词“要”>要意愿>要 来]，（2）[表“反正、终

究”义的副词“要”>要义务>要 来]。其中第一条演变路径出现得更早，用例也更多，因

此是更为重要的路径。已有研究已经指出唐五代时期一部分要意愿 始带有意图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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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宋代出现真正的 来用法。本文通过历史资料的 察，首次指出了从意图义发展到

预测义的语 环境，即表意图义的助动词“要”出现在话 的直接引语中，“要+VP”的

主语为听话人或第三 ，同时句中常有表推测义的成分共现。

第二章第二节 察了现代汉语中要 来的分 面貌。从语义功能上来看，要 来可

以用于预测类、安排类和意图类 来中，其中用于预测类 来的用例 多，表明相当

多的“要”已经摆脱其主要来源要意愿的语义限制；要 来还进一步发展出了单纯表达时

间上的后时性的用法（以下 “时间上的后时性”简称为“时间性”）。从句法分 上来

看，要 来主要出现在主句的谓语部分和叙实谓词、断 谓词的宾语部分，这是因为

主句的谓语部分可以对 来作出预测，叙实谓词、断 谓词的宾语部分可以对 来事

件作出陈述或断 ；要 来在定语中的出现频率也比较高，跟典型 来语法语素“ ”

的结合使用也非常高频；此外，约68%的要 来满足以下三类句法特征中的至 一

个：（1）出现在无主句中，（2）主语是无生命 ，（3）主语是有生命 ，但“要”

后的V/VP不具有自主性。以上语义和句法上的分 情况表明：要 来是现代汉语中指

称 来时间的一个重要形式，其语法化程度已经比较高。

第三章第一节 察了汉代到民国时期助动词“会”的历时演变过程。有的研究认为

“会”的演变过程为[能力>根可能性>意图> 来]，但这一演变路径在世界语 中极为

见。本文通过历时 察，认为：表“会合”义的动词“会”在汉代六朝时期发展出表达

‘一定，必’这样接近必然性的可能性的会可能1，会可能1在句法上非典型助动词。到了宋

代，表“能力”义的助动词“会”发展出会可能2。会可能2表达的可能性的程度没有会可能1那

么高，在句法上则属于典型助动词。会可能2与会可能1因为相似的语义和句法位置合而

为一，成为表达较高程度可能性的典型助动词会可能。会可能中指向 来时间的特指性

用法表达的实际上是预测义，这种用法是会可能的无标记用法，因此表达预测义的

“会”可被视为 来语法语素。从民国 始，在特定语用环境中（话 基于自身已有的

知识可以断定某种 来事 一定会发生），会可能的语义重点从可能义转换到时间性

上。此外，“会”还在主语为第1人称的句中产生了意图义的蕴含义。这两种新出现的

用法显示出“会”摆脱可能义的语义限制，向更多 来用法发展的趋向。

第三章第二节 察了现代汉语中会 来的分 面貌。从语义功能上来看，会 来可

以用于预测类、意图类和安排类 来，也可以用于表达时间性。其中预测类用法占据

了大部分（近85%），表明很大程度上会 来尚未摆脱其来源会可能的语义限制。会 来

出现了表达时间性和意图义的用法，但这两种用法所占的比重都还很 ，所受的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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还很多。句法分 上，因为会 来主要用于对 来作出预测，因此主要出现在主句的

谓语部分，以及叙实谓词和断 谓词的宾语部分中。会 来出现在其他句子成分中的

用例所占比重不到2%。会 来跟典型 来语法语素“ ”共现的用例已经比较常见，但

两 的结合对会 来的影响还不太明显。以上语义和句法上的分 情况表明：会 来

始展示出从会可能脱离出来的倾向，但这种脱离尚处于比较初级的阶段，因此其语法

化程度低于要 来。

第四章比较了现代汉语中要 来和会 来在时间性用法、预测类 来、安排类

来、意图类 来中的使用情况。要 来和会 来都能够表达时间性，但前 能够表达单

纯的时间性，而后 则还带有“推测”的意味，这跟两 获得时间性用法的过程有关。

现代汉语中，两 表达时间性的用法所占的比重都还比较 ，但反映了两 向 来语

法语素进一步发展的趋势。要 来和会 来 主要的 来用法都是预测类用法，但两

存在以下这些不同之处：（1）要 来凸显时间性，会 来凸显可能性。这种语义上的差

别使得要 来可以用来表达即时 来和夸张性预测，而会 来则不可。（2）由于受到其

它语义的影响，要 来不具有否定形式和正反疑问句形式，不能使用于对有生命第三

的自主性行为的预测中，一般也不用于对积极性事件的预测，除非有能够排除意愿

义和义务义解读的共现成分。会 来则没有这些限制。（3）受到其来源的影响，要 来

不能跟非动作性动词和形容词共现，会 来则可以。总的来说，会 来是表达预测类

来的主力，要 来则仍受到较多的限制。汉语中的安排类 来本不 要 来或 会 来的

出现，因此它们的使用主要不在于表达 来，而是另有其它功能。要 来的主要功能

是通过跟时间副词“就、正”或句尾助词“了”的结合使用，来表达某个已确定的安排在

参照时间之后很快就要发生。会 来的主要功能则是话 要强 来事件的实现与自

己无关，而只是一个已定安排，话 强 这种无关性往往是为了实现某种语用功能，

比如为了表达客观性、回避某种责任或 给自己留出回旋余地等等。只有当句中缺

事件时间定位到 来的成分时，要 来和会 来才会在承担上述主要功能的同时承担

起表达 来这一功能。此外，在此类 来中，要 来的使用也仅限于肯定形式，而会 来

则肯定、否定形式都可使用。总的来说，在安排类 来中，要 来的主要功能属于语

义性功能，会 来的主要功能则属于语用性功能。在意图类 来中，因为要 来本身就

是从要意愿的意图类用法发展而来的，因此现代汉语中仍存在很多带有意图意味的要意愿

用例。会 来产生意图义主要是在主语为第一人称的句子中，特别是当句子带有保证

意味时。这种用法受到严格的句法和语义限制，因此使用还很有限，但能够跟要 来

形成某种程度上的互补分 ：使用“要”的意图类 来带有强烈的意愿意味，而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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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的则没有；“要”不能用于否定形式，而“会”则可以。

根据以上第二章到第四章的 察和分析，我们可以得出以下结论：

（1）本文对“要”的 察验证了Bybee等（1994）提出的[意愿>意图>预测]的演

变路径假说，其中[意图>预测]的演变是在这样的语 环境中发生的：出现在话 针

对听话人或第三 的直接引语中，句中常有表表推测义的成分共现。同时，本文也指

出特指性要义务也是要 来的来源之一。本文对“会”的 察显示Bybee等（1994）提出

的[能力>根可能性>意图> 来]的演变路径假说中，从能力义发展出 来用法的观点

仍值得商榷。另外，[根可能性> 来]的演变有的情况经过“意图”这个阶段，有的则

没有。

（2）本文对要 来和会 来的历时和共时 察显示，虽然因为汉语属于分析性语

，很难产生典型的 来语法语素，但鉴于要 来在预测类、安排类、意图类 来中

的使用，并具有表达单纯时间性的功能，因此可以 其纳入‘类 来(futuroids)语法语

素’中。会 来的语法化程度要低于要 来，但鉴于其在预测类 来中占据优势地位，并

分别在特定的语用环境和句法、语义环境中出现了表时间性和表意图义的用法，因此

可以认为其正处于向‘类 来语法语素’发展的过程当中。

（3）现代汉语中，要 来和会 来都可以表达时间性，也都可以使用在预测类、

安排类和意图类 来中，但因为受到各自语义重点、语义来源、其它语义的影响，两

在 来用法中的分 呈现出一定的互补局面。

关键词：助动词“要”，助动词“会”，广义的时概念， 来语法语素，历时 察，共时

察，语 类型学

学  号：2010-3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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