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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중국어의 ‘会’는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조동사이다. 학계는 일반적으로 

‘会’가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가능성의 의미에 있어서 중국

어에서는 많은 표현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会’의 의미 및 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왔다. ‘会’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학자들

은 모두 ‘会’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인정하지만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서

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会’가 매우 높은 가능성, 중간 정도의 가능성, 

혹은 낮은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모두 찾을 수 있다. 따라서 ‘会’의 용법

에 대한 파악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会’가 여전히 출현해야 한다. 

또는 어떤 상황이 무조건 발생할 때, ‘会’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장이 비문이 된

다. ‘가능성’이라는 의미만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더 넓은 시각에서 ‘会’의 사용 및 성질

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현대중국어의 ‘会’는 다섯 가지 용법이 있다. 기존의 사전에 수록된 유생물이 

학습을 통해 획득한 능력 및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의 의미는 이미 많이 연구되

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후자로 귀납되는 용법을 더 세분화할 필

요가 있다. 가능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용법은 사실상 ‘会’가 부정형식이거나 

의문문에서 출현하는 상황에 제한되어 있다. 이를 양태의 각도에서 보면 인식

양태에 속한다. 본고는 나머지 가능성으로 분석되어 왔던 ‘会’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유형론적인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이러한 ‘会’는 습관상, 서

상법, 미래시제를 지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장이 묘사하는 사태가 습관상의 상적인 특징을 지닐 때, ‘会’는 주요 술어

동사 앞에서 자주 출현한다. 이때 사용되는 ‘会’를 가능성으로 설명하면 문장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어긋난다. 한편으로는 일정한 기간 안에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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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발생이 복수의 횟수로 관찰되면, 해당 기간에 어떤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

로 판단되며, 많은 언어들은 습관상을 나타내는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표현한

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습관상을 표시하는 형태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지만, 문

장의 부사어와 주어는 문장이 묘사하는 사태가 복수라는 해석을 부여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단순히 사태를 복수화시키는 역할만 하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会’를 통해서 표현한다. 일부의 언어

에서는 특정한 기능범주를 나타낼 때 두 가지의 성분을 동시에 사용하여 표현

하는 방식도 관찰되며, 학자들은 이를 협동체계라고 한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会’가 습관상을 나타낼 때도 협동체계의 한 성분으로 본다. 즉, 기타 성분은 사

태가 복수인 것을 나타내고, ‘会’는 그러한 사태의 발생이 일정한 기간의 경향

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会’의 이러한 성질에 의해 문장에서의 출현 여부를 결

정한다.

문장이 어떤 사태가 과거나 현재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묘사할 때, 

‘会’도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태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사

실이기 때문에 ‘会’는 분명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는 유독 중국어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형태적인 

수단을 통해 서법을 표현하는 언어들도 서상법으로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사태를 묘사할 수 있다. 이때 문장은 대부분 절목적어를 사용하는 형

식이고, 주절의 술어동사는 주어의 심리상태나 감정평가를 나타낸다. 목적어절

의 술어동사가 서실법 형태이면, 문장이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라고 해석

된다. 반면 서상법 형태이면, 주절이 묘사하는 심리상태나 감정평가가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会’는 

목적어절의 술어동사 앞에 위치하고 생략될 수도 있으며 주절의 술어동사도 감

정평가의 의미를 나타낸다. ‘会’를 사용하는 문장과 사용하지 않은 문장의 차이

도 서법 범주를 형태적인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언어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

한 문장에서 출현하는 ‘会’는 서상법의 표지로 간주할 수 있다.

‘会’가 습관상이나 서상법의 표지로 사용될 때는 문장에서 항상 특정한 성분

과 공기한다. 만약 그러한 공기성분이 없으면 문장이 묘사하는 사태는 모두 미

래에 발생한다. 미래는 원래 과거, 현재와 달리 화자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정

보가 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양태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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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고는 양태와 시제는 별개의 범주라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양태 범주는 문

장이 묘사하는 사태의 시간적인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문법소가 양태 

범주에 속하면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와 모두 조합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의 ‘会’는 일부 제한적인 용법 외에 항상 미래에 발생할 사태만 묘사

할 수 있다. 미래의 어떤 시간을 지시하는 시간부사도 사태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구체적인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시제를 나타

내는 문법수단으로 보기가 힘들다. 이에 비해, 본고의 고찰을 통해 ‘会’는 구체

적인 어휘 의미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会’가 출현하는 문장이 묘사하

는 사태가 미래에 반드시 발생해도 ‘会’가 출현하지 않는 문장보다 확신성이 약

하다. 이는 ‘会’가 출현하지 않으면 문장의 시제는 현재이고 출현하면 미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어떤 사태의 발생이 현재에 이미 확인될 때만 ‘会’

가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발화시간과 사건시간이 겹치며, 전형적인 현재시제가 

된다. 반면 사건의 발생이 발화 이후의 어떤 시간에 확인되면 미래시제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会’의 역할은 바로 사태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습관상, 서상법, 미래시제의 표지인 ‘会’는 각각 상, 서법, 시제의 범주에 속

하는데, 세 가지 범주를 ‘会’ 하나를 통해 모두 표현하는 것은 ‘会’의 각 기능을 

실현할 때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바로 습관

상, 서상법 및 미래시제가 원래 비현실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문장에서 ‘会’는 이 중의 두 가지 심지어 세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실현하

는 것도 발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는 공시적인 측면에서 ‘会’의 다섯 가

지 용법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추론하여 ‘会’의 기능 체계를 재구성하였다.

논의를 통해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会’가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 외에 상, 서

법 및 시제 범주의 표지로서도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会’, 인식양태, 비현실, 습관상, 서상법, 복수성, 미래시제, 상대미래, 

절대미래, 가능성

학  번: 2007-3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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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会’는 주로 학습을 통해 구비되는 능력이나 사건의 발

생 가능성을 나타내어 의미가 비교적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다.1) 현재까지의 연

구는 주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기초로 두고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 능력이나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하기 힘든 문장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

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以前她每年生日都会收到刘步阳的礼物。
이전에 그녀는 매년 생일 때 류부양의 선물을 받았다.

(2) 周敏的家住在上海，小的时候经常会去海边玩。
저우민의 집은 상하이에 있는데 어렸을 때 자주 바닷가에 놀러 갔었다.

(3) 她现在在中央民族大学学习，每天都会发短信问候我。
그녀는 지금 중앙민족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매일 나에게 안부 메시

지를 보낸다.

(4) 我一般周末能抽出时间来，因为小宇每个周末都会去我妈那儿玩。
나는 보통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샤오위가 매주 주말에 

우리 엄마의 집에 놀러 가기 때문이다.

예문(1)과 (2)는 각각 과거에 그녀가 선물을 받았던 사실과 저우민이 어릴 적

에 바닷가에 놀러 갔던 상황을 서술한다. 이러한 이미 발생한 사건을 반영하는 

문장에 사용되는 ‘会’는 능력이나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예문(3)의 앞 문

장에서 ‘现在’라는 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뒤 문장은 그녀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을 서술하는데, ‘会’를 여전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

로 해석할 수 없다. 예문(4)는 예문(1)-(3)과 같이 이미 사실이 된 상황을 묘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앞으로 어떤 사건의 발생할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1) 吕叔湘(1999: 278), 刘月华(2001: 184), ≪现代汉语词典(第五版)≫(2005: 6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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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왜냐하면 화자가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여자 친구가 화자

의 엄마의 집에 주말마다 찾아가기 때문이다. 문맥에 따라 뒤 문장은 여전히 

사실에 관한 서술이다. 

앞의 예문들은 모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하므로 ‘会’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가능성의 추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이 아니지만 과거에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会’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역할

을 하지 않아도 출현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5) 为什么感情这么好的夫妻会离婚呢？
금슬이 이렇게 좋은 부부가 왜 이혼했을까?

(6) 萍乡矿区发生了什么事，它的冲击波竟然会振荡千里之外的矿山？
핑샹광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충격파가 천리 밖에 있는 광산까

지 진동했을까?

(7) 我很欣慰你们在困难的时候会找我，证明你们信任我认可我。
너희들이 힘들 때 나를 찾으러 오니까 정말 뿌듯해. 그건 너희들이 나

를 믿고 인정해 준 것을 증명한 거야.

예문(5)에서는 부부가 이미 이혼했는데 화자가 ‘为什么’를 통해 이러한 사건

이 출현했던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따라서 ‘会’는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낸

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문(6)도 이미 발생한 객관적인 사건의 원인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두 문장은 어떤 가능성

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아니므로 ‘会’가 왜 출현했는지 또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문(7)은 이유와는 관련이 없

는데 화자가 이미 실현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며, 일반적

으로 능력이나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会’는 이러한 문장의 의미와 아무런 관련

이 없다. 이러한 ‘会’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해당 현

상에 대한 분석을 아직 찾을 수 없다.

객관적인 기정사실을 묘사하는 문장에서 ‘会’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 서술할 때

의 ‘会’를 모두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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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가능성의 의미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먼저 다음 예

문을 살펴보자.

(8) 明年9月儿子会上小学。
내년 9월에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9) 明日会在两位选手中产生一位冠军。
내일은 두 선수에서 우승자가 나올 것이다.

(10) 苹果会于1月13号早上8点在AppleStore零售店和在线商店开售。
애플은 1월 13일 오전 8시에 애플스토어 전문점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예문(8)에서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자의 추측이나 판단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이가 되면 입학하는 

시기에 학교에 반드시 다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会’를 생략해도 

문장의 전체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他去’와 ‘他会去’의 대조에서 

후자가 그 사람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다. 예문(9)와 

(10)은 뉴스에 나온 보도이고 문장을 통해 기자가 나중에 발생할 상황을 서술하

는데, 그러한 상황은 모두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틀림없이 일정대로 발생할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会’도 가능성과 관련이 없고 화자의 관점이나 판단을 

드러내지 않는다. 미래의 상황을 묘사할 때 무엇을 근거로 ‘会’의 의미를 해석

해야 하는가? 즉, 어떤 상황에서 가능성을 나타내고 어떤 상황에서 가능성과 

무관한지에 대해 보다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会’의 출현을 해석하기 힘든 현상은 많이 존재한

다. 그러나 ‘会’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면 분명히 적지 않은 전문저술이나 논문

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 따라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会’

는 ‘能’, ‘可以’, ‘要’와 겹치는 부분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대조의 각도에서 

검토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그러면 왜 해석할 수 없는 문장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가? 사실상 기존 연구의 연구동기를 살펴보면 모

두 ‘会’의 의미를 능력과 가능성으로 확정하여 그러한 범위 안에서만 ‘会’를 고

찰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낼 때 ‘会’가 어떠한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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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에 대해서만 토론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현상은 대부분 학자들

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전면적으로 고찰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가능성의 의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는 반면 세부적으로 모두의 인

정을 받은 공통된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会’가 가능성을 

나타날 때의 주관성 및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

고 있거나 때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会’의 주

관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이는 주관적인 추측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성분이라

고 보는데, 민성아(2007)는 다음의 ‘能’과 ‘会’의 비교를 통해 그것들의 주관성 

차이를 설명하였다.

(11) a. 只要能帮你讨回欠账，就等于俺们各人拣了一条活命，岂有不干之理？
b.*只要会帮你讨回欠账，就等于俺们各人拣了一条活命，岂有不干之理？2)

너를 도와 빚을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 둘 다 목숨을 건지는 셈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

(12) a.*树上的果子熟了，自然能掉下来。
b. 树上的果子熟了，自然会掉下来。

나무 위의 열매가 익으면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민성아(2007)에 따르면 예문(11a)와 같이 ‘能’은 화자가 가능성에 대한 확신

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강하다. 이에 비해 예문(12b)가 보여주듯이 

‘会’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주관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익

은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원래 당연한 일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鲁晓琨(2004b)과 范晓蕾(2016) 등 대부분의 학자들

은 ‘会’는 객관적보다 주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또한 ‘会’의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

다. 예를 들어, 주취란(2006)은 ‘会’가 필연성에 대한 추측이라고 하였다. 반면 

彭利贞(2007: 144)은 ‘会’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정도는 필연과 같이 그렇게 높

지 않고 중간 정도의 가능보다 높으며 개연과 더 가깝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2) ‘*’는 문장이 비문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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闵星雅(2007: 86)는 ‘能’과 ‘会’를 비교할 때 가능성의 정도를 1-10으로 표시하

면 ‘能’의 가능성 정도는 9.5이자 높은 편에 속하며, ‘会’는 4 밖에 안 되는 상

당히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郭昭军(2003)은 ‘会’는 앞의 

부사의 수식으로 인해 가능성의 정도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

능성을 나타낼 때의 ‘会’에 대한 파악은 지금까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많이 남겨주었다. 김홍매(2011), 박건희(2014), 김원희⋅팽정(2015) 등의 통계분

석의 결과에 따르면 ‘会’는 다른 조동사들과 가장 쉽게 혼동될 수 있고 실제 사

용상의 오류비율도 가장 높다. 다음 오류들을 살펴보고 현재 연구의 미흡한 부

분을 다시 보자.

(13) a.*外面满天黑云，一定∅下雨3)。
b. 外面满天黑云，一定会下雨。

밖에 먹구름이 가득 끼니,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다.

(14) a.*老人喜欢的歌曲，以前一定会流行过。
b. 老人喜欢的歌曲，以前一定∅流行过。

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예전에는 틀림없이 유행했을 것이다.

(15) a.*我们普通人会往往追求吃绿色食品。
b. 我们普通人往往会追求吃绿色食品。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은 항상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을 추구한다.

오류(13a)에서 학습자는 ‘一定’이 이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会’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会’가 출현해야 자연스

러운 중국어 표현이 된다. 이러한 문장만을 보면 ‘一定’은 단독적으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또한 오류(14a)와 같은 

문제를 범하게 된다. 오류(14a)에서 ‘一定’ 뒤에 ‘会’는 출현할 수 없다. 기존의 

연구 및 교재의 설명에 의하면 ‘会’는 분명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추측인

 3) 본고는 ‘会’의 사용 여부가 문장의 의미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会’가 출현

하지 않은 위치에 부호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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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왜 ‘一定’과 조합할 때 때로는 (13b)와 같이 ‘会’가 반드시 출현해야 하고 

또 때로는 (14b)와 같이 ‘会’가 출현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이에 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오류

(15a)와 같은 문장에서 부사와 ‘会’의 출현순서 및 그것에 관한 설명은 모두 지

금까지의 연구에는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会’를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는 이처럼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만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문장에서 

‘会’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会’의 이

러한 사용에 관하여, 문장이 묘사하는 사건의 실현 여부 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퍼스를 통해 실제 출현하는 문장을 대상으

로 삼아 ‘会’의 의미를 추출하여 개괄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해석하기 힘든 사

용을 고찰할 때 다른 언어에서 유사한 현상이 존재하는지, 유형론적 각도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본고는 단순히 현대

중국어 내부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여러 언어로 확장해 고찰해 보면, 기존에 없

는 각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또한 ‘会’가 능력과 가능성만을 나타내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법도 존재하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본고는 앞서 제시

한 문장들을 중점으로 두어 코퍼스에 출현하는 각종 문장들을 폭넓게 묘사하

고, ‘会’가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및 구체적인 사용조건이 어떻게 되는

지를 고찰하여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며, 현대중국어의 ‘会’를 더욱 전면적으로 

상세히 재조명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현대중국어 문법연구의 초기에는 ‘会’가 속한 품사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품사부류4)의 통사적 특징, 성질과 의미에 관한 고찰을 위주로 

 4) ‘会’가 속한 품사부류를 칭할 때 지금까지 조동사(助动词), 능원동사(能愿动词), 양태

동사(情态动词), 양태조동사(情态助动词)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대중국어 문법연

구의 초기에는 서양 일반언어학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조동사(auxiliary verb)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은 중국어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의미

적인 각도에서 이러한 어휘가 주로 능력과 염원 등을 나타내는 것에 의거하여 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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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다. 상위범주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일정한 정도까지 심화된 

후에 구체적으로 ‘会’에 관한 개별 연구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会’

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른 단어들과 비교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그러

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상황별의 

사용에 대한 해석에 그쳤다. 이러한 연구들의 견해에 따라 설명하기 힘들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십여 년간 양태범주 개념을 중국어에 적용하여 진행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로 ‘会’가 나타내는 의미가 어떤 양태에 속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연구는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으므로 시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내고 있다. 일반언어학에 있는 양태의 하위

분류의 구체적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중국어의 실제 사용상황에 따라 설득

력 있게 적용할 수 있으며 양태범주를 도입하는 유익한 점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会’가 속한 부류에 관한 토론은 매우 많이 있지만 본고와 관련이 그다지 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会’의 의미와 사용을 상세히 고찰하는 연구만 소

개하고자 한다. 다음을 구체적으로 보자.

1.2.1 의미항목에 관한 연구 

이 부분은 ‘会’의 구체적인 의미나 용법을 고찰하는 연구를 다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会’와 관련된 연구의 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

에 다음과 같이 몇 방면으로 나누어 소개할 수 있다.

첫째, 통시적인 각도에서 진행하는 연구이다. 문법화의 이론을 중국어 연구에 

도입한 후에 ‘会’의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는 연구가 많이 출현하였다. 이는 李

明(2001), 张艳芳(2006) 吴辉(2007), 김혜경(2012), 염죽균(2016a) 등이 있다.

李明(2001)은 ‘会’의 조동사의 용법은 당오대 시기에야 비로소 출현하였고 그 

동사로 이들을 다시 명명하였다. 최근 이삼십 년간 일부 학자들은 양태(modality)의 

개념을 중국어의 문법연구에 도입하여 양태동사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양태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나 부사의 통사적인 특징을 세분화하여 구별하기 위

해 양태조동사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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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동사인 ‘이해하다’에서 온 능력의 의미만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

에 따르면 인식적인 가능성의 의미는 ‘할 줄 알다’라는 능력의 의미에서 허화되

었다. 이는 ‘会’의 가능성 의미의 유래에 관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견해이다. 그 

후에 张艳芳(2006), 吴辉(2007) 등은 이러한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 논의를 하였

다. 또한 김혜경(2012)은 이를 기초로 두어 문법화의 단계 하나를 추가하였다. 

즉, ‘할 줄 알다’라는 ‘정신적 능력’에서 ‘참여자-내적 능력5)’으로 문법화하고 

난 뒤에 가능성의 의미로 발전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会’가 

나타내는 ‘정신적 능력’과 ‘참여자-내적 능력’은 각각 어떤 용법을 지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문법화 단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 토

론할 여지가 있다. 

傅书灵⋅祝建军(2004)은 앞의 견해와 다르고 많은 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하여 

남북조부터 ‘会’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고 논의

하였으며, 이러한 ‘会’는 나중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송대 이후 ‘-하는 것이 마땅하다’의 의미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논의

하였지만 그러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하는 것이 마땅하다’의 의미

가 일반적인 가능성으로 문법화하는 과정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염죽균(2016a)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会’는 한대육조 시기에 이미 출현하였다

고 주장하며 ‘会’의 가능성 의미는 두 가지의 유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즉, 

본의 ‘회합하다’에서 ‘부합하다’로 발전한 후에 ‘가능성이 있다’의 의미가 생성

되거나 본의 ‘회합하다’에서 ‘만나다’로 문법화한 후에 ‘가능성이 있다’로 발전

하는 경로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하는 조동사

인 ‘会’는 李明(2001) 등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조동사보다 부사로 보았다. 그

러한 ‘会’는 대부분이 ‘반드시’나 ‘필경’으로 해석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대중국어의 ‘会’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한 양상으

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중국어의 ‘会’에 대한 해석도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고대중국어 ‘会’의 의미를 분석할 때 학자들이 모두 현대

중국어의 의미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현대중국어의 ‘会’에 대한 분석이 다

 5) 이러한 양태의 각도에서 보는 용어는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 9 -

르기 때문에 고대중국어에 적용할 때도 서로 다른 분석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의 ‘会’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정해야 다시 뒤돌아 

고대중국어를 더욱 합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둘째, 공시적인 각도에서 ‘会’의 전반적인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성과의 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로 영향력이 크거나 비교

적 전면적인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어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서는 ‘会’를 주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汤廷池(1979), 朱德熙(1982), 刘月华(2001) 

등은 학습을 통해 갖추게 된 능력과 사건의 발생 가능성 이 두 가지 의미를 제

시하였다. 吕叔湘(1999) 등은 능력의 의미를 학습한 능력과 일을 잘 하는 능력

으로 나누었으며, 现代汉语词典(第五版)에 수록된 의미도 이와 같다. 그러나 

그들은 문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서 ‘会’를 의미가 복잡하지 않고 어렵

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会’에 관한 간략한 설명만 제시하였다.

일반언어학에서 양태의 범주를 도입한 후에 ‘会’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많이 

출현하였다. 鲁晓琨(2004a), 彭利贞(2007), 王晓凌(2007a) 등은 이러한 연구의 

대표이다. 

鲁晓琨(2004a)은 ‘会’의 가능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한 가지는 화

자가 객관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필연성을 묘사하는 것이며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규율을 나타낸다. 또 한 가지는 주관적으로 어떤 상황의 출현

이나 존재의 필연성을 추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이나 행위 주체의 결정에 의거한다. 鲁晓琨(2004a)의 연구는 처음으로 가

능성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함으로 ‘会’에 대한 인식이 많이 깊어졌지만 의미를 

나누는 형식적이거나 의미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부 문장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모호하다.

彭利贞(2007: 141)은 ‘会’의 의미를 ‘능력(能力)’, ‘승낙(承诺)’, ‘개연(盖然)’으

로 나누었다. ‘승낙’의 의미는 화자가 어떤 사건의 실현에 대해 승낙하는 것이

고, 스스로 해당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의무양태에 속한다고 하였다. ‘会’의 

가능성 의미의 정도는 ‘가능’과 ‘필연’의 사이에 있는 ‘개연’이라고 간주하였다. 

‘会’가 의무양태의 용법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현대중국어 양태체계에 관한 연구로서 ‘会’에 대한 토론이 매우 간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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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더 상세하게 ‘会’를 검토하기 위해 ‘会’만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한 논

문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王晓凌(2007a)은 ‘会’를 비현실(非现实)의 각도에서 고

찰하였으며 시제의 기준으로 과거, 현재 및 미래 시제에서 ‘会’는 각각 어떠한 

사용 조건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会’의 용법을 시제와 결합하여 분석하는 방

법은 매우 참신하며 본고의 연구도 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소량의 소설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会’의 일부 중요한 용

법을 발견하지 못 했다. 또한 논문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会’의 사용 현상에 

대한 묘사는 많고 원인을 해석하는 부분은 부족하다. 

范晓蕾(2016)는 중국 방언과 몇 가지 기타 언어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언

어들에서 ‘会’의 사용 상황에 근거하여 의미지도를 그렸다. 능력의 의미 이외에 

지금까지 가능성으로 간주되는 의미를 ‘조건필연(条件必然)’, ‘인식필연(认识必

然)’ 및 ‘계획된 미래(计划性将来)’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본고의 연구

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문장들은 이 논문에서 대부분 언급되지 않았으며, 세분화된 세 

가지의 의미로만 그러한 문장들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会’와 기타 조동사의 의미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会’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는 주로 ‘能’, ‘可以’, ‘要’ 등이 있다.

鲁晓琨(2004b)은 ‘会’와 ‘能’의 의미를 비교하기 위해 ‘会’의 의미를 ‘행위자의 

능력’과 ‘필연성’ 두 가지로 나누었다. 후자를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 필연성에 

대한 서술’과 ‘어떤 상황이 존재하거나 출현할 필연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

로 하위분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能’과 구분하기 위해 다시 ‘주관적인 판단’의 

의미를 ‘会’와 공기하는 동사의 의지성에 따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사가 의지성이 없으면 ‘会’는 어떤 조건에 근거하여 어떤 상황이 존재하거나 

출현할 필연성을 판단하는 것이며, 의지성이 있으면 ‘会’는 행위자의 의지를 근

거로 판단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이 연구는 ‘会’의 의미를 과도하게 세분화

한 경향이 있지만 ‘能’과 구분짓기 위해 좋은 시도가 되었다. 다만 이렇게 세밀

하게 의미를 분류해도 양자의 사용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邓小菲(2006)는 ‘能’, ‘会’, ‘可以’를 비교분석하였으며, ‘会’의 의미를 ‘어떤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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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구비함’, ‘결심, 의지, 염원 혹은 승낙’ 및 ‘화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추측할 가능성’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 중의 세 번째 의미가 출현하는 환경을 

자세히 나열하였다. 즉,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会’는 주로 가정복문, 조건

복문, 술어동사가 ‘没想到/担心/明白’ 등인 문장, ‘…的时候’가 출현한 문장 및 

특별한 표지가 없는 문장에서 출현한다. 이러한 의미분석은 세 개의 조동사를 

확실히 구별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지만, 가능성의 의미로 분석되는 문장

의 특징에 대한 묘사는 ‘会’를 깊이 연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闵星雅(2007)는 인지문법의 각도에서 ‘会’와 ‘能’의 용법을 내용영역(内容域), 

인지영역(认知域), 화용영역(言语行为域) 및 감정영역(情感域) 등 네 개의 의미영

역으로 나누었다. 이 네 영역에서 양자의 사용상황을 구체적인 의미, 주어의 인

칭, 사건의 실현 여부, 추리과정 여부 등 아홉 가지의 각도에서 일일이 고찰하

였다. 이러한 세분화된 분석은 ‘会’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때 좋은 참조

가 될 수 있지만, 영역 간의 차이를 구분할 때 뚜렷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존

재한다. 예를 들어, ‘会’는 화용영역에서는 ‘승낙⋅보증’의 의미를 나타내며 감

정영역에서는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논의되었다. 사실상 후자의 화용적인 

의미는 바로 전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孙姝(2013)는 인식양태에 해당하는 용법인 ‘会’와 ‘要’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

아 양자가 출현하는 문장의 형식을 고찰하였다. 이는 ‘([주체]+)[조건]+要/会+[결

과]’, ‘[주체]+要/会+[사건/결과]’, ‘[시간]+[주체]+要/会+[사건]6)’ 및 몇 가지의 

특수한 형식이다. 형식에 따라 문장의 형용사나 동사성 성분, 주어의 한정성, 

부사성 성분 등의 특징을 통해 ‘会’와 ‘要’의 사용제한을 분석하였다. 전형적인 

가능성의 의미에만 집중되어 있는 과거의 연구에 비해 ‘每/一+要/会+[행위]’, 

‘会+[설명된 사건]’과 같은 ‘会’와 ‘要’가 출현하는 특수한 문형에 대한 묘사는 

‘会’의 일부 특수 사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문형의 묘사만 진

행하였을 뿐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총괄적으로 보면, ‘会’를 기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조동사와 구분짓기 위해 

관련된 연구들은 모두 ‘会’의 의미를 세밀하게 하위분류하였다. 이러한 처리는 

‘会’의 특유한 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의미분류는 때로는 ‘会’

 6) 원문에서는 ‘[시간]+[주체]+[사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 형식과 일치

시키기 위해 ‘要/会’를 추가하였다.



- 12 -

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넷째, ‘会’의 한 가지 의미 위주로 진행하는 연구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은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 외에 ‘会’를 습관

범주나 미래문법형태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도 있다.

柯理思(2005)는 중국어 습관 범주의 연구에서 ‘会’의 한 가지 용법은 습관의 

의미를 나타내며 인식 양태의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기준에 의하면 상술한 예문(1) “以前她每年都会收到刘

步阳的礼物”의 구조는 습관의 용법과 더 가깝고, 직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습관

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4) “小宇每个周末都会去我妈那儿玩儿”과 같은 문장은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会’를 습관 범주로 보는 첫 번

째 연구로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반면 고찰이 전면적지 못한 것도 피할 수 

없다.

李敏(2006)은 ‘会’의 인식양태에 해당하는 가능성의 의미와 습관상의 용법을 

언급하였다.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를 묘사

하는 문장에서도 ‘会’가 출현하는 현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과거에 규칙적

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추상적인 개괄을 나타내는 ‘会’의 용법을 습관상(习惯

体)으로 명명하고 인식양태에 속한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会’는 과연 

인식양태에 속하는 가능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토론할 여지가 있다. 

염죽균(2016b)은 ‘会’가 미래문법의 형태인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어떻게 

문법화되었는지만을 토론하였다. 이 연구는 ‘会’가 나타내는 가능성을 객관적인 

가능과 주관적인 가능으로 나눠, 객관적인 가능성의 다음 문법화 단계는 주관

적인 가능성과 미래문법형태라고 추론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기존 연구에서 줄

곧 관심을 받지 못한 ‘会’의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会’가 미래문법형태일 때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 미래에 발

생할 것을 나타내는데, 주관적인 가능성일 때는 사건의 발생할 가능성만 나타

낸다. ‘会’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기 힘들기 때문에 의미적인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재승(2017)은 ‘학습을 통해 획득한 능력’을 나타내는 ‘会’를 연구하였다. 이

는 학습을 통해 습득한 능력을 학습 과정이 연상되는 여부에 따라 ‘개별 능력’

과 ‘보편 능력’으로 나눠 ‘会’ 및 ‘很会’의 의미해석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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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会’의 능력 의미에 관한 분석의 단점을 많이 해소하였다. 

1.2.2 기타 관련된 연구

단순히 ‘会’의 의미만 고찰하는 연구 외에 ‘会’와 관련된 기타 연구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다음과 같이 

두 방면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会’의 가능성 의미에 관한 언어 대조 연구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가능성을 나타낼 때 모두 많은 표현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조도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엄녀(2008)는 한국어 ‘-(으)ㄹ 수 있다’와 중국어 ‘能’의 대조를 중심으로 두 

언어의 양태 표현을 고찰하였다. 이 중에 ‘추측, 가능성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에 ‘会’도 포함시켰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어

에서는 가능성의 판단을 나타내는 ‘会’와 ‘可能’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

며, 다만 ‘会’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会’와 ‘可能’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주림(2014)은 동적, 의무와 인식양태에 해당하는 한국어와 중국어 표현들을 

고찰하였다. ‘会’는 동적양태의 능력과 인식양태의 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 연구는 화자가 정보의 확실성의 정도에 근거하여 50% 미만의 확신인 가능

성, 50% 이상의 확신인 개연성 및 완전한 확신인 확실성으로 구분하였다. 확실

성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은 ‘-ㄹ 것이다’와 ‘-겠-’이고, 중국어 표현은 ‘应该’, 

‘会’, ‘要’라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

신성이 가장 높은 ‘-겠-’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要’이고, 상대적으로 개연

성과 더 가까운 ‘-ㄹ 것이다’와 대응하는 것은 ‘应该’와 ‘会’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사실상 많은 문장에서 ‘-겠-’은 ‘要’로 표현할 수 없고 ‘会’를 사용해야 한

다.7)

우문문(2018)은 한국어 표현 ‘-ㄹ 수 있다’와 ‘-ㄹ 줄 알다’가 중국어의 ‘能’, 

‘会’나 ‘可以’와 대응하는 경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각각 

 7) 예를 들어,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는 ‘*现在走凌晨要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现在走凌晨会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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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고 비교분석하였다. ‘会’의 의미는 동적양태와 인식양태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며, 인식양태로 분류한 의미를 추측, 가능성과 필연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연구들을 보면 각각의 학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

지고 있다. ‘会’의 의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대응하는 표현도 다

르게 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양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

사는 ‘能’, ‘会’와 ‘可以’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관

심을 받았다. 

주취란(2006)은 ‘会’의 의미를 ‘능력’, ‘능숙’과 ‘가능(추측)’으로 분류하였다. 

‘会’가 나타내는 가능성은 필연에 가깝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추측하거

나 평가할 때 의미의 중심이 어떠한 일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에 있으면 ‘会’를 

사용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그 다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학생들의 오류를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명

할 수 없는 오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科学家们证实不吃早饭使身

体受到不好的影响”에서 ‘会’가 누락되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证实” 뒤의 내

용은 실제로 증명되었다고 나타내는데 이 연구에서 추출된 ‘会’의 의미와 모순

이 된다.

조동매(2012)는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의 작문을 수집하여 ‘能’과 ‘会’의 사용 

상황을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의 오류는 주로 누락과 오용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혀냈다. 기타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와 같이 이 연구도 ‘会’가 ‘能’과 오용되

는 오류에 대해 양자의 구체적인 의미 차이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 외에 특별

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연구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누락 현상이 오류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会’가 누락된 오류는 모두 가능

성을 나타내는 상황이며, 이와 대응한 한국어 문장들은 대부분 양태 표현이 출

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중해야만 그는 그제야 소설의 내용을 이

야기해 주었다”의 정확한 중국어 표현은 “除非我们专心听讲，他才会讲小说的内
容”이고, ‘会’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표현의 비대

칭 현상에 대한 해석은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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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희⋅팽정(2015)은 고급 중국어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能’

과 ‘会’를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能’에 비하면 ‘会’는 후천적으

로 습득하는 능력과 어떤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고 개괄하였

다. 학생들의 사용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해 이 연구는 학습자의 내부적인 요인 

외에 교재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외부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그러나 학

생의 일부 오류는 단순히 교재의 설명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이 

연구는 “*我认为应该先解决挨饿问题以后才会解决绿色食品”에서 ‘会’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문장이 객관적인 추측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8) 그

러나 “我认为”는 분명히 주관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수단이며, 뒤에 있

는 내용은 이와 조합해야 하기 때문에 ‘会’를 사용해도 성립해야 한다.

이 외에 李亚娟(2009), 김홍매(2011), 박건회(2014) 등도 ‘会’에 관한 교육에 

대해 토론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주로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용

오류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였는데, 개별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会’의 의미

를 자주 임의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해석하지 못한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며 

소수의 반례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会’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공시적 전반의 의미 연구, 

개별 의미의 연구, 언어대조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등은 오랫동안 연구자

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학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

므로 최근에도 여전히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会’와 관련된 연구

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会’만을 대상으로 삼아 ‘会’가 나

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연구 범위 및 논의의 구성

1.3.1 연구 범위

본고의 연구대상은 현대중국어 ‘会’의 실제 사용에서 나타내는 의미와 기능이

 8) 따라서 이 연구에 의하면 ‘会’ 대신 객관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能’을 사용해야 하며, 
올바른 표현은 “我认为应该先解决挨饿问题以后才能解决绿色食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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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연구는 ‘会’의 의미를 주로 능력과 가능성으로 해

석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제2장에서 기존의 ‘会’의 의미분석 결과를 간략히 소

개하고, 이에 대한 본고의 고찰 결과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토론은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가능성의 의미에 

대한 단독적인 연구, 기타 조동사와의 대조 연구, 학습자의 오류분석 연구 등의 

측면에서 진행한 토론들은 많이 있지만 각각의 분석 방식이나 최종적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본고는 모국어 화자들의 개인적인 어감을 참조하지만 코퍼스에 출현한 문장

을 주요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개인적인 어감에만 의존하

면 일부 용법을 간과할 수 있으며, 문맥에 따라 기타 공기 성분의 의미로 인해 

자의적으로 ‘会’의 의미를 분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코

퍼스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본고는 주로 북경대학 중국언어학연구센터가 개발한 CCL코퍼스

(http://ccl.pku.edu.cn), 북경어언대학 국제한어교육기술개발센터가 제공한 BCC

코퍼스(http://bcc.blcu.edu.cn) 및 중국국가언어위원회가 개발한 균형코퍼스

(http://www.cncorpus.org)를 주요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수조사 및 통

계분석을 진행할 때는 국가균형코퍼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북경대

학의 CCL코퍼스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품사 표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会’

를 검색하면 ‘会议(회의)’와 ‘机会(기회)’ 등과 본고의 고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결과까지 포함해 155만개 정도의 문장이 있기 때문이다. 북경어언대학의 BCC

코퍼스는 단어의 품사 표지를 제공하는데 ‘会’가 조동사로 사용된 문장은 91만

개 이상에 달한다. 이렇게 거대한 수량의 문장들을 선별하고 통계하는 작업은 

수동으로 진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국가균형코퍼스에서는 조동사로 

표시된 ‘会’가 출현한 문장이 모두 1만4천여 개 정도만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기 적절한 대상이다.

본고는 국가균형코퍼스에서 검색된 문장들을 통계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会’

가 출현한 위치, 공기하는 성분, 시제적 제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会’가 나

타내는 의미를 확립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가균형코퍼스의 1만4천여 개의 문장

은 본고의 유일한 검토 대상이 아니다. ‘会’의 의미를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러한 ‘会’의 성질과 사용조건 등을 더욱 전면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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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대학의 CCL코퍼스와 북경어언대학의 BCC코퍼스에서 연관된 사용을 고찰

하도록 한다. 특히 ‘会’가 출현할 수 없는 조건을 논의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

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예문은 대부분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코퍼스에서 인

용하였으며, 논의할 때 따로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기타 학자들의 관점

을 소개하기 위해 국내외의 각종 논저에서 일부 인용하였고, 이러한 예문은 뒤

에서 출처를 밝혀두었다.

본고는 코퍼스에 있는 문장의 사용상황에 따라 ‘会’의 의미항목⋅기능을 설정

하고 이러한 분류의 근거를 제시하여 이것들의 성질을 토론하고자 한다. 그 다

음은 ‘会’의 각 성질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조건을 설명한다. 즉, 어떤 ‘会’의 성

질로 인해 특정한 문장에 출현할 수 있는 이유 및 나타내는 의미를 해석한다. 

본고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로 ‘会’의 긍정형식만 다루도록 한다. ‘会’가 속

한 조동사류는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의 의미의 측면에서 비대칭의 현상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鲁晓琨(2004a)에 따르면 ‘不会’는 ‘会’의 부정형식뿐만 아니라 

‘能’과 ‘要’의 일부 의미도 부정할 수 있다. 또한 宋永圭(2007)는 조동사의 부정

에 대해 이미 비교적 전면적으로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부정형식이 나타

내는 의미 양상을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 외에, 유형론적 연구 방법에 있어 예문을 제시할 때 규범적인 처리방식은 

한 언어의 예문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문법형태의 의미

를 모두 일일이 통일된 부호로 표시하고, 예문과 대응하는 영어 번역을 나열해

야 한다. 그러나 본고가 수집한 일부 기존의 연구는 규범적으로 예문을 표시하

지 못했으며, 본고는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문을 인용할 

때 일부 문법범주의 표지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중국어 ‘会’와 관련된 표현들의 

표지는 예문에서 모두 표시하였다.

1.3.2 논의의 구성

본고는 상, 서법, 시제의 각도에서 ‘会’의 용법을 자세히 분석하여 각 용법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또한 어떠한 성질을 지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

체적인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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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먼저 ‘会’의 용법을 분석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론적 고

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의 기초 하에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会’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의미를 확립하는 정당성을 검

토한다. 그 다음은 ‘会’의 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상의 각도에서 ‘会’를 고찰한다. 기존의 연구, 특히 유형론적 연

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会’와 공기하는 성분에 따라 살펴본 후에 ‘会’의 이러한 

문장에서의 역할 및 성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会’의 상적 기능을 통해 중국어

의 습관상도 재확인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서법의 각도에서 ‘会’의 서법적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법의 

정의 및 유형론적인 연구를 살펴봄을 통해 중국어 ‘会’의 특수한 용법을 대응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문장에 있는 공기성분에 따라 ‘会’의 출현상황과 출현조건

을 밝힌다. 문법화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중국어 ‘会’의 문법경로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시제의 각도에서 ‘会’의 시제적 기능을 분석한다. 우선 일반언어

학과 중국어문법학계의 ‘会’의 시제적인 기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기

초로 두어 ‘会’가 미래시간에 발생할 사건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는 가능성보다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미래시간을 지시하

는 기능을 하는 ‘会’의 사용조건을 살펴보고 이러한 ‘会’의 성질을 분석하도록 

한다.

제6장에서는 ‘会’의 상, 서법, 시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통틀어 이 세 

가지 용법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

지만 일부의 사용은 두 가지, 심지어 세 가지 해석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会’

의 이러한 사용 현상을 통해 상, 서법, 시제 사이에 뒤엉킨 실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7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결론을 내리며 앞

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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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존의 ‘会’의 용법 및 양태 분류

기존의 ‘会’ 및 ‘会’가 속한 품사부류에 대한 연구의 수량은 상당히 많고 연

구 결과도 다양하다. ‘会’는 실제 사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양상도 매우 복잡하

다. 따라서 우선 일반언어학계 및 중국어학계에서 자주 응용되는 개념과 이론

들을 본고의 토론의 기초로 삼기 위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会’의 용법

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본고의 고찰의 틀을 설정한다. 

2.1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

2.1.1 기초 개념 정리

일반언어학에서 중국어 ‘会’와 대응한 표현들은 ‘조동사(auxiliary verb)’라고 

한다. 따라서 초기에 중국어학계도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최초의 

현대언어학 이론을 응용하는 문법책 马氏文通은 ‘조동자(助动字)’라고 하였다. 

그 후에 몇십 년 동안 해당 부류의 어휘들이 주로 능력이나 염원의 의미를 나

타내기 때문에 ‘능원동사(能愿动词)’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1) 그

러나 이 두 가지 명칭은 모두 일정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구어 

연구와 중국어 연구에서 조동사의 개념의 외연은 다르다. 영어의 조동사는 ‘会’

와 비슷한 ‘will’, ‘can’, ‘must’ 등 외에 피동, 강조, 완료상을 나타낼 때 사용

되는 ‘be’, ‘do’, ‘have’ 등도 포함되어 있다. 조동사라는 명칭이 기능의 측면에

서 관찰한 결과라면, 능원동사는 주로 의미의 각도에서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능원동사에 속하는 어휘는 능력과 염원 외에 허가, 의무, 평가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능원동사라는 명칭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일반언어학 특히 인구어의 조동사에 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면서 ‘양

태(modal)’의 개념이 점점 확립되어 주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영어의 

 1) 명칭 및 해당 분류의 대상에 대한 토론은 邓小菲(2006), 鲁晓琨(2004a), 李亚娟(2009) 
등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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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can’, ‘must’와 같은 어휘는 ‘양태동사(modal verbs)’, ‘양태조동사

(modal auxiliaries)’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 중국어학

계에서도 ‘조동사’, ‘능원동사’ 대신 ‘양태동사’나 ‘양태조동사’라는 명칭을 광범

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조동사(auxiliary verb)’가 

‘will’, ‘can’류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외에 ‘be’, ‘do’, ‘have’도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전자를 정확히 지칭하기 위해 ‘양태동사’나 ‘양태조동사’라는 명칭이 

필요하다. 즉, ‘양태조동사’는 조동사 중의 양태를 나타내는 부분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후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태동사’와 ‘양태조동사’는 

같은 개념이자 포괄하는 대상도 완전히 같다. 본고는 ‘양태조동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또 다른 종류의 조동사가 존재하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

여 ‘양태동사’를 선택하기로 한다.

‘양태(modality)’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논리학부터 다루었던 개념이다. 20

세기 60년대부터 일반언어학 연구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2) Saeed(2003 

[2004]:175)는 양태는 “화자의 명제에 대한 다양한 구속력인 신념의 정도를 표

현한 장치들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본다. 양태는 일종의 의미범주로서 언어에 

따라 많은 문법적 수단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그러한 표현 수단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양태동사이다. 따라서 최근에 중국어 ‘会’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양태범주의 각도에서 진행해 왔다.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언어에서 양태동사는 주로 양태를 나타내며, 이것들에 

의해 표현되는 양태의 유형은 주로 동적양태(dynamic modality), 의무양태

(deonic modality) 및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 등 세 가지가 있다. 다음

의 예문을 통해 이 세 가지 양태들을 자세히 보자.

(1) a. He can run a mile in under four minutes. (Palmer 2001:77)

그는 4분 이내에 1마일을 달릴 수 있다.

b. Will you stand by the anchor?

앵커 옆에 서 주시겠습니까?

 2) 일반언어학계 및 중국어학계의 양태에 대한 연구 결과는 Hann(2006), 彭利贞(2007)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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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You may go now.

당신은 이제 가도 됩니다.

b. Newspapers, magazines must be read only in the library.

신문, 잡지는 도서관에서만 읽어야 한다.

(3) a. He might be there.

그는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b. He must have arrived by now.

그는 지금쯤 도착했을 것이다.

동적양태는 주어가 어떤 행위를 실행할 때 가지고 있는 능력, 조건 혹은 의

지이다. 예문(1a), (1b)에서 출현하는 ‘can’과 ‘will’은 동적양태를 나타내는 양

태동사이며, 각각 주어의 내재된 능력 및 의지를 묘사한다. 이와 달리 의무양태

는 주로 원칙의 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허가나 의무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2a), (2b)의 ‘may’와 ‘must’는 흔히 알고 있는 허락이나 요구를 표현할 때 사

용되는 양태동사이다. 이에 비해 예문(3a), (3b)에서 사용하는 ‘may’의 과거형

태인 ‘might’와 ‘must’는 의무양태의 용법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두 예문은 양

태동사를 제외한 내용이 묘사하는 명제가 참이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즉, 

화자가 ‘{he be there}3)’와 ‘{he have arrived by now}’라는 명제가 어느 정도

는 진실인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태는 바로 인식양

태이다. 다시 말해, 인식양태는 화자가 문장이 묘사하는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다.

최근 많은 중국어 ‘会’에 대한 연구는 양태의 각도에서 ‘会’의 용법들을 분류

하여 각각의 성질을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고도 다음 절 및 각 장에

서 ‘会’가 어떤 양태를 나타낼 수 있는지 및 해당 용법의 사용조건 등을 다루기

로 한다.

2.1.2 유형론적 연구 정리

일반언어학 각도에서 ‘会’가 속한 양태동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고 영

 3) ‘{ }’ 부호 안은 명제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동사를 원형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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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있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으며 생성문법, 기능문법의 시각에서 진행하

는 양태 연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Bybee et al.(1994), Auwera 

& Plungian(1998), Langacker(1999a)와 Palmer(2001)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이

다. 다음 중국어 ‘会’와 관련된 용법에 대한 토론을 간략히 보자.

Bybee et al.(1994:240)은 유형론과 통시적인 각도에서 능력의 의미를 나타

내는 양태동사의 문법화의 경로를 분석하여 <도식 2-1>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

구에서 언급된 중국어 ‘会’의 능력 의미는 다음 도식에서 ‘ability(능력)’로 표시

되며, 가능성의 의미는 ‘root possibility(근원가능)’ 및 ‘epistemic possibility

(인식가능)’로 표시하게 된다.4)

<도식 2-1> 능력의미에서 출발한 조동사의 문법화 경로

그러므로 Bybee et al.(1994:240)에 따르면 양태동사는 원래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문법화를 통해 근원가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어, 그 다음에 상대

적으로 주관성이 강한 인식가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양태에 속하

는 용법이 더 문법화되어 양태동사에서 다른 품사 부류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

다.5)

Auwera & Plungian(1998)은 Bybee et al.(1994)의 연구를 기초로 두어 영

 4) 彭利贞(2007), 최재영(2008), 김혜경(2012), 조림(2014) 등을 다수 참조. 그러나 학자에 

따라 ‘会’의 객관적인 가능성인 근원가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

지고 있다. 이점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5) 마지막 문법화의 단계는 중국어에서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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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기타 언어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일정한 수정과 보충을 하였으며 아래 

<도식 2-2>와 같이 가능성 범주의 의미지도를 완성하였다. 

<도식 2-2> 가능 범주의 의미지도

중국어 ‘会’의 능력 의미는 <도식 2-2>에서 대응된 부분이 네모난 틀 밖에 

있는 첫 번째 칸의 ‘know(알다)’ 및 네모난 틀 안의 첫 번째 칸의 

‘participant-internal possibility (참여자 내재적 가능)’이다. 전자는 일반동사

로서의 ‘会’이고 후자는 양태동사에 해당하는 용법이다. 또한 ‘会’의 가능성의 

의미는 ‘participant-external possibility(참여자 내재적 가능)’와 ‘epistemic 

possibility’에 해당한다. 이 의미지도에서는 양태 범주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자세히 보면 네 가지의 가능 의미는 양태 범주에 속하며 ‘epistemic 

possibility’ 이후에 출현하는 ‘future(미래)’, ‘condition(조건)’, ‘concession(양

보)’, ‘complementation(보충어)’ 등의 용법은 양태 범주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음

을 알 수 있다.

Palmer(2001)는 일반 언어학의 각도에서 양태를 연구하는 전문 저서였다. 그

것은 양태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irrealis) 

범주에 관한 고찰도 많이 진행하였으며 이 범주가 존재하는 충분한 유형론적 

증거도 제시함으로써 비현실 범주의 유형적 자질을 확정해 주었다. 

Palmer(2001:1)에 따르면 비현실은 상상의 영역 안에 있고 상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범주이다. 인식양태는 비현실의 하위 범주로 간주하

며 그 외에 조건, 명령, 습관과 미래 등의 범주도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가 다음 각 장에서 토론하는 ‘会’의 일부 용법은 대략 이러한 범주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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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Palmer(2001)의 비현실에 관한 연구는 본고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

하였다. 

이 밖에도 Langacker(1999a)는 인지문법의 각도에서 양태, 비현실은 어떠한 

인지 방식으로 화자에게 인식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양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

는 문장은 양태를 나타내는 수단이 출현하지 않는 문장에 비해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화자의 인지세계에서 양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도식을 통해 설명

되었다.

<도식 2-3> 양태가 표현되는 인식세계 <도식 2-4> 현실세계와 인식세계의 관계

<도식 2-3>에서 ‘reality(현실)’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현재 발생하

고 있거나 곧 발생할 사실만 포함되어 있으며, ‘irreality(비현실)’는 나머지 부

분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6) 이미 발생한 사실이라도 화자가 모르거나 확신이 

없을 때는 비현실 세계에 속한다. <도식 2-4>에서 비현실 부분은 더욱 세분화 

되며 <도식 2-3>의 비현실 세계의 일부가 화자의 인지적 가공을 통해 

‘projected(계획된)’와 ‘potential(잠재적)’ 사건이 현실로 인식된다. 이러한 분석

은 중국어 ‘会’의 사용을 설명함에 있어 좋은 해석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형론적, 인지적 접근 방식을 통해 양태 범주에 대한 대표적인 연

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국어 

‘会’의 용법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6) Palmer(2001)에서 ‘irreali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양자는 분석하는 각도가 다를 뿐 

지시하는 대상은 차이가 없다. 현재의 언어학 연구에서는 ‘irrealis’가 더 많이 사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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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会’의 용법에 대한 고찰

본고의 고찰 대상은 양태동사로서의 ‘会’이다. 따라서 다음 예문(4a)와 같이 

명사성 목적어와 공기하는 용법 및 예문(5)와 같은 기타 동사의 결과보어로 사

용되는 용법은 일반동사에 해당하며, 본고의 고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a. 他会钢琴，还会架子鼓。
그는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드럼도 칠 줄 안다.

b. 他会[弹]钢琴，还会[打]架子鼓。
그는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드럼도 칠 줄 안다.

(5) 我要在一个星期之内学会“月光鸣奏曲”。
나는 일주일 안에 ‘월광소나타’를 배울 것이다.

기존의 일부 연구에 따르면 ‘会’의 용법은 다른 양태동사보다 상대적으로 단

순하다. 그러나 중국어 양태동사의 체계는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태동사들 사이에 겹치는 용법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능력의 의미를 나

타낼 때 ‘能’, ‘可以’와 ‘会’가 사용되고, 가능성의 의미를 표현할 때 ‘能’, ‘可

以’, ‘要’, ‘会’ 등이 모두 사용된다. 그러므로 ‘能’, ‘可以’, ‘要’ 등과 구별하기 

위한 ‘会’의 용법에 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다음 절은 양태의 

각도에서 ‘会’의 용법을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몇 가지 대표 연구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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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용법 분류

 吕叔湘(1999)

 1. 어떤 일을 할 줄 알거나 할 능력이 있음.

 2. 어떤 일을 잘함.

 3. 가능성이 있음.

 刘月华(2001)
 1. 학습을 통해 획득하는 능력. 

 2. 실현할 수 있음.

 彭利贞(2007)

 1. 동적양태인 능력.

 2. 의무양태인 승낙.

 3. 인식양태인 개연.

 现代汉语词典(2008)

 1. 어떤 일을 할 줄 알거나 할 능력이 있음.

 2. 어떤 일을 잘함.

 3. 실현할 가능성이 있음.

 范晓蕾(2016)

 1. 지능적인 능력.

 2. 잘 할 수 있는 능력.

 3. 조건 필연.

 4. 인식 필연.

 5. 계획된 미래.

<표 2-1> 기존의 연구 ‘会’에 대한 용법 분류

<표2-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태범주의 각도에서 진행하는 여부에 따라 

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한 가지는 吕叔湘(1999)과 같이 양태의 개념을 도입

하기 전에 능력과 가능의 의미만 분류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彭利贞

(2007)과 같이 양태의 각도에서 ‘会’의 용법을 고찰하는 방식이다. 본고의 각 

장에서 토론하는 ‘会’의 용법은 모두 기존의 가능성으로 귀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양태의 개념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다음은 

양태의 유형에 따라 기존의 각 연구에서 언급된 ‘会’의 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2.2.1 동적양태인 [능력]의 용법

학자들은 모두 ‘会’는 주어가 일정한 학습을 통해 습득한 능력을 구비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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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러한 능력의 의미는 양태 범주에서 동적양태에 해당

한다. 언어에 따라 능력의 의미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

는 영어의 ‘can’을 예로 제시할 수 있고, 후자는 중국어의 ‘能’과 ‘会’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能’은 일반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会’는 학습을 통해 획득

하는 능력을 묘사한다.

‘会’의 능력 의미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

다. 예를 들어, 중국어 사전에서는 학습한 후에 일을 실행하는 능력을 구비함과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로 나열하고 있다. ‘会’의 능

력 의미는 과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본고는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다음 단독적으로 나열된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

되는 상황을 분석해 보자. 吕叔湘(1999)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때 앞에 ‘很’, ‘真’, ‘最’ 등이 자주 출현한다고 하였으며, 다음 예문(6a), (6b)를 

제시하였다. 또한 ‘能’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일을 잘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다

음 예문(6c)와 같이 ‘会’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6) a. 他[很]会演戏。
그는 연기를 잘한다.

b. 你[真]会说。
너는 정말 말을 잘한다.

c. 这个人(真是)[能]说会道。
이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한다.

(7) a. 他会演戏。
그는 연기를 할 줄 안다.

b.*你会说。
c.*这个人会道。

예문(6a), (6b), (6c)의 전체적인 의미가 주어가 어떤 일을 잘 하는 능력을 구

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会’만을 통해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잘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사실상 다른 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 점은 

그러한 성분을 삭제한 후에 의미 대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예문(6a), (6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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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很’과 ‘真’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자를 삭제한 후에 (6a)는 능

력을 구비한다는 의미만 나타내고 (6b)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예문(6c)는 ‘能

V会V’라는 구조를 통해 잘한다는 의미를 획득하는 상황이며, ‘会V’만 출현하는 

(7c)는 비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의 ‘일을 잘하다’의 의미는 ‘会’를 통해 표

현되는 것이 아니다. ‘会’만 출현하는 상황에서 ‘일을 잘하다’의 의미로 해석되

는 문장은 다음 吕叔湘(1999)에서 제시된 예문(8)만 해당한다.

(8) 精打细算，会过日子。
알뜰하고, 살림을 잘한다.

(9) a. 我会做菜。
나는 요리를 할 줄 안다.

b. 我[很]会做菜。
나는 요리를 잘한다.

예문(8)에서는 ‘很’, ‘真’ 혹은 ‘能V会V’ 구조가 없고, 단순히 ‘会’와 동사 ‘过

日子’의 결합을 통해 사람이 살림을 잘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예문(9a)와 

같이 ‘会’와 동사 ‘做菜’의 결합은 ‘할 줄 알다’의 해석만 존재하며, ‘일을 잘하

다’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면 예문(9b)와 같이 반드시 ‘很’를 삽입해야 한다.

예문(8)과 같은 문장에서 ‘会’가 나타내는 ‘일을 잘하다’의 의미는 특정한 조

건하에 화용적인 추론을 통해 얻은 것이다. 鲁晓琨(2004a)은 능력을 일정한 학

습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개별 능력(或然性本领)’과 누구든 할 수 있는 

‘보편 능력(必然性本领)’으로 나누었다.7) 후자는 ‘会’와 공기할 때 ‘会’가 ‘일을 

잘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예문(8)의 동사 ‘过日子’는 ‘생활하다’의 의미이고, 

사람이면 누구든 생활해야 하며, 특별한 학습이 없어도 생활할 것이다. 따라서 

‘会’의 원래 의미는 이 문장에서 잉여 성분이 된다. 담화의 원칙에 의하면, 화자

는 의미가 없는 발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유추

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는 鲁晓琨(2004a)에서 제시되는 많은 ‘보편 능력’과 

 7) 이 연구에서 ‘개별 능력’은 사실상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획득한 능력을 의미하며, 
‘보편 능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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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할 때 ‘会’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很’, ‘真’ 등과 같은 정도를 나타

내는 부사와 공기하여 ‘잘하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상황이 더 일반적이다. 예문

(8)의 ‘会过日子’와 같은 표현은 거의 숙어로 사용되어, 이와 같은 조합은 대부

분 매우 생활화된 표현들이다.

그러므로 ‘会’는 [능력]의 의미에서 다시 ‘어떤 일을 잘하다’를 구분해 낼 필

요가 없다. [능력] 의미의 원형범주는 일반적으로 ‘학습을 통해 획득한 능력’이

다. 鲁晓琨(2004a)의 ‘개별 능력’과 ‘보편 능력’의 구분은 바로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박재승(2017)에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구분의 기준은 비교적 모호하다. 

따라서 박재승(2017)에서는 [±학습]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문맥에서 ‘학습 과정

연상’이 되면, [+학습]에 해당하고 ‘개별 능력’으로 해석한다. 반면 ‘학습 과정연

상’이 되지 않으면, [-학습]이고 ‘보편 능력’으로 봐야 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설명해 보자.

(10) a. 我八个月就会说话了。
나는 8개월 때 이미 말을 할 줄 알았다.

b. 这个小伙子不光人长得帅，也很会说话。
이 젊은이는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한다.

예문(10a)에서 어린 나이를 나타내는 성분이 출현하기 때문에 아이가 일정한 

학습 과정을 통해 ‘说话’의 능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예문(10b)

의 주어는 성인이므로 ‘说话’는 ‘학습 과정연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 누구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으로 해석되고, ‘很’과 공기하여 그러한 재주가 뛰어나다

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점은 ‘会V’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

할 때도 매우 효과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会’가 동적양태인 [능력]의 용법일 때의 사용 상황을 간단하게 살

펴보았다. [능력] 용법의 원형범주는 ‘학습을 통해 획득한 능력’이며, 문맥에 따

라 비원형범주로 변하게 된다. 학습 과정을 따로 인식할 수 없을 때 대부분 

‘会’의 앞에 정도부사가 출현하여 어떤 일을 할 재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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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의무양태인 [승낙]의 용법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会’가 의무양태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본다. 앞의 <표 

2-1>에서 彭利贞(2007)은 비록 소수지만 [승낙]도 ‘会’의 일종의 의미로 주장한

다. 그 연구는 주로 黄郁纯(1999)과 谢佳玲(2002)의 분석을 근거로 삼고 있으

며8), ‘会’는 일부 문장에서 화자가 어떤 일을 실행할 승낙을 나타내고, 화자가 

스스로 ‘의무(义务)’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양태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11) a. 我会证明的。
내가 증명할 거야.

b. 我会让你平静的。
내가 널 진정시켜 줄 거야.

彭利贞(2007)은 예문(11a)와 (11b)를 제시하여 ‘会’는 화자가 사건을 실현한

다는 “[승낙]”을 나타낸다고 본다. 예문(11a)는 화자가 반드시 증명할 것을 보증

하고, 예문(11b)는 화자가 청자에게 ‘让你平静’을 실행할 것을 승낙한다고 서술

한다.

이 외에 일부 연구는 ‘会’의 이러한 용법을 의무양태로 분류하지 않고 화용영

역 등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闵星雅(2007)는 다음 예문(12a) 중의 

‘会’를 화용영역의 용법으로 보고 화자의 보증을 나타내며, 예문(12b)를 감정영

역에서 화자의 의지을 나타낸다고 본다. 

(12) a. 我会永远爱你。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b. 我不会放过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예문(12a)와 (12b)의 형식은 매우 유사하지만, 闵星雅(2007)는 양자 중의 ‘会’

를 나누었다. 후자의 동사를 나타내는 행위가 청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승

 8) 양자의 분석은 彭利贞(2007:142)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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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으로 해석하기가 어색하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사가 출현

할 때 ‘会’는 화자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분석

의 방향에 따르면 문맥에 의해 ‘会’의 용법을 더 많이 나누게 될 것이다. 심지

어 예문(12b)의 ‘会’는 ‘협박’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어떤 

어휘의 의미를 확정할 때 해당 의미의 적용영역도 고려해야 한다. 극소수 상황

에 있는 화용적인 해석 결과는 해당 어휘의 원래 의미로 볼 수 없다. ‘会’가 ‘승

낙’, ‘의지’, ‘보증’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모두 ‘会’가 원

래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문장의 주어가 일인칭이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에 대해 

추측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나타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会’의 이러한 용법은 문맥이나 공기성분

으로 인해 획득한 임시적인 화용 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3) a. 你放心吧，[我]会帮助你的。 (조동매 2012)

안심해, 내가 도와줄게.

b. 你放心吧，[他]会帮助你的。
안심해, 그가 도와줄 거야.

예문(13a)의 ‘会’는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전형적인 승낙류의 문장이다. 일

인칭 주어는 화자이고 목적어는 청자이며, 청자에게 도움을 주는 보증을 한다

고 해석된다. 이에 비해 예문(13b)의 주어는 일인칭이 아니므로 학자들이 제시

한 보증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앞의 ‘你放心吧’

로 인해 문장은 여전히 보증의 화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나타내

는 결과를 보면, 이러한 ‘会’도 보증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일정한 문맥이 있으면, 다음 예문(14a), (14b)와 같이 주어가 생명이 없어도 

‘会’가 출현하는 문장이 화자의 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14) a. 我保证，我们的家园会更好的。
정담하는데 우리의 가정은 더 나아질 거야.

b. 别担心，时间会证明一切的。
걱정 마,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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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어가 일인칭인데도 문맥으로 인해 ‘会’가 승낙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

은 문장은 실제 사용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예문(15a)는 ‘会’

와 공기하는 주어가 일인칭이고 주어의 의지로 인해 동작을 실행하는 상황이

다. 이는 학자들이 제시한 보증이나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会’의 전형적인 

환경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会’는 보증 혹은 의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예문

(15b)의 ‘会’도 그러한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없다.9)

(15) a. 你不用管我，我会一个人回去。
상관하지 마세요. 저 혼자 돌아갈 거예요.

b. 要是在公开场合，我会一口咬定这不符合事实。
공적인 자리라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을/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증, 승낙 혹은 의지이든 모두 ‘会’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

초로 두어 특정한 문맥을 통해 획득한 화용적 효과이다. 문장에서 주어가 바로 

화자 자신이고, ‘会’에다 강세를 주어 발화하면, 동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보증, 승낙, 협박 등의 화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청자도 화자 자신

이면, 즉 일종의 혼잣말이면, ‘会’는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

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을 따로 나열하게 되면, ‘会’의 의미는 수없이 증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会’가 원래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의

미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승낙이나 의지의 의미를 일부 학자들은 의무양태에 속한다고 주

장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영어의 ‘will’은 의지 혹은 의도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를 분석할 때 

Palmer(1990:134) 등의 학자들은 모두 동적양태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언어

학에서 동적양태의 대표적인 하위 의미범주는 바로 능력과 의지이다. 따라서 

중국어의 ‘会’가 일정한 문맥에서 전체적인 문장이 승낙, 의지 등의 해석을 받

을 때는 동적양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9) 이 두 문장의 ‘会’를 본고는 절대 미래와 상대미래의 용법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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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인식양태인 [가능]의 용법

양태의 개념을 중국어 연구에 도입하기 전에 ‘会’의 용법은 대략 능력과 가능

성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분석되었다. 양태의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한 

후 학자들은 모두 능력의 의미를 동적양태로 분류하고 가능성의 의미를 인식양

태로 간주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식양태의 내부에서 ‘会’의 의미를 더 

구체화한 결과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능성의 정도 주장하는 학자 사용하는 명칭

일반적인 가능
邓小菲(2006), 엄녀(2008), 

김혜경(2012), 염죽균(2016)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 논하지 

않았음.

비교적 높은 가능
전현미(2010), 김홍매(2011), 

彭利贞(2007)

일반적 가능보다 높고 필연보다 

낮은 개연.

매우 높은 가능
鲁晓琨(2004a), 周有斌(2007), 

주림(2014)
개연성, 확실성

참 李命定⋅袁毓林(2018) 신념의 연산자(belief operator)

<표 2-2> 인식양태인 ‘会’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본고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은 ‘会’의 인식양태인 가능성의 

의미를 구분 없이 모두 하나로 묶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다. ‘会’가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이외의 용법을 더 분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기존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용법은 사실상 인식양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정한 인식양태로 간주할 수 있는 ‘会’의 용법은 단지 소수의 제한된 상황이

다. 우선 인식양태로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을 살펴보자.

중국어학계에서는 좁은 의미의 인식양태의 정의는 모두 문장이 묘사하는 명

제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판단이라고 내려져 있다. ‘会’는 가능성을 나타

내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양태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러한 결론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학자들이 인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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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분류하는 양태부사 및 다른 양태동사의 사용 상황을 ‘会’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6) a. 他一定/可能打了一个电话。
그는 틀림없이/아마도 전화 한 통을 했을 것이다.

b. 他应该打了一个电话。
그는 전화 한 통을 했을 것이다.

c.*他会打了一个电话。

예문(16a)의 ‘一定’, ‘可能’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부사이고, 

(16b)의 ‘应该’는 같은 성질을 지니는 양태동사이다. 두 문장은 모두 화자가 ‘他

打了一个电话’라는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비해 ‘会’가 출현하는 

예문(16c)는 비문이다. Nuyts(2001:21)는 인식양태는 화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

태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참이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정의를 내렸

다. 이에 따르면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성분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중국어의 ‘一定’, ‘可能’, ‘应该’ 등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会’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본고는 대부분의 사용에

서의 ‘会’를 인식양태에 해당하는 가능성의 판단을 나타내지 않고 미래시제의 

표지로 본다.10)

영어의 ‘will’은 미래시제의 표지인지 또는 추론을 나타내는 성분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will’이 미래시제의 표지가 아니라고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된 예문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7) a. That will be the postman.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우체부일 것이다.

b. (在敲门的人)应该是邮递员。
c.*(在敲门的人)会是邮递员。

영어의 예문(17a)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10) 더 상세한 분석은 제5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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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다. ‘will’이 미래시제의 표지

라면 (17a)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will’을 

인식양태의 용법인 추측을 나타낸다고 본다. 중국어의 대응된 표현을 보면, 예

문(17b)와 같이 ‘应该’를 사용하며, ‘会’가 출현하는 (17c)는 비문이다. 예문

(16c), (17c)와 같은 대부분의 문장에서 과거 혹은 현재의 사태에 대한 판단을 

나타낼 때는 ‘会’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의는 본고 제5장에서 더 자세

히 진행한다. 소수의 과거 혹은 현재의 사태를 묘사할 때 ‘会’가 출현하는 상황

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会’는 인식양태를 전혀 나타낼 수 없는가? 우선 李剑影

(2007) 중의 일부 논의를 보자. 그 연구는 다음 예문(18a)와 (18b)의 부정 형식

은 단순히 ‘不’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양태부사 대신 ‘会’를 사용하는 

예문(19a)와 (19b)라고 본다.

(18) a. 他们知道他是共产党的重要人物，他所知道的关系必然多。
그들은 그가 공산당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아는 관계가 틀

림없이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b. 第二天一早，她听徐太太屋里鸦雀无声，知道她一定起来得很晚。
다음날 이른 아침, 그녀는 쉬부인의 방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

을 듣고 쉬부인이 분명히 늦게 일어난 것을 알았다. 

(19) a. 他们知道他是共产党的重要人物，他所知道的关系不会多。
그들은 그가 공산당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아는 관계가 틀

림없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b. 第二天一早，她听徐太太屋里鸦雀无声，知道她不会起来得很晚。
다음날 이른 아침, 그녀는 쉬부인의 방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

을 듣고 쉬부인이 분명히 늦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예문(18a)는 필연성을 나타내는 양태부사 ‘必然’을 사용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예문(18b)의 양태부사 ‘一定’도 필연성에 해당하지만 과

거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必然’과 ‘一定’은 전형적인 인식양태를 나

타내는 부사이다. 양자에 대한 부정은 모두 ‘不会’라는 점을 통해 ‘不会’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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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로 봐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会’가 부정형식일 때는 인식양태의 

용법이라고 볼 수 있다. 

‘A는 B이다’는 일반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판단의 형식이다. ‘会’가 이러한 판

단문에서 출현하는 상황을 고찰하면 인식양태의 용법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발

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것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A是B’가 ‘会’와 공

기하는 현상을 코퍼스에서의 검색을 통해 검토해 봤다. 실제 사용에서 ‘A会是B’

의 절대다수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소수의 과거 혹은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은 모두 다음 예문(20a), (20b), (20c)와 같이 부정, 의문 혹은 반

문의 형식이다.

(20) a. 按门铃的人不会是亚当。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은 아담이 아닐 것이다.

b. 这会不会是一个玩笑？
이것은 농담이 아닐까?

c. 奶奶怎么会是地主呢？
할머니가 어떻게 지주였을까?

따라서 중국어에서 인식양태로 해석할 수 있는 ‘会’는 부정, 의문 또는 반문 

형식이어야 하며, ‘会’의 전체 사용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낮다. 긍

정형식의 평서문에서는 ‘会’가 사태의 발생시간과 관계없는 인식양태에 해당하

는 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Coates(1983:20)와 Sweetser(1990:62)의 영어 

‘can’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can’은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만 인식양

태의 용법을 허용하고, 관련된 용례도 그다지 많지 않다.

(21) a. I can lift fifty pounds.

나는 50파운드를 들어 올릴 수 있다.

b. You can’t have lifted fifty pounds.

너는 50파운드를 들어 올렸을 리가 없다.

c. Can that be true?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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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an’의 가장 많이 출현하는 용법은 예문(21a)와 같이 능력 혹은 근원가

능을 나타내며, 동적양태로 분류되어 있다. 반면 예문(21b), (21c)에서 ‘can’은 

과거에 이미 발생했거나 현재에 어떤 사태가 참이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고, 

인식양태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양태의 용법은 부정 혹은 의문의 형식

에서만 사용되며, 긍정 형식으로 전환하면 비문이 된다. 출현의 수량이 적고 사

용 형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Coates(1983:20)는 이를 주변적인

(peripheral) 용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중국어 ‘会’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용법도 학자들이 주

장한 바와 같이 인식양태의 [가능]이라고 할 수 없다. 본고는 ‘会’가 부정문, 의

문문 및 반어문에서 사용되는 일부만 인식양태의 성질을 지닌다고 본다. 소위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은 미래시제의 표지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

다. ‘会’를 사용한 문장을 코퍼스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통계한 결과는 미래시

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会’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3 ‘会’의 용법 분류

앞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본고의 고찰 대상인 ‘会’는 주어가 유생물이고 술

어동사가 학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행위일 때, 비교적 제한 없이 [능력]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가능]의 의미로 해석하는 사용은 상당히 제한

적이다. 전자는 동적양태이고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 연구들이 많이 있다. 후자

는 인식양태에 해당하며, 가능성의 각도에서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따

라서 본고는 이 두 용법은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 각 장

에서는 상, 서법과 시제 범주의 각도에서 기존의 연구에 언급되지 않은 용법과 

이견이 있는 용법을 토론한다.

본고의 고찰 결과에 따라 ‘会’는 [능력], [가능]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 습관상

의 표지, 서상법의 표지 및 미래시제의 표지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연구에서 [가능]으로 분석되는 많은 사용은 사실상 뒤에 있는 세 가지 

용법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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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용례

1. 능력
他会弹钢琴。
그는 피아노를 칠 줄 안다.

2. 가능성 판단
他会不会已经到了？
그가 이미 도착하지 않았을까?

3. 습관상 표지
他常常会一个人去旅行。
그는 종종 혼자 여행을 가곤 한다.

4. 서상법 표지
想不到这里竟然会下雪。
여기에 눈이 오다니/왔다니 생각하지 못했다.

5. 미래시제 표지

 a. 절대미래
明天会有两场比赛。
내일은 두 경기가 있을 것이다. 

 b. 상대미래
如果不浇水，叶子会很快枯萎。
물을 주지 않으면 잎이 빨리 시들어 든다.

<표 2-3> 본고 ‘会’에 대한 용법 분류

위의 표에서 제시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용법은 각각 상, 서법, 

시제 범주에 속한다. 본고는 통시적인 고찰을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법

화이론의 각도에서 어떤 용법이 먼저 출현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고의 논의를 전개할 때 이 세 가지 용법을 

토론하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 결과

에 따르면, 삼자가 일정한 부분에서 겹치는 사용도 존재한다. 소수의 문장에서 

‘会’가 상, 서법, 시제 중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

다. 따라서 앞의 장에서 논의할 때 뒤의 장의 용법도 언급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会’가 미래시제의 표지로 사용될 때 가능성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会’가 미래시제의 표지로 볼 수 없고 통합적으로 가

능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할 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기술할 때도 ‘会’를 

사용하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이미 발생한 사건

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会’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응하는 사용들은 바로 본고가 습관상과 서

상법 표지로 보는 용법이고 제3장과 제4장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과

거의 사건을 기술하는 사용을 배제한 후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사건을 묘사하

는 용법을 고찰하며, 제5장에서 이는 바로 미래시제의 표지라고 토론하고자 한다.



- 39 -

제3장 ‘会’의 습관상 표지 기능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会’를 사용하는 문장에서 문장 전체가 묘사하는 사건

이 화자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会’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는다. 본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会’가 사용되는 

문장에서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몇 번 정도의 반복도 화

자에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의 상적 특징은 습관상에 부합하며 습

관상의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사건에 반복성을 부여

할 수 있는 성분을 항상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본장은 연관된 성분의 유형에 

따라 ‘会’를 분석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会’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사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3.1 기존 연구 검토

3.1.1 습관상 표지 ‘会’에 관한 연구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会’에 관한 연구는 주로 능력과 가능

성의 의미를 다룬다. 따라서 양태 범주의 각도에서 보면 ‘会’는 가능성의 의미

를 나타낼 때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전달하는 인식양태에 속한다. 이러한 의

미를 나타내는 상황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他一定会成功的。
그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2) 小王是个孝子，会到医院看他妈的。 范晓蕾(2016)

왕군은 효자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를 문병할 것이다.

范晓蕾(2016)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1)과 (2)는 모두 화자가 문장으로부터 표

현된 사건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서는 ‘会’가 나타내는 의미를 기존의 해석방식으로 설명하기가 타당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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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들이 많이 존재한다. 우선 다음 예문을 보자.

(3) a. 以前上大学的时候，她每个周末都会去图书馆学习。
b. 以前上大学的时候，她每个周末都∅去图书馆学习。

이전에 대학을 다닐 때 그녀는 매주 토요일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다.

(4) a. 小的时候经常会熬夜看电视。
b. 小的时候经常∅熬夜看电视。

어렸을 때 자주 밤새 텔레비전을 봤다.

(5) a. 我很少会吃得像今天这么多。
b. 我很少∅吃得像今天这么多。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먹는 일이 거의 없다.

예문(3a)가 묘사하는 사건은 이미 확실하게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会’는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会’가 출현하지 않은 예문(3b)가 (3a)

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형적으로 능력과 가능성

의 의미를 나타내는 ‘会’가 왜 이미 발생한 현실적인 사건과 공기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1).

최근 柯理思(2005), 王晓凌(2007a,b), 李敏(2009) 등의 소수 학자들은 이러한 

문장에 있는 ‘会’는 습관의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습관상의 표

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모두 구체적인 분석과 이론적인 근거

 1) 예문(3a)와 (4a)는 시간부사구 ‘以前上大学的时候(이전에 대학을 다닐 때)’와 ‘小的时
候(어렸을 때)’의 사용으로 인해 문장이 묘사하는 사태가 모두 과거에 한정되어 있

다. 반면 예문(5a)와 같은 문장은 그러한 사태가 현재, 미래에도 발생하는 것을 배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문(5a)에서 출현하는 ‘会’는 여전히 예문(3a), (4a)와 같은 용법

으로 분류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문(5a)는 화자가 과거에 사건의 발생을 이미 알고 

있어야 이를 드물게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빈

도부사와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분의 뒤에 ‘会’를 사용

하면, 반드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을 기초로 두고 있어야 한다. 이는 예문(1)과 

같은 단순히 미래에 한 번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서술과 확실한 차이가 있다. 다
시 말해, 본장에서 토론하는 ‘会’는 화자가 사건이 과거에 여려 번 발생했음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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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지 못했다. 자세히 보면 앞의 문장에서 ‘会’를 제거한 예문(3b), (4b), 

(5b)는 여전히 습관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습관상은 ‘会’가 없어도 원래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습관상으로 해석되는 문장에서 ‘会’의 속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학자들 간의 견해도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李敏(2009)은 ‘会’의 이러한 

용법이 인식양태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논의하였지만 范晓蕾(2016)는 그것이 

동적양태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인식양태는 주관성이 강한 양태에 속하는 반면

에 동적양태는 객관성이 강한 범주로서 좁은 의미의 전형적인 양태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会’가 습관상의 특징을 지니는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한 이러한 문장에서의 출현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3.1.2 습관상에 관한 유형론적 접근

‘会’가 습관상의 표지로 볼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전에 우선 습관상의 정확한 

정의를 확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일부 학자들이 ‘会’가 습관상의 표지라고 주

장하면서 제시한 예문에서 ‘会’가 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학자들

의 연구에서 언급된 예문들은 전형적인 습관상의 특징과 매우 다르다. 다음 예

문을 살펴보자.

(6) a. 东北∅种水稻。 范晓蕾(2016)

동북지역은 벼를 심는다. 

b.*东北会种水稻。
(7) a. 这种钙片成人∅一天一片，儿童∅一天半片。 王晓凌(2007b)

이 칼슘제는 성인은 하루 한 알, 아동은 하루 반 알을 복용한다.

b.*这种钙片成人会一天一片，儿童会一天半片。
(8) 人会生病，神仙不会生病。 范晓蕾(2016)

사람은 병이 날 수 있지만 신선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예문(6a)와 (7a)는 두 학자의 연구에서 습관상에 해당한다고 언급되는데 ‘会’

를 삽입한 (6b)와 (7b)는 단독으로 성립할 수 없다. 예문(8)도 전형적인 습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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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하기에는 그다지 합리적지 못하다. 따라서 습관상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야 ‘会’와 습관상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국내외 습관상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근거로 삼은 것은 Comrie 

(1976:27)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그는 습관상이 반복적이든 비반복적이든 모두 

어떤 상황은 일정한 연속적인 기간의 특징이라고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9) Sally used to throw stones at my window in the morning.

셀리는 아침에 내 창문에 돌을 던지곤 했다.

(10) When I visited John, he used to recite his latest poems.

내가 존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그의 최신의 시들을 암송하곤 했다.

(11) The temple of Diana used to stand at Ephesus.

다이아나 신전은 에페수스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예들에 근거하여 중국어의 구체적인 문장을 분석할 때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습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일부 전

형적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습관상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도 이러한 견해에 따라 연구해 왔다. 예를 들어, 刘丹

青(2008:466,470)에서 습관상은 상당한 긴 기간 안에(영구적인 시간역을 포함

함)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행위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

였다. 또한 반복상을 논의할 때 습관상은 반드시 반복적인 것은 아니라고 다시 

강조하였다.

(12) a. 雅典娜神庙曾经坐落在以弗所。
b. 다이아나 신전은 에페수스에 있었다.

Comrie(1976:27)에서 제시한 예문(11)은 과거 습관상 표지 ‘used to’의 출현

으로 습관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문(11)의 중국어와 

한국어 대응 표현인 예문(12a)와 (12b)는 분명히 과거의 사실에 대한 묘사일 뿐 

전형적인 습관상의 특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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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Comrie(1985:39)에서는 습관상의 의미는 시제, 상, 양태 등 세 가지 

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것을 통해 언어 현상에서 습관

상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일반언어학 학계에서 

Boneh & Doron(2008), Bertinetto & Lenci(2009) 등의 일부 학자들은 습관상

(habitual)보다 습관성(habituality)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습관상

이 상 표지뿐만 아니라 부사, 조동사 등 많은 수단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습관상은 어떤 이미 문법화 된 표지 자체가 아니

라 문장에서 표현된 사건이 원래 띠고 있는 상적인 특징이다. 상의 각도에서 

보면 습관상을 나타내는 문장의 사건은 확실한 종결점이 없고 비완정상

(imperfective)의 특징에 부합한다. 유형론의 각도에서 보면 습관상은 인류가 

객관 세계를 묘사할 때 반드시 표현하게 되는 대상이다. 그것은 객관 세계의 

사건 중에 확실한 종결점이 없는 사건이 원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어마

다 사용된 형식이 다르며 그러한 형식의 문법화 정도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

어, 슬라브어족의 언어들은 대부분 동사의 강제적인 형태 변화를 통해 습관상

을 나타내며 영어와 한국어는 생략되어도 무방한 ‘used to’나 ‘-곤 하다’와 같

은 구조에 의해 표현한다.2)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어는 주로 어휘적인 수단으로 습관의 의미를 드러낸

다고 본다. 예를 들어, ‘每天’과 ‘常常’ 등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유형론적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중국어의 

습관상에 대해 먼저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문장에서 표현된 사건의 상적인 특

징이 기존의 연구에서 습관상으로 간주되는 대상과 유사하면 모두 고찰한다. 

그 다음 ‘会’와 공기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会’의 역할, 사용조건과 중국어의 습

관상의 범위를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3.2 공기성분에 따른 분석

본고의 고찰 결과에 따르면 습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会’ 이외의 

성분을 세 부분으로 귀납할 수 있다. 간단한 형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2) Bertinetto & Lenci(2009), Comrie(1976), 김천학(2016)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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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 (부사어) + 会 + 술어

부사어는 출현할 수 있고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할 

수도 있다. 분석의 편의상 하나로 통일하여 표시한다. 습관상은 반복적으로3) 

발생하는 사건들을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어, 부사어와 술어의 복수성은 

모두 사건을 복수화4) 시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모두 단수일 때 문장 

전체는 습관상의 해석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이 중의 한 가지 성분만 복

수성이 있으면, 문장에서 표현된 사건이 복수화가 되며 ‘会’는 능력이나 가능성

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다음은 주어, 부사어와 술어의 

자세한 상황을 각각 분석하기로 한다.

3.2.1 부사어와의 공기 양상

‘주어+(부사어)+会+술어’ 중의 나머지 성분들은 모두 복수성과 연관이 없고 

부사어만으로 인해 문장 전체가 습관상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가장 다양

하다. Bertinetto & Lenci(2009)는 부사어가 복수화된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중국어의 실제 용례들을 종합해 보면 문장이 묘사하

는 사태를 복수화할 수 있는 부사어는 주로 빈도부사, 시간구, 조건절 등이 있

다. 다음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3) 습관상과 반복상(iterative)의 차이는 Comrie(1976:26-32), Bybee et al.(1994:152), 
Bertinetto & Lenci(2009) 등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반복상은 사건이 하나로 인식되

어 한 사건 내부에서 복수 횟수의 동작이 실행된다. 습관상은 복수의 사건으로 화자

에게 인식하게 되며 반복된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모두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있

다. 그러므로 본고는 습관상의 반복과 반복상의 반복을 다르게 보며, 습관상의 반복

을 언급할 때 반복상과 혼동하면 안 된다.
 4) 최근에 동사의 복수성에 대해 일반언어학 학계에서 ‘복수화(pluractionality)’라는 개념

이 도입되었다. 복수화는 “동작이나 동작의 참여자가 복수인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문법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Bertinetto & Lenci(2009)는 동사의 복수화와 습관상을 관

계지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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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빈도부사와의 공기 양상

대부분의 언어와 같이 중국어는 습관상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

단이 빈도부사이다. Comrie(1976:26-32)에서 제시된 습관상의 정의와 예문들

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중국어 습관상에 관한 연구에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어는 주로 ‘每’와 ‘每’로 구성된 구조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王晓凌(2007a)은 

‘常常(자주)’과 ‘经常(언제나)’은 습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会’와 공기할 

때는 문장이 이미 실현된 사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常常’, ‘经常’과 

공기하는 ‘会’는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예문(4), (5)와 같은 사용은 모두 이미 실현된 사건들이고 ‘会’도 가능성의 의미

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每’와 ‘每’로 구성된 구조뿐만 

아니라 ‘经常’, ‘有时(간혹)’, ‘偶尔(때때로)’ 등과 같은 빈도부사들이 출현하는 문

장에서 서술한 사건이 모두 습관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빈도가 높든 낮든 모두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들을 근거

로 특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이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분석해 보자.

(13) 在瑞典和丹麦访问的日子里，我们[常常]会为美丽的自然景色而赞叹不已。
스웨덴과 덴마크를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자연 경치에 

감탄했다.

(14) 在这方面，比尔给了我很多帮助，我们[经常]会讨论这些问题。
이 방면에 대해 빌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는 자주 이 문

제들을 토론하였다.

(15) 李小龙是个急性子，[有时]会在矫正他的过错时大发脾气。
리샤오롱은 성급한 사람이며 때로는 자기의 잘못을 고칠 때에 화를 크

게 내기도 했다. 

(16) 十年来他[偶尔]会寄明信片，地点都不一样。
10년 동안 그는 가끔 엽서를 보내곤 했고 주소는 모두 달랐다.

Comrie(1976:28)는 정확히 어떤 정도까지를 습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一向(줄곧)’, ‘往往(종종)’, ‘总(늘)’, ‘老是(항상)’와 같은 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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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常常’, ‘经常’, ‘不时(때때로)’와 같은 중빈도가 습관상을 나타낼 수 있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 본고는 이것들뿐만 아니라 위의 예

문(15), (16)과 같이 ‘有时(간혹)’, ‘有时候(간혹)’, ‘时而(이따금)’ 심지어 ‘偶尔(가

끔)’, ‘很少(드물다)’와 같은 비교적 낮은 빈도도 습관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본

다. 낮은 빈도의 발생도 일정한 반복이 있기 때문이다. 문장의 전체가 습관상의 

특징을 띠고 있으며 그것들 간의 차이는 단지 반복의 횟수뿐이다.

(17) 我这个人有这样的一个习惯，我[常常]会谈我自己正在读的书，但我[很少]

会讲我正在写的东西。
나는 이러한 습관이 있다. 내가 읽고 있는 책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쓰

고 있는 것은 드물게 언급한다.

(18) 혜인이는 [가끔] 논둑길을 걷곤 했다.

慧仁[偶尔](会)在乡间小路散步。
(19) 영희는 영수에게 [드물게/자주] 편지를 쓰곤 했다. 김천학(2016)

英熙[很少/经常](会)给英朱写信。

예문(17)은 문장 앞부분에서 먼저 서술한 내용이 자기 자신의 습관이라는 것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 뒤의 ‘常常’과 ‘很少’로 수식한 사건은 당연히 모두 

화자의 습관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한국어도 중국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18), (19)처럼 낮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도 습관상 표지인 

‘-곤 하다’와 공기할 수 있다. 김천학(2016)은 한국어는 ‘가끔’, ‘아주 드물게 한 

번씩’ 등 부사어가 ‘-곤 하다’와 공기하여 불규칙적인 반복 사건을 묘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용법들을 불규칙적 습관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어에

도 적용할 수 있다. 즉, 빈도부사를 통해 문장에서 표현된 사건은 복수화되며 

불규칙적 습관이고 상의 각도에서 보면 습관상에 해당한다.

빈도부사가 ‘会’와 공기할 때 문장에서 표현되는 사건은 항상 복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만약 사건이 복수의 특징이 없다면 빈도부사와 공기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양자가 의미적인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점은 빈도부사가 아닌 

다른 부사와의 대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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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她记得他姑姑[一向]会等在课辅教室楼下接他回家。
그녀는 그의 고모가 늘 학원 건물 밑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을 기억

한다.

b.*她记得他姑姑[一直]会等在课辅教室楼下接他回家。
c. 她记得他姑姑那天[一直]等在课辅教室楼下接他回家。

그녀는 그의 고모가 그날 학원 건물 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예문(20b) 중의 ‘一直’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으며 ‘一直’는 그 사건

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예문(20a)와 같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복적으

로 발생하는 사건을 묘사할 수 없고, ‘会’와 공기한 (20b)도 성립할 수 없다. 邓

川林(2009)은 ‘一直’는 연속상(continuous)을 나타내며 ‘一向’은 습관상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합리성은 예문(20a), (20b), (20c)에서 보여준 

‘会’와 공기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증명할 수도 있다.

3.2.1.2 시간사 및 시간구와의 공기 양상

지속되는 기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사와 시간구는 사건이 복수화될 가능

성을 부여해준다. ‘那几年(그 몇 년)’, ‘以前(이전)’, ‘一段时间(한동안)’ 등의 시간

사, 시간구는 원래 일정한 장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건이 그것들과 공기하

면 그 사건은 해당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21) a. [那段时间里]陆仁与诸葛亮谈正事之余也会互相交流一下兵器方面的事。
그 기간 동안 육인은 제갈량과 업무를 의논하는 것 외에 무기에 대

해서도 서로 교류하곤 했다.

b. 陆仁与诸葛亮谈正事之余也会互相交流一下兵器方面的事。
육인은 제갈량과 업무를 의논하는 것 외에 무기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

할 것이다.

(22) a. [以前]我会一个人逛街。
예전에 나는 혼자서 쇼핑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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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上次]我会一个人逛街。 

예문(21a)에서 과거의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那段时间里’를 통해 ‘互相交流

一下兵器方面的事’는 한 번만 실현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那段时间里’가 없는 예문(21b)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지 못한

다. 예문(22a)와 (22b)도 마찬가지로 복수 횟수와 단수 횟수의 대립을 보여 주

고 있다. 특히 예문(22b)에서 ‘上次’가 출현하기 때문에 ‘会’는 과거의 한 사건의 

발생 여부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시간사와 시간구에서 일정한 지속된 기간을 나타내지 않지만 복수

의 횟수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春节(설날)’, ‘周一(월요일)’, ‘月初(월초)’ 

등의 시간사는 원래 단수이지만 순환적으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

해 습관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23) a. 我[春节]会回老家。
b. 我[(这个)春节]会回老家。

나는 (이번) 설날에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c. 我[(每个)春节]会回老家。
나는 (매번) 설날에 고향에 돌아간다.

예문(23a) 중의 ‘春节’는 이번에 오는 설날일 수도 있고 매년마다 오는 설날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문(23b)와 (23c)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본장이 토론

하는 대상은 (23c)와 같은 표현이다. 설날이 매년마다 오기 때문에 ‘回老家’는 

반복 사건이 된다. 따라서 예문(23c)는 주어가 어떠한 습관이 있는 것을 나타낸

다. 아래 예문(24), (25)와 같은 문장은 중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례들이다.

(24) 我[晚上]会做恶梦。
나는 밤에 악몽을 꾸곤 한다.

(25) 这群丹顶鹤[十月]会从北方飞过来过冬，四月又飞回去。
이 두루미 떼는 10월에 북쪽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겨울을 보내고 4월에 

다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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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조건절과의 공기 양상

현실세계에서 어떤 사건의 발생이 반복적으로 기타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관

찰되면 화자는 자연스럽게 두 사건을 연관시키게 된다. 즉, 화자는 주관적으로 

사건A가 있으면 사건B는 반드시 수반되는 추론을 하게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26) 小王[一闻到烟味]就会打喷嚏。 范晓蕾(2016)

왕군은 담배 냄새를 맡기만 하면 재채기를 한다.

(27) 他[不高兴的时候]会一直皱着眉。
그는 기분이 나쁠 때 눈살을 계속 찌푸린다.

(28) [天气暖和时]他会去那里表演枪法。
날이 따뜻할 때 그는 그곳에 가서 사격술을 공연하곤 한다.

예문(26)에서 화자는 지금까지 왕군이 담배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재채기를 하

는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어, 왕군이 담배 냄새를 맡은 것과 재채기를 하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반복적으로 발

생하는 사건을 기초로 두고 있어야 한다. 이는 한 번만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문(26), (27), (28)과 같은 문장들은 

본고의 제5장에서 토론하는 조건문에서 출현하는 ‘会’의 용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문장 앞부분은 일종의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관을 

나타낼 때는 조건의 출현이 반드시 복수의 횟수이어야 한다. 조건으로 분석될 

수 있는 구조와 습관상의 공기 현상은 한국어에서도 존재한다. 다음 예문을 대

조해 보자.

(29)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할아버지는 혼자 산책을 나가시곤 한다.

전영철(2012)

[天气好的时候]爷爷(会)一个人出去散步。
(30) 우리는 만나기만하면 술을 마신다. 김천학(2016)

我们[一见面]就(会)喝酒。

예문(29)와 (30)에서 선행절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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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어 예문(26)-(28), 한국어 

예문(29)와 (30)에서 묘사하는 사건은 불규칙적 습관을 나타낸다. 사건의 상적

인 성질이 습관상이 되는 여부는 조건의 반복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문장

의 내부에서 보면 그것들은 또한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 즉, 조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장의 3.1.2절에서 논의한 시간사

와 공기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며, 그 시간이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건은 습관으로 해

석된다. 이에 비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조건이 반복적으

로 구비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은 습관상으로 분석하게 된다.

3.2.1.4 수량과 연관된 기타 성분과의 공기 양상

빈도부사, 시간사와 시간구 및 조건절 이외에 중국어에서는 사건을 복수화시

킬 수 있는 기타 수단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平常(평소)’, ‘平时(평시)’와 같은 

일부 명사, ‘普通(일반적이다)’, ‘普遍(보편적이다)’, ‘一般(일반적이다)’과 같은 형

용사 및 ‘一个月一次(한 달에 한 번)’와 같은 수량구 등은 모두 그것들과 공기하

는 사건에 복수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 이때 문장에서 표현된 사건은 습관상으

로 분석된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러한 문장에 있는 연관된 어휘나 구조들은 

품사의 부류, 구조 등이 다양하지만 공통된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다. 즉, 모두 

[+복수성]의 의미 자질을 구비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1) 齐璋不是野孩子，他[平常]会念很多书给她听。
치장은 무식한 아이가 아니다. 그는 평소에 그녀(치장)에게 많은 책들을 

읽어 준다.

(32) 他[一般]会八点起床。
그는 보통 8시에 일어난다.

(33) 他[两个星期]会去看[一次]电影。
그는 2주에 한 번 영화를 보러 간다.

(34) 江青[时时处处]会露出资产阶级意识，主要表现之一是她待人不平等，不尊
重人。
장칭은 언제 어디서나 자산 계급 사상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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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예문(31)과 (32)에서 ‘平常’과 ‘一般’은 각각 명사와 형용사이지만, 모두 그것

들과 공기하는 사건은 한 번만이 아닌 여러 번의 관찰을 통해 얻은 것을 요구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에서 사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성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예문(33)은 수량구의 조합을 통해 사건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며, ‘两个星

期’의 간격으로 영화를 한 번 보는 것이다. 이 문장은 분명히 어떤 사람의 습관

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상으로 분석된다. 예문(34)에서 ‘时

时处处’가 출현하여 문장이 묘사하는 사건은 한 번만이 아닌 이곳저곳에서 항

상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 보면 예문(31)-(34)는 사건을 복

수화시키는 것과 연관된 성분들은 모두 복수 수량의 개념과 관련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예문(33)은 王晓凌(2007b)에서 제시한 예문(7)과 

유사한 수량구의 조합을 취하고 있는데, 왜 예문(33)에서는 ‘会’가 출현하며 문

장 전체가 습관상에 관한 판단을 나타내는 반면에 예문(7)에서는 ‘会’가 출현할 

수 없고 문장 전체가 습관상의 특징이 없는가?5)

(7) a. 这种钙片成人∅[一天一片]，儿童∅[一天半片]。 王晓凌(2007b)

b.*这种钙片成人会[一天一片]，儿童会[一天半片]。
(33) a. 他[两个星期]∅去看[一次]电影。

b. 他[两个星期]会去看[一次]电影。

습관상은 사태의 반복이나 연속적인 발생을 기술한다. 예문(33)은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영화를 보러 가는 상황에 대한 묘사이므로, 습관상의 원형적인 특

징에 부합한다. 이에 비해 예문(7)은 어떤 칼슘제를 복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이고,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칼슘제를 복용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따라서 문장이 묘사하는 사태는 습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李敏(2007)에서 예문(7)과 같은 문장은 습관상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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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주어와의 공기 양상

사건을 복수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주어의 복수성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즉, 주어는 한정된 한 사람이나 한 사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주체가 되

는 상황이다. 이때 습관상과 반복상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일반 문장과 습관상

을 나타내는 문장을 선별해야 한다. 일반 문장은 복수인 주어가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서 동시에 함께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 사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

다. 습관상을 지닌 문장은 복수인 주어가 각각 하나씩 어떤 행위를 하며, 화자

는 이를 여러 개의 사건으로 인식한다.

(35) [我们]会去的，一定会去。
우리는 (같이) 갈 것이다. 반드시 갈 것이다.

(36) 在过去，新闻杂志在各地的办事处都有记者，[他们]会在截稿前把采访获得

的素材传给在纽约总部的某位作者。
과거에는 신문잡지사의 각 지역 지사에 모두 기자가 있었다. 그들은 마

감 시간 전에 취재한 소재를 뉴욕 본부의 어떤 작가에게 전달하였다.

예문(35)와 (36)의 주어 NP는 모두 복수의 객체이다. 예문(35)는 그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갈 것이라고 서술한다. 반면에 예문(36)은 ‘各地的办事处(각 지역 

지사)’를 통해 기자들이 각각 취재한 소재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문(36)과 같은 용례들만 본장의 고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주어의 복수성으로 인해 문장의 사건을 습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자.

(37) 在宿舍里，[学生们]会挂起布什的黑白照片。“我记得在我们屋里曾挂过一

张布什的相片。”

기숙사에서 학생들은 부시의 흑백 사진을 걸곤 했다. “나는 우리 방에 

부시의 사진 한 장을 걸었던 것을 기억한다.”

(38) 我听说[你们中国人]会体罚小孩子。
나는 중국 사람들은 아이를 체벌하곤 한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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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37)에서 앞의 문장은 학생들이 각각 자기의 기숙사에서 부시의 사진을 

벽에다 걸은 것을 묘사하며, 뒤의 문장은 실제로 화자가 그러한 행위를 실행한 

적이 있는 것을 기술한다. 앞의 문장은 학생들의 어떤 습관을 묘사하고 뒤의 

문장은 그러한 습관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뒤의 문장에서 나타내는 현상이 다

른 대상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면 앞의 문장에서 표현된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즉, 뒤의 문장의 주어가 속한 집단 전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단수 주어를 지닌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습관상을 연

구해 왔다. 총칭성(类指)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를 일부의 학자들은 총칭상

(gnomic/generic)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총칭상으로 다룬 현상들이 ‘会’

와 공기하는지의 여부는 내부 차이가 존재한다.

(39) a. 地球∅围着太阳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b.*地球会围着太阳转。
(40) a. 月亮每个月都∅圆一次。

b. 月亮每个月都会圆一次。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동그랗게 된다.

(41) a. 北欧人家都∅有一个壁炉。
b. 北欧人家都会有一个壁炉。

북유럽 주민들 집에는 모두 벽난로가 있다.

예문(39a)는 여러 대상이 아니며 여러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会’와 공기할 

수 없다. 예문(40a)에서 달이 한 번 동그랗게 되는 것이 사건 하나로 간주되면, 

반복적으로 관찰된 달이 동그랗게 변하는 현상은 일종의 특징이 되며, ‘会’를 

삽입해도 무방하다. 예문(41a)도 북유럽 주민들의 집집마다 벽난로가 있는 것을 

관찰한 후 전체 북유럽 주민들의 집에 모두 벽난로가 있다는 것을 추론한다. 

벽난로가 있는 상태는 복수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会’가 출현하는 예문(41b)

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기존에 총칭상으로 분석되는 예문(39a), (41a)와 같은 

문장에서 후자는 습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문장의 전체적인 상적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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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앞에서 분석한 단수 

주어인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복수 주어인 경우이다. 후자는 복수 총칭상으

로도 볼 수 있다. 습관상과 복수 총칭상의 인지기제는 Langacker(1999b:253, 

254)에서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도식 3-1> 습관의 영상도식

 

<도식 3-2> 복수 총칭의 영상도식

(42) a. My cat stalks that bird every morning.

我家的猫每天早上会追着那只鸟。
우리집 고양이는 매일 아침에 그 새를 따라잡는다.

b. Cats stalk birds.

猫抓鸟。
고양이는 새를 따라잡는다.

<도식 3-1>은 예문(45a)의 영상도식이다. 구조 층면(structual plane)에서 특

정한 개체 ‘my cat’(ci)이 특정한 개체 ‘that bird’(bj)를 따라잡는 사건은 반복

적으로 발생한다. 각 사건의 탄도체(trajector)와 지표(landmark)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것들의 연관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사건들을 더 높은 층면

에서 종류적인 특징화(type specification)의 결과는 바로 예문(42a)이다. <도식 

3-2>에서 특정한 개체가 아니라 복수 총칭성 대상 ‘cats’(c)와 ‘birds’(b)이며 개

개의 사건의 탄도체와 지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 사이에는 점선이 없

다. 사건들을 특징화의 결과는 예문(42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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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탄도체가 단수이고 습관의 의미도 포함되면 <도식 3-2>에서 사건들 사

이에 점선으로 연결한다. 즉, ‘My cat stalks bird.’와 같은 문장에서 특징화의 

기초도 고양이가 각각 모두 다른 새를 따라잡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아쉽게도 Langacker(1999b)는 단수 총칭의 영상도식을 제시하지 못 

했다.

<도식 3-1>과 <도식 3-2>를 비교해 보면, 습관상과 복수 총칭상의 추상화의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는 실제 사용에

서 복수 총칭에 관한 표현도 습관으로 간주하고 있고 ‘会’를 통해 표현할 수 있

다. 다음 예문을 보자.

(43) a. 美国人有用冰箱速冻新鲜面包的习惯。
미국 사람들은 냉장고로 신선한 빵을 급속 냉동시키는 습관이 있다.

b. 美国人[经常]会用冰箱速冻新鲜面包。
미국 사람들은 자주 냉장고로 신선한 빵을 급속 냉동시키곤 한다.

(44) a. 每天早上这个时候，我都有外出散步的习惯。
매일 아침 이때 나는 나가서 산책하는 습관이 있다.

b. 每天早上这个时候，我都会外出散步。
매일 아침 이때 나는 나가서 산책하곤 한다.

예문(43a)와 (44a)에서 ‘有…的习惯’은 전체 문장이 어떤 습관을 묘사하는 것

을 보여 준다. 이 두 문장을 예문(43b), (44b)로 대체해도 문장의 의미는 큰 변

화가 없다6). 따라서 예문(43b)와 (44b)는 습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문(43a)와 (43b)는 두 번의 특징화를 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특정한 한 개체는 그러한 행동을 일정한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개체의 습관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은 많은 개체에게서 같은 습관이 있는 것이 

관찰되면 단체의 습관이 된다.

 6) 그러나 예문(43a)는 구체적인 어휘 수단을 통해 그러한 습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서

술이기 때문에 문장의 전체적인 상적 특징은 습관상으로 볼 수 없다. ‘습관’과 ‘습관

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본장에서 토론하는 ‘습관상’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출현하

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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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 中国人有这样的习惯，在孩子很小的时候用X光照他们的手，测量骨头以
预测未来的身高。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이 있다. 아이가 많이 어릴 때 엑스레이로 

아이의 손을 찍고 골격을 측정하여 미래의 키를 예측한다.

b. 中国人会在孩子很小的时候用X光照他们的手，测量骨头以预测未来的身高｡
중국 사람들은 아이가 많이 어릴 때 엑스레이로 아이의 손을 찍고 

골격을 측정하여 미래의 키를 예측하곤 한다.

예문(45a)에서 한 개체가 아이의 골격을 측정하는 행동을 한 번만 하기 때문

에 그 개체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45a)는 

개체 하나하나 모두 한 번만 하는 행동은 개체 각각의 습관이 아니지만 개체가 

속한 집단의 습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예문(45b)에서 ‘会’는 개체부터 집

단으로 추상화되는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중국어에서 개개의 개체가 모두 실행하는 행동이나 지니고 있는 상태가 

개체가 속한 집단의 습관으로 간주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총칭성 문장 중의 ‘会’와 공기할 수 있는 문장은 습관상을 나타낸다고 본다.

3.2.3 술어와의 공기 양상

중국어 학계에서는 습관상을 고찰할 때 대부분 부사성 성분과 주어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술어부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에

서 한국어 학계와 일반언어 학계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2.3.1 술어의 유형

전형적인 습관상은 의지성 동작동사로 표현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그러나 기타 유형의 동사를 사용한 문장도 습관상을 나타낼 수 있다. 박덕유

(2004)와 김천학(2016)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심리동사, 달성동사 등과 같은 

많은 유형의 동사들도 습관상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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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영미는 (가끔) 미숙이를 싫어하곤 했다.

(以前)英美(偶尔)会[讨厌]美淑。
(47) 미영이는 교실에서 모자를 쓰곤 했다.

(以前)美英会在教室里[戴]着帽子。
(48) 지혜는 몸이 가렵곤 했다. 박덕유(2004)

(以前)志慧的身上(常常)会很[痒]。
(49) 그 마을에서는 종종 돼지가 죽곤 했다. 김천학(2016)

(以前)那个村子里猪经常会[死]。

예문(46)의 동사는 일종의 심리상태이며 문장 전체가 그러한 상태의 반복을 

나타낸다. 예문(47)과 (49)는 동작이 끝난 후의 상태나 어떤 단기간 안의 지속

된 상태의 반복적인 출현을 묘사한다. 이러한 예를 통해 한국어는 상태의 반복

도 습관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중국어 예문(45)와 같이 한국어도 개체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을 그 개체가 속한 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습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예문(49)에서 순간성을 지닌 달성동사 

‘죽다’는 돼지 한 마리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의 

습관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돼지 한 마리씩 죽은 것이 관찰되면, ‘-곤 하다’를 

통해 마을에 있는 돼지들이 죽었었던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지성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사건만 

습관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유형의 동사 심지어 형용

사도 일정한 습관상을 나타낼 수 있다. 비의지성 동사나 형용사가 출현하는 문

장에서 동사나 형용사가 묘사하는 사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안의 특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50) 不止一位同事说他们孩子的语文成绩经常会[不及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그들 아이의 국어 성적이 자주 펑크

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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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他受了某种强烈的感动时，眼角总是会[不由自主地跳动起来]。
그는 어떤 강렬한 감동을 받을 때 눈꼬리가 항상 자기도 모르게 뛰곤 

한다.

(52) 斯科拉里说罗纳尔多在世界杯赛期间经常会[很任性]。
스콜라리는 호나우두가 월드컵 기간에 자주 제멋대로 행동하곤 한다고 

하였다.

(53) 我在教授瑜伽的时候经常会[很紧张]。
나는 요가 수업을 가르칠 때 자주 긴장하곤 한다.

예문(50)과 (51)의 ‘不及格’와 ‘不由自主地跳动起来’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행

동할 수 없는 동사이다. 또한 예문(52)와 (53)의 ‘任性’과 ‘紧张’은 형용사이며 

일정한 기간 안에 나타나는 성질이나 상태일 수 있다. 그것들은 문장에서 모두 

동사나 형용사를 통해 표현된 사건이나 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

한다.

주어가 복수성 성분일 때 문장의 술어부분은 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술어는 

동작동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태동사, 성질형용사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한 

개체라면 정태적인 상태나 성질은 반복적으로 출현할 수 없지만, 여러 개체에

게서 어떤 상태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54) a. (以前)北欧人家都∅有一个壁炉。
b. (以前)北欧人家都会有一个壁炉。

북유럽 주민들 집에는 모두 벽난로가 있었다. 

(55) a. (以前)她家∅有一个壁炉。
그녀의 집에는 벽난로가 있었다.

b.*(以前)她家会有一个壁炉。

미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앞에서 분석한 예문(41)에 ‘以前(이전)’를 삽

입하여 예문(54)가 된다. 이 문장의 동사는 장기간 안에 반복될 수 없는 상태동

사이다. 이때 각각 북유럽 주민들의 집에 벽난로가 있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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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예문(55a)와 (55b)에서는 한 집만 묘사하며 

그곳에서 벽난로를 반복적으로 발견될 수 없고, ‘会’는 과거의 가능성을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문(55b)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은 유생물의 성질을 묘사

하는 상황을 보자.

(56) a. 北欧人个子∅很高。
b. 北欧人个子会很高。

북유럽 사람은 키가 크다.

(57) a. 他个子∅很高。
그는 키가 크다.

b. 他个子会很高。
그는 (나중에) 키가 클 것이다.

예문(56)과 (57)의 술어는 성질형용사이며 상태형용사와 달리 쉽게 변화가 생

길 수 없다. 어떤 성질은 한정된 한 대상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문(56b)와 같은 임의지칭인 대상을 묘사할 때는 많은 개체에서 반

복적으로 관찰된 성질이 다른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예문(57)의 주어는 단수이기 때문에 ‘会’가 복수성을 나타낼 수 없고 나중

에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예문(54), (56)과 같은 상태동사와 성질형용사가 술어의 주요 성분일 

때는 전형적인 습관상과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습관상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본장의 4절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3.2.3.2 술어의 복수성 

앞에서 ‘주어+(부사어)+会+술어’의 주어와 부사어 부분이 ‘会’와 공기할 때 

습관상을 나타내는지의 여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술어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성분으로 인해 문장 전체가 

복수성의 해석을 얻게 되는 상황을 제외시키기 위해, 문장의 주어가 단수이고 

부사어가 복수성이 없는 성분을 가진 문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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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같은 습관상이 문법화된 표지가 있는 언어에서 이러한 표지는 필수적

인 것이 아니다. Rimell(2004) 등에서 다음의 예문(58), (59)와 같은 일반 현재

시제는 습관상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러한 문장은 무표적인(zero-marking) 용

법이라고 한다.

(58) a. Mary drinks beer.

玛丽喝啤酒。
마리는 맥주를 마신다.

b. Mary reads the Times. Rimell(2004)

玛丽看≪泰晤士报≫。 
마리는 타임스 신문을 읽는다.

(59) 영희는 걸어서 출근한다. 김천학(2016)

英熙走路上班。

영어와 한국어는 문법화된 시제 표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시제로 표현되는 사

건이 일정한 문맥이 없어도 습관상의 해석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어는 문법화된 현제시제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장에서 다른 복수

성을 가진 성분이 없을 때 술어만으로도 습관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 邹海清

(2012)은 일부 맨 동사로 표현된 사건이 여러 개의 상황과 연관이 있으면 습관

상의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60) a. 我喝酒。
나는 술을 마신다.

b. 我在食堂吃饭。
나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c. 我用左手打球。 邹海清(2012)

나는 왼손으로 공을 친다.

邹海清(2012)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60)과 같은 문장은 단수의 상황과 대응

할 때 습관상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본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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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한 상황과 차이가 있다. 부사어 부분과 주어 부분이 복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문장의 사건은 반드시 습관상만 나타낸다. 그러나 술어 부분의 반복 여

부는 술어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외부의 기타 연관된 성분의 

복수성에서 찾아내야 한다. 복수성의 해석을 줄 수 있는 문장 외부의 기타 성

분은 대부분이 본장 3.1절에서 언급한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술어 부분만에 

의해 문장 전체는 습관상의 상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없다.

중국어는 기타 수식 성분이 없는 단순 ‘주어+술어’형식인 문장에서 ‘会’를 삽

입하면 대부분이 능력이나 미래에 어떤 행위를 실행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습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61) a. 我会喝酒。
나는 술을 마실 줄 안다.

b. 我会在食堂吃饭。
나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c. 我会用左手打球。
나는 왼손으로 공을 칠 줄 안다.

그러나 코퍼스에서 간혹 문장의 나머지 성분이 원래 복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会’가 출현하면 전체 문장이 습관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장은 모두 어떤 사람의 생활 습관을 묘사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

펴보자.

(62) a. 在生活里，他会一个人坐了出租车来寻找母亲，会和母亲一起陪同来自远
方的客人｡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혼자서 택시를 타고 어머니를 찾으러 가며, 어

머니와 함께 먼 곳에서 온 손님을 모시고 다니곤 한다.

b. 现在的我很好，我会一个人安静的看书，听音乐。
지금의 나는 잘 지낸다.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음악을 듣기도 한다.

예문(62a)는 그 사람이 때때로 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문장의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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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어, 술어는 모두 원래 복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会’의 출현은 주어가 그

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해석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여기서 ‘会’는 습

관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会’의 이러한 사용은 많이 찾

을 수 없고, 문장에서 출현하는 나머지 성분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다.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고, 술어동사는 동작행위여야 하며, 문장이 묘사하는 상황은 특정

한 시간이 될 수 없다. 이는 ‘会’가 문장의 다른 성분을 의지하지 않고 단독적으

로 사태를 복수화시키는 역할이 아직까지 매우 약한 것을 의미한다.

3.3 ‘会’의 역할 및 습관상의 성질 

앞에서 ‘会’가 출현한 문장에서 각 주요성분 때문에 사건이 습관상으로 분석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찰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문장에서 ‘会’의 역할 

및 출현 조건을 토론한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는 ‘会’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는 ‘会’가 출현할 수 없는가? 또한 만약 ‘会’가 출현할 수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으로 ‘会’와의 

공기 여부를 통해 중국어의 습관상 범주를 다시 분석하고자 한다.

3.3.1 ‘会’의 출현 여부 및 역할

일부 학자들은 ‘会’가 습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을 언급하였지만 대부분

이 자세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会’의 출현 조건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王晓凌(2007a)과 范晓蕾(2016)는 유일하게 ‘会’의 출현 여부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였지만 양자는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王晓凌(2007a)은 

습관상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会’가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范晓蕾

(2016)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会’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그의 분석에서는 생

략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会’의 출현 여부에 대해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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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생략 가능한 경우

范晓蕾(2016)는 습관상을 갖는 문장에서 특정한 조건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

으면 ‘会’를 생략할 수 있으며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 변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会’가 문장에서 어떤 조건이 구비되면 어떤 사건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63) a. 小王[每周一]都会在办公室。
b. 小王[每周一]都∅在办公室。

왕군은 매주 월요일에는 사무실에 있다.

(64) a. [牌子不同]的衣服，价钱会不一样。 范晓蕾(2016)

b. [牌子不同]的衣服，价钱∅不一样。
브랜드가 다른 옷들은 가격 차이가 있다.

范晓蕾(2016)는 예문(63)에서 ‘每周一(매주 월요일)’는 왕군이 사무실에 있는 

조건으로 간주되며, ‘会’는 ‘周一’가 되면 왕군이 사무실에 있는 사건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난다고 본다. 같은 분석 방식으로 예문(64)도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每周一’와 ‘牌子不同的衣服’를 과연 조건으로 분석할 수 있

는지에 대해 토론할 여지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이 없어도 ‘会’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14)와 (34)는 습관상에 해당

하며, ‘会’를 생략할 수 있다.

(14) a. 在这方面，比尔给了我很多帮助，我们[经常]会讨论这些问题。
b. 在这方面，比尔给了我很多帮助，我们[经常]∅讨论这些问题。

(34) a. 江青[时时处处]会露出资产阶级意识，主要表现之一是她待人不平等，不
尊重人。

b. 江青[时时处处]∅露出资产阶级意识，主要表现之一是她待人不平等，不
尊重人。

그러나 范晓蕾(2016)는 문장의 주어가 총칭성 명사이면 명시된 조건이 문장

에서 출현해도 ‘会’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총칭성 명사가 표현된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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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대상이면 ‘会’는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다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65) a. [人]会生病，神仙不会生病。
사람은 병이 날 수 있지만 신선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b.*[人]∅生病，神仙不会生病。
(66) a. [旧电器]总是会坏。

오래된 전자제품은 늘 고장이 난다.

b. ?[旧电器]总是∅坏。7)

먼저 예문(65a)의 ‘会’는 생략할 수 없지만 문장 전체가 전형적인 습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관찰할 여지가 있다.8) 예문(66a)의 ‘会’는 생략

해도 문장이 많이 어색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본고의 고찰 결과는 총칭성 명

사가 주어가 될 때는 ‘会’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38) a. 我听说[你们中国人]会体罚小孩子。
b. 我听说[你们中国人]∅体罚小孩子。

예문(38)에서 ‘会’ 앞의 명사도 총칭성 명사이며, ‘会’를 생략한 예문(38b)와 

(38a)는 范晓蕾(2016)의 기준으로 보면 큰 의미 변화가 없다. 따라서 范晓蕾

(2016)에서 제시한 ‘会’의 사용 조건과 의미 역할에 대한 분석은 설득력이 부족

하다. 본장은 다음 절에서 앞에서 분석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会’의 생략 가

능 여부를 다시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부사어의 복수성 때문에 문장 전체가 습관상의 특징을 띠는 상황에서 

‘会’는 대부분 생략할 수 있다. 부사어 부분이 빈도부사, 시간사, 조건절 등일 

 7) 부호 ‘?’는 해당 문장이 비교적 어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 본고는 이 예문에서 ‘会’가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즉, 어떤 주체가 사람이면 나중에 반드시 죽게 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会’가 미래를 

지시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은 본고의 제5장에서 다룬다. 본장은 습관상과 공기

할 때 ‘会’의 사용 양상만 고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예문을 더 이상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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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복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묘사한 사건은 습관상의 특징을 나

타낸다. 앞의 절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16) a. 十年来他[偶尔]会寄明信片，地点都不一样。
b. 十年来他[偶尔]∅寄明信片，地点都不一样。

(24) a. 我[晚上]会做恶梦。
b. 我[晚上]∅做恶梦。

(27) a. 他[不高兴的时候]会一直皱着眉。
b. 他[不高兴的时候]∅一直皱着眉。

(33) a. 他[两个星期]会去看[一次]电影。
b. 他[两个星期]∅去看[一次]电影。

둘째, 주어의 복수성 때문에 문장 전체가 습관상의 특징을 띠는 상황에서도 

‘会’는 대부분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한 후에도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의 대조를 통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67) a. 这里住的都是单身女性，[很多人]前一天晚上就会把垃圾丢出来。
b. 这里住的都是单身女性，[很多人]前一天晚上就∅把垃圾丢出来。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독신 여성이며, 많은 사람들이 전날 밤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곤 한다.

셋째,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술어 부분만을 통해 문

장 전체는 습관상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단순 ‘주어+会+술어’ 문장에서 ‘会’는 

능력이나 미래를 지시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장의 고찰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문장에서 묘사한 사건을 복수화시킬 수 있

는 성분이 있으면 문장 전체가 습관상의 특징을 구비하게 된다. ‘会’는 이러한 

문장에서 대부분 출현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문장에서 ‘会’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출현 여부에 따라 문장 전체의 의미는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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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rie(1985:39)는 습관상도 양태(mood)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습관상은 현실 세계에 관한 한정된 횟수의 관찰로부터 가능 세계에 

대해 일반화의 결론을 귀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oneh & 

Doron(2008)도 습관상은 양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영어의 ‘would’와 현대 

히브리어의 ‘haya’는 양태와 습관상의 가능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아

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68) a. ya’el      hayt-a     nosa’-at  la-‘avoda  ba-’otobus.

Yale  HYY-PAST-3SF  go-SF   to-work    by-bus

Yale used to/would go to work by bus. 

b.?Yale会坐公共汽车去上班。
c. Yale(以前)[经常]会坐公共汽车去上班。

Yale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곤 했다.

(69) a. ‘ilu      laqaxta       l-a    et-ha-’oto, 

if(irr.) take.PAST-2SM  to-her  ACC-the-car,

ya’el      hayt-a     nosa’-at  la-‘avoda  ba-’otobus.

Yale HYY-PAST-3SF   go-SF   to-work   by-bus

If you took her car, Yale would go to work by bus.

b. 要是你开了她的车，Yale会坐公共汽车去上班。
당신이 그녀의 차를 가지고 간다면, 예일은 버스로 출근할 것이다.

예문(68a)는 주어의 어떤 과거의 습관을 묘사하며 ‘hayt-a’는 습관상에 해당

된다. 예문(69a)에서 예문(68a)는 후행절로 사용되며, ‘hayt-a’는 습관상을 나타

내지 않고 과거에 대한 가정된 조건의 결과를 드러낸다. 즉, 현대 히브리어에서 

같은 형식을 가진 표지 ‘hayt-a’는 습관상과 양태를 모두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에 대응한 중국어 표현인 예문(68b), (68c), (69b)가 있는데 예문(69b)는 문맥이 

없으면 습관상의 해석을 얻을 수 없다.9) 이는 본고가 앞에서 논의한 부분과 일

치한다. ‘会’가 출현한 문장에서는 반드시 복수성을 나타내는 기타 성분이 있어

 9) 또한 히브리어 문장은 원래 과거의 어떤 사태를 묘사하는데, 본고 제5장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단순한 문장의 형식일 때 ‘会’는 과거의 사태를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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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사건을 습관상으로 볼 수 있다. 사건을 복수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없으면, 

‘会’는 능력의 의미를 나태내거나 미래를 지시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특정

한 문맥이 없으면, 단독적으로 사용된 ‘会’는 습관상의 표지가 아니다.

그러면 기타 성분과 공기할 때는 기타 성분이 습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

시에 ‘会’를 습관상의 공용 표지로 볼 수 있는가? Palmer(2001)는 세계 각종 

언어의 양태에 관한 유형론적 고찰의 결과에 따라 비현실10) 범주를 나타낼 때

는 협동체계(joint system)와 비협동체계(non-joint system) 이 두 가지가 있다

고 하였으며 협동체계를 설명할 때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70) a. wás-t’a-yibahw Palmer(2001)

[INFREQ]-1+AG+IRR-see

I [seldom] see it.’

b. 我[很少]会看到它。
나는 아주 가끔 그것을 보게 된다.

예문(70a)는 포합어에 속하는 미국 원주민 카도어(Caddo)의 실제 용례이다. 

문장에서 빈도를 나타내는 성분과 비현실 표지가 동시에 사용되어 사건의 발생 

빈도를 표현한다. 이러한 사용은 중국어 ‘会’가 습관상을 나타내는 문장에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예문(70b)에서 ‘很少’는 사건의 반복 빈도를 표현하고 

습관상을 나타내며 ‘会’는 카도어의 비현실 표지에 해당된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습관상을 나타내는 문장에서의 ‘会’의 사용 여부는 바로 

현실과 비현실 세계의 구분과 관련이 있다. ‘会’가 출현하지 않은 문장은 객관

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를 한다. 이에 비해 ‘会’가 출현한 문장은 현실에 근거하

며 주관적으로 상황을 추상화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추론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会’가 출현한 문장은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며 비현실 범주

에 속한다. 

10)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현실(realis) 범주에 속하며 나머지 사건

은 비현실(irrealis) 범주에 속한다. 언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 명령, 
예측 등은 비현실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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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a. 小王[每周一]都会在办公室。
b. 小王[每周一]都∅在办公室。

范晓蕾(2016)는 예문(63a)와 (63b)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

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63a)는 분명히 주관성이 강하며, 예문(63b)는 단순한 객

관 사실에 대한 묘사이며 객관성이 강하다. 다만 단독적으로 사용될 때 이러한 

차이는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특정한 차이가 없다고 보는 주장이 나

오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된 Comrie(1985:39)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Comrie(1985:39)에 따르면 습관상은 원래 일정한 양태성을 구비한다. 그렇다면 

‘会’를 삽입하면 전형적인 양태 범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양자의 차이는 그

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会’가 습관상의 해석을 줄 수 있는 

표지와 공기할 때는 의미적으로 보면 일정한 잉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습관상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会’의 사용은 비현

실을 표현할 때의 협동체계에 속한다. 즉, 다른 성분은 습관상의 의미를 드러내

고 ‘会’는 비현실성을 나타내며, 양자는 협동적으로 완전한 비현실 체계를 구축

한다. 특정한 문맥이 없을 때 문장에서 ‘会’가 출현하지 않으면 문장의 현실성

이 강하며, ‘会’가 출현하면 문장의 비현실성이 부각된다. 이때 사용된 ‘会’는 

주관성을 나타내며, 문법화의 정도는 높지 않으므로 ‘会’의 출현은 아직까지 그

렇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코퍼스를 검색하면 이어서 출현한 문장

들에서 ‘会’가 사용되다가 또 다시 생략되는 용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다

음 예문을 보자. 

(71) 大多数同学一学期都是上5门课程，女儿[有时]会帮助好友注册一门，好友
[有时]也∅帮助她注册一门。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학기에 다섯 과목을 수강한다. (우리) 딸은 때로

는 친구를 위해 한 과목을 더 신청하고 친구도 때로는 (우리) 딸을 위

해 한 과목을 더 신청하곤 한다. 

(72) 中央戏剧学院附近的北兵马司胡同里，有个北剧场。这里[经常]会上演一些

话剧，中戏的学生也[常常]∅来此排练。
중앙연극학교 근처에 있는 베이빙마쓰 골목 안에 베이극장이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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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자주 공연하고 연극학교의 학생들도 때때로 이곳에 와서 연습하

곤 한다.

예문(71) 뒤에 있는 두 문장에서 첫 번째 ‘有时’는 ‘会’와 공기하고 있지만 두 

번째 ‘有时’ 뒤에 ‘会’가 출현하지 않았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두 문장은 크게 

차이가 없다. 예문(72)도 마찬가지로 ‘经常’과 ‘常常’은 ‘会’와 공기하는 양상이 

다르다. 이러한 쉽게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용례들의 존재는 ‘会’의 역할이 강제

적지 않고 문법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3.3.1.2 출현할 수 없는 경우

앞의 절에서 습관상을 갖는 문장에서 ‘会’는 주관성을 나타내며 비현실 범주

에 속한다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문장에서 

‘会’는 출현할 수 없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화자가 문장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주관성을 지

니고 있는 ‘会’가 출현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의 비교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73) a. [偶尔]∅很饿的时候吃一下还是可以的。
가끔 많이 배고플 때 먹으면 괜찮다.

b.*[偶尔]会很饿的时候吃一下还是可以的。
(74) a. 上司批评他[常常]∅玩游戏，因为这样耽误了工作。

상사는 그가 자주 게임을 하는 것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일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이다.

b.*上司批评他[常常]会玩游戏，因为这样耽误了工作。

예문(73a)에서 ‘偶尔很饿’는 ‘吃一下’의 전제이기 때문에 비현실의 표지를 삽

입할 수 없다. 예문(73b)는 ‘会’를 삽입하면 비현실에 대한 판단이 된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예문(74a)는 그 사람

이 지금까지 자주 하는 행위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을 나타낸다. 과거에서 어

떤 행위가 반드시 현실적인 것이어야 지적을 받은 이유가 된다. 그 사람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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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당연히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예문(74b)는 성

립할 수 없다.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는 다음 예문의 대조를 통해 더 분명히 드

러낼 수 있다.

(75) a. 成都的南边是我们小时候[经常]∅玩耍的地方。
청두의 남쪽은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놀던 곳이다.

b.*成都的南边是我们小时候[经常]会玩耍的地方。
(76) a. 我们小时候[经常]∅在成都的南边玩耍。

b. 我们小时候[经常]会在成都的南边玩耍。
우리는 어릴 때 자주 청두의 남쪽에서 놀곤 했다.

예문(75)와 (76)은 같은 상황을 묘사하지만 화자가 관찰하는 각도의 차이가 

있다. 예문(75a)는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한 곳에 대한 묘사이다. 비현실적인 사

건을 통해 이러한 객관적인 존재를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문(75b)는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주어가 과거의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묘

사하는 문장인 예문(76a)와 ‘会’를 삽입한 예문(76b)는 모두 성립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사건이 모두 화자에게 관찰될 필요가 없다. 화자가 일부의 사건만 

관찰해도 예문(76b)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둘째, 화자가 문장의 진실성, 즉 현실성에 대한 판단을 강하게 드러내는 성분

이 있을 때는 ‘会’가 출현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7) a. 可他[常常]∅是一个人开着车到赛场，然后埋头苦拍。
b.*可他[常常]会是一个人开着车到赛场，然后埋头苦拍。

(78) a. 可他[常常]∅一个人开着车到赛场，然后埋头苦拍。
b. 可他[常常]会一个人开着车到赛场，然后埋头苦拍。

그러나 그는 항상 혼자 운전해 경기장에 와서 전심전력으로 영화를 

찍는다.

예문(77a)에서 강한 판단을 나타내는 ‘是’가 출현하여 사건의 진실성을 강조

한다. 이때는 비현실성을 나타내는 ‘会’를 삽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문(77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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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是’를 삭제한 예문(78a)와 (78b)는 모두 매우 자연스

러운 문장이다.

3.3.1.3 반드시 출현하는 경우

‘会’는 문장에서 주관성을 나타내며 비현실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会’가 반드시 출현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어떤 사건이 화자에게 반복적으로 관찰되면, 

화자는 그 사건이 일정한 기간에서 주어의 습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기타 

사건을 현실로 전달하면 그것들과 동시에 출현한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会’는 반드시 출현한다. ‘会’를 통해 문장은 화자의 판단, 즉 일정한 추세라는 

것을 부각하며 그 다음 특정한 현실적인 사건이 그러한 판단에 부합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79) 一向会在各种赛事中创造奇迹的朝鲜队，今天[果然]先声夺人。
각종 경기에서 항상 기적을 만드는 북한팀은 오늘도 역시 상대를 제압

한다.

(80) 广西的体育时常会给全国甚至全世界一个震惊。以体操为例，这块孕育了一
代体操王子李宁的大地，如今[又]冉冉升起了一颗新星。
광시의 체육계는 자주 전국 심지어 전세계를 놀라게 한다. 체조를 예로 

들면, 체조의 전설로 불리는 리닝을 육성한 이 땅은 지금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다.

(81) 美国人经常会做些不可思议的事情。[去年奥运会期间，亚特兰大的百年公
园发生大爆炸。事后，大批美国游客蜂拥到那里拍照留念]。
미국 사람들은 자주 사람들이 믿기 힘든 일을 한다. 작년 올림픽 때 애

틀란타의 센티니얼 공원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기념사진

을 찍기 위해 대량의 관광객들이 밀려들었다.

예문(79)에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면 이전부터 북한팀은 항상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오늘에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화자의 판단에 

부합한다. 이러한 판단과 부합하는 태도는 ‘果然’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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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81)도 마찬가지로 먼저 화자의 판단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한 

실례를 서술한다.

둘째, 화자가 문장의 비현실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는 ‘会’를 사용한다. 

비현실성의 가장 대표적인 용법은 미래이다. 문장에서 나타나는 습관이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미래까지 계속 유지되면 ‘会’를 통해 표현한다. 영어의 

‘used to’와 ‘would’는 과거의 습관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어와 같은 언어

에서 습관상 표지는 과거시제 형식과 현재시제 형식이 모두 존재한다. 한국어

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82) a. 영희는 걸어서 출근하곤 했다.

b. 영희는 걸어서 출근하곤 한다.

(83) a. 英熙[以前]常常会走路上班。
b. 英熙常常会走路上班。

예문(82a)는 과거에 영희가 어떤 습관이 있던 것을 묘사한다. 그러나 예문

(82b)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앞으로도 있을 습관을 나타낸다. 이에 대응한 

중국어 문장 예문(83a)와 (83b)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판단을 포함시킬 때는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는 ‘会’가 반드시 출현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다음 예문의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다.

(84) a. 外公的残疾非常古怪，据说是头颈神经坏了，他的头不时会转动。
외할아버지의 장애는 매우 특이하다. 듣기로는 목 부위의 신경을 다

쳤는데 그의 머리가 불시에 돌아간다고 한다.

b.*外公的残疾非常古怪，据说是头颈神经坏了，他的头不时∅转动。
(85) a. 他说他有时会想到贝尔格莱德的步行街，想到那条街上的夜景。

그는 자기가 때로는 베오그라드의 보행거리를 생각하며 그 거리의 

야경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b.*他说他有时∅想到贝尔格莱德的步行街，想到那条街上的夜景。

셋째, 독립된 문맥에서 문장에 복수성을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성분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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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会’는 습관상의 표지로서 문장의 전체적인 상적 해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장이 묘사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면 ‘会’가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86) a. 大姐大一听到那个人的名字就∅放声大哭，难道此二人真的“缘已尽”？
큰누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 둘은 정

말 ‘연이 다한’것일까?

b. 大姐大一听到那个人的名字就会放声大哭，难道此二人真的“缘已尽”？
큰누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 둘은 

정말 ‘연이 다한’것일까?

중국어 ‘一…就…’구조는 주로 두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가 바로 이어지는 것

을 나타내는데, 예문(86a)는 큰누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나서 바로 울기 

시작한 상황을 묘사한다. 그러나 예문(86b)는 큰누이가 매번 울었던 행동을 나

타낸다. 전자와 후자의 표현방식은 사실상 ‘会’의 출현 여부 밖에 없다. 따라서 

‘会’는 후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예문(86b)에 ‘常常’ 등 반복성을 지니는 성분을 삽입하면, 앞

에서 분석했듯이 ‘会’는 다시 생략할 수 있다.

김아영(2007a)은 다음 예문(87b)와 같은 문장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 동반 실현됨을 나타내는 표지인 ‘总是’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조건 관계로 분석할 수 

있는데, 부사 ‘总是’는 조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

한 해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문을 다시 분석해 보면, 원래 예문(87a)의 선

행절이 묘사하는 상황은 실제로 단 한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다. 그러나 예문(87b)의 선행절에서는 ‘从此(이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행 사

건에 대한 우선적인 해석은 한번만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행절과 후행절

의 시제적인 지시가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예문(87c)와 같이 후행절에서 

‘总是’ 대신 ‘会’를 사용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会’는 습관상의 표지로

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며, 선행절도 반복된 사건으로 해석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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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a. 从此家里买了好吃的，[总是]∅先放在我面前。
이후로 집에서는 맛있는 것을 사면 늘 내 앞에 먼저 놓아주었다.

b.*家里买了好吃的，∅先放在我面前。
c. 家里买了好吃的，会先放在我面前。

집에서는 맛있는 것을 사면 내 앞에 먼저 놓아준다.

3.3.2 ‘会’를 통해 다시 본 중국어의 습관상

앞에서 습관상을 갖는 문장에서 ‘会’의 출현 여부와 역할을 분석하였다. 여기

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국어의 습관상 범주를 다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Palmer(2001)의 유형론적 고찰의 결과에 따르면 세계 많은 언어에서 

습관상은 다른 범주에 속한다. 일부 언어에서 습관상은 기타 비현실 범주와 같

은 표지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히브리어에서 

습관상 표지는 다른 문맥에서 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특히 습관상은 원래 일

정한 양태성을 구비하기 때문에 습관상을 비현실의 하위 범주로 분류해야 한

다. 또한 일부 언어에서 습관상은 비현실과 다른 표지를 사용한다. 이때 습관상

은 상 범주에 속한다. 영어의 ‘used to’와 한국어의 ‘-곤 하다’는 바로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중국어에서 습관상은 사건을 복수화시킬 수 있는 어휘 수단으

로 표현한다. 습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会’가 자주 사용되지만, 제한 

없이 단독적으로 습관상을 나타낼 수 없는 것으로 보면 습관상의 표지가 될 수 

없다. ‘会’가 습관상과 공기하는 현상은 Palmer(2001)에서 제시한 비현실을 나

타내는 협동체계의 비현실 표지와 같다. 따라서 중국어의 습관상은 상 범주에 

속하며, ‘会’를 삽입할 때 문장 전체가 비현실성을 나타낸다.

다음은 중국어 습관상 범주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Comrie(1976:27)는 

반복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일정한 연속적인 기간의 특징을 나타내

면 그 상황은 습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영어에서 

‘used to’가 이미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used to’가 반복성이 

없는 상태동사와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omrie(1976:27)의 관점에 

대해 언어학계에서는 많은 반론들이 있다. Binnick(2006)은 ‘used to’를 

‘would’와 비교하여 ‘used to’가 전형적인 습관상 표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75 -

‘would’는 상태동사와 공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태동사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상태는 모두 한정적(bounded) 반복성이 있는 상태라고 논의하였다. ‘used to’

와 상태동사가 공기하는 문장의 한국어와 중국어 대응 표현은 다음과 같다.

(88) a. The temple of Diana used to stand at Ephesus.

b.*다이아나 신전은 에페수스에 있곤 했다.

c.*雅典娜神庙曾经会坐落在以弗所。

한국어 예문(88b)에서 습관상 표지인 ‘-곤 하다’를 삽입하면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중국어 예문(88c)에서 습관상과 공기할 수 있는 ‘会’도 삽입할 수 없

다. 따라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습관상은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한다. 본장 앞

에서 언급한 Langacker(1999b)의 습관상 영상도식을 단순화하면 중국어의 습

관상은 ‘会’와 공기할 때의 인지방식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도식 3-3> ‘会’와 공기하는 습관상의 인지방식

도식에서 사건은 반드시 한정적(bounded) 반복이어야 하며 반복의 횟수는 

한정될 수 없다. 한정되지 않은 횟수만 ‘会’의 출현을 허용한다. 한정되는 횟수

의 반복은 습관상이 아닌 완정상에 해당된다.

이 외에 Binnick(2006), Carlson(2009) 등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습관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의지성 동작동사뿐만 아니라 한정적 반복 상태가 나타

낼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습관상과 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는 본고에

서 중국어에 대한 고찰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습관상은 보통 개인의 습관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습관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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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2절에서 NP가 복수일 때 습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고찰

하고자 한다. 전영철(2012)에 따르면 화자는 객관 세계에 대해 자주 일반화를 

시킨다.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습관상으로 일반화한다. 같은 현상이 

많은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면 총칭상으로 일반화한다. 3.2절에서 분석한 

NP가 복수일 때의 상황은 총칭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지방식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도식 3-4> ‘会’와 공기하는 총칭상의 인지방식11)

총칭상을 갖는 문장에서 화자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많은 대상에서 같은 상

황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면 그 부류의 모든 구성원은 모두 그러한 상황에 해당

하는 추론을 하게 된다. 총칭상과 습관상의 추론방식은 같기 때문에 모두 ‘会’

를 통해 이러한 추론이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총칭상의 

대상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시간적 반복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시에 습관상에도 

해당된다. 다음의 예문(89)는 바로 이러한 문장이다. 

(89) [日本人][正月里]会喝屠苏酒。 
일본 사람들은 음력 1월에 도소주를 마신다.

3.4 소결

‘会’는 학계에서 보통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11) ‘t’는 시간을 표시하며 총칭상은 시간과의 관련이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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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서 일부의 ‘会’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본장은 습관상을 

갖는 문장에서 ‘会’가 자주 출현하며 능력이나 가능성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습관상을 갖는 문장에서는 항상 사건을 복수화시키는 성분이 있다. 이에 따

라 ‘주어+부사어+会+술어’의 형식으로 나누어 각 성분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주어와 부사어 부분의 공통된 특징은 [+복수성]의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술어 부분만 존재하면 술어 자체는 복수성이 없으며, ‘会’와 공기

하면 일반적으로 능력이나 미래를 지시하는 용법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会’가 복수화시킬 수 있는 성분과 공기하는 상황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会’는 출현할 수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상황의 

차이는 ‘会’의 성질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에 있는 ‘会’는 비현실을 나

타내는 협동체계의 비현실 표지이다. 문장에서 복수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은 

습관상을 나타내며 ‘会’를 습관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라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습관상의 범주를 ‘会’의 출현 여부에 따라 고찰하였다. 

반복성이 없고 지속적인 상황이면 ‘会’가 출현할 수 없고 습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会’가 출현 가능한 모든 문장은 모두 습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주

어가 총칭성 명사일 때 문장의 술어는 시간적 반복이 없으면 총칭상에만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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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会’의 서상법 표지 기능

앞서 제3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묘사할 때 ‘会’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외에 반복이 없고 한 번만 발생한 사건에 ‘会’를 사용하여 묘사

하는 문장도 발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화자는 분명히 사건이 사실이라고 이

미 알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가능성의 대한 판단이라고 여기는 ‘会’를 사용

하였다. 본장은 어떤 성분이 이러한 문장에서 자주 출현하고 또한 ‘会’가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어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언어의 연관된 현상을 토론하는 

연구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유형론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 ‘会’의 이러

한 사용은 서법 범주에 속하는 서상법 표지와 매우 유사하며, 문장이 전체적으

로 드러내는 태도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본장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会’의 구체적인 특징 및 사용조건을 밝혀내고자 한다.

4.1 기존 연구 검토

4.1.1 서상법 표지 ‘会’에 관한 연구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연구는 보편적으로 ‘会’의 의미가 주로 능력 및 가

능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기 힘든 다른 용

법도 존재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습관상의 용법 외에, 이미 발생한 상황을 묘

사하며 가능성과 관련이 없는 유형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먼저 다음 예를 보자.

(1) 武步云瞠大了眼，真佩服孙长容会想出这馊主意。
우부윈은 놀라워 눈이 크게 떠졌다. 쑨창롱이 이런 절묘한 방법을 생각

해 내다니 그는 정말 감동했다.

(2) 德国人对斯塔庆柯以死相威胁，叫他出任市长。但是敌人为什么偏偏会选中
斯塔庆柯呢？
독일 사람들은 스타진그를 죽음으로 협박하여 시장직을 시키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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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들은 왜 유독 스타진그를 선택했을까?

예문(1), (2)에서 ‘会’의 뒤에 표현된 사건들은 모두 화자가 발화 이전에 출현

한 현실적인 사건들이다. ‘会’는 이미 실현된 사건과 공기할 때 능력이나 발생

할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이는 전형적인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可能’과 ‘一定’을 문장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

(3) a.*武步云瞠大了眼，真佩服孙长容[可能]会想出这馊主意。
b.*武步云瞠大了眼，真佩服孙长容[一定]会想出这馊主意。

앞의 예문(1)은 성립하는 반면에 전형적인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可能’

과 ‘一定’을 삽입한 (3a)와 (3b)는 성립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예문(1), (2)와 같

은 문장에서 ‘会’는 가능성의 의미, 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전달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 ‘会’가 출현할 수 있는 이유와 그것이 나타내

는 의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을 언급한 연구는 王晓凌(2002)과 王晓凌(2007a)밖에 

없다. 이 두 연구에서 문장의 술어동사가 ‘没想到’, ‘想不到’, ‘原以为’ 등일 때 

‘会’는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 화자의 원래 예상과 상반되는 상황을 강조하는 의

미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4) 当时我傻站了很久，我怎么也[想不到]家珍会好起来了。 王晓凌(2002)

그 당시에 나는 오랫동안 멍하게 서 있었고 아무래도 자전의 병이 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5) 我[没想到]马术队的年轻人会如此看重他们的胜利。   王晓凌(2007a)

승마팀의 젊은이들이 승리를 이렇게 중시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王晓凌(2002)은 예문(4)에서 화자가 ‘家珍好起来了’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이

전에 ‘家珍好不起来’라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출현한 객

관적인 사실은 화자의 예상과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러

한 문장의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발생시간, 즉 참조시간(refere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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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어 부분에 있는 사건의 발생시간보다 항상 이르다고 결론지었다. 이러

한 견해가 예문(4), (5)와 같은 문장을 해석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더 많은 

현상에 적용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로 두 가지 문제

점이 있다.

첫째, 실제 사용에서는 두 사건의 발생시간의 선후관계가 일정하지 않다. 어

떤 사건은 이미 사실이 되었어도 나중에 화자1)가 그 사건의 발생에 대해 ‘会’

를 통해 자신의 판단을 드러낼 수도 있다. 다음의 예문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6) 洪毅国有些[后悔]自己居然会找他商量这件事，摆明了就是找错对象了。
홍이궈는 놀랍게도 자신이 그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상의하다니 좀 후

회되고 분명히 대상을 잘못 찾았다고 느꼈다. 

(7) 在这两个人之中，理智的那位一直在[抱怨]他会得失语症，他老是会把一个
词、一个字母当作另一个词或字母说出来。
이 두 사람 중에서 이성적인 그 분은 계속 자기가 실어증에 걸린 것을 

원망합니다. 그는 항상 어떤 단어, 어떤 알파벳을 다른 단어나 알파벳으

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现代汉语词典(第5版)에서는 ‘后悔’의 의미가 ‘일이 끝난 뒤 후회하다’로 분

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문(6)에서 ‘找他商量这件事’는 먼저 발생한 것이고, 

나중에 화자가 자신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 후회되는 감정이 생긴 것이며 화자

의 예상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두 사건의 발생 시간의 선후관계는 ‘会’

의 사용 여부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예상과 상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会’를 사용하는 문장들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王晓凌(2007a)의 분석에 의하면 ‘会’의 뒤에 출현한 사건은 모두 

화자의 예상과 상반되며 ‘会’는 예측에 부응하지 못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

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1) 이러한 용법의 ‘会’는 대부분 목적어절에서 출현하며 주절의 주어는 목적어절의 내

용을 전달하는 화자이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는 1인칭이 아니더라도 화자로 간주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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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很[高兴]你会那么说。
네가 그렇게 말하니 너무 기뻐.

(9) 我很[骄傲]自己会做出离开舒适环境的选择。
나는 내가 편안한 환경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예문(8)과 (9)에서 화자는 실현된 사건의 발생 여부를 미리 예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앞의 예문

(4)-(7) 중의 ‘想不到’, ‘没想到’, ‘后悔’ 등을 통해 사건의 발생에 대해 드러나는 

부정적인 태도와 대조된다. 따라서 王晓凌(2002)과 王晓凌(2007a)은 일부의 현

상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 두 논문에서 발견하지 못한 현상을 설

명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본장에서는 문장에서 전형적인 가능성의 의미와 전혀 모순된 용법을 나

타내는 ‘会’가 출현하는 상황을 보다 더 전면적으로 고찰하여 이러한 ‘会’의 역

할과 사용조건을 찾아내고자 한다.

4.1.2 서상법에 관한 유형론적 접근

가능성의 의미나 비현실성을 나타내는 문법수단이 이미 실현된 현실적인 사

건과 공기하는 현상은 유독 중국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타 언어에

서도 유사한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 언어들에 대

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연구 결과가 많은 인구어이며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호주 및 미주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다. 먼저 인구

어의 사용상황을 살펴보자. 

인구어에서 명제 또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수단은 서법(mood)이다.2) 서법의 하위분류는 매우 복잡하지만 본장의 연구와 

 2) 본고는 Palmer(2001)의 양태(modality)와 서법(mood)에 대한 견해를 채택하기로 한다. 
Palmer(2001)에 따르면 양태는 덜 문법화되고 주로 양태동사, 양태부사 등을 통해 화

자가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이고, 주로 동적양태, 의무양태, 인
식양태, 증거양태 등 네 가지의 하위분류가 있다. 반면 서법은 많이 문법화되어 동사



- 82 -

관련된 것은 ‘indicative’와 ‘subjunctive’이다. 이 두 가지 용어에 대응된 표현

은 주로 직설법(直述法)/가정법(假定法), 서실법(叙实法)/서상법(叙想法) 등이 있

다. 민경모(2010)는 서법의 관련 용어의 유래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중의 서실법(indicative)과 서상법(subjunctive)이라는 용어는 형태중심적 서법

관보다 의미⋅기능중심적 서법관에 걸맞은 용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실

법과 서상법의 구별 각도가 본장의 고찰 대상과 더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서실

법은 현실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표현하는 반면, 서상법은 가정된 사건을 드러

낸다. 그러나 인구어에서 다음 예문(10)과 같이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서상법의 형태를 취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가정법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면 용법의 실례와 용어는 모순이 생긴다. 그러한 형태적인 수단을 선

택할 때 결정하는 요인은 명제나 사태의 현실성 여부가 아니라 화자가 그것들

에 대해 취하는 태도이다. 서법을 더 합리적으로 파악하려면 그것의 기능으로

부터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장은 서실법과 서상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로 한다. 다음 인구어에서의 구체적인 사용을 분석해 보자.

(10) Me  alegra   que  sepas             la  verdad. Lunn(1995)

me it pleases that know+2SG+SUBJ   the truth

I’m glad that you should know the truth.

사실을 알고 있다니 기분이 좋다.

(11) It is surprising that he should be a teacher.

그가 교사라니 놀랍다.

스페인어 예문(10)에서는 동사가 서상법을 나타내는 굴절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는 화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서술할 때

는 서실법을 사용하며 서술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는 서상

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예문(10)에서는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까지 모두 종속절

(subordinate clause)에 출현한 사건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도 종속절의 동사

는 서실법이 아닌 서상법의 형태를 취한다. 영어 예문(11)에서는 조동사 

의 굴절형태와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문법수단을 통해 표현되며, 
서실법, 서상법, 명령법 등 많은 하위분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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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가 일반 조동사의 기능인 의무양태나 인식양태를 나타낸다고 보기가 

힘들다. Bybee et al.(1994:214)은 이를 서상법의 용법에 해당된다고 본다. 즉, 

주절에 ‘surprising’이 출현하면 종속절에서는 서상법을 나타내는 표지가 대응

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hould’는 일반적인 조동사가 아니라 서

상법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아프리카, 호주 및 미주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들에서 양태 범주는 서실법

과 서상법 대신 현실(realis)과 비현실(irrealis)의 표현 수단을 통해 표현된다. 

본장의 중국어 고찰 대상과 대응하는 용법은 다음과 같다.

(12) hús-baʔa-sayi-k’awih-saʔ Palmer(2001:177)

ADM-1+BEN+IRR-name-know-PROG

My goodness, he knows my name.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예문(12)는 미국 원주민 언어인 카도어(Caddo)에 있는 실례이다. 유형론학자

들은 카도어를 연구할 때 서실법과 서상법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현실과 비

현실의 용어로 연관된 현상을 묘사한다. 서실법과 서상법의 체계는 동사의 굴

절형태를 통해 표현하는 반면, 현실과 비현실의 체계는 동사의 형태 변화가 없

고 접두사, 접미사, 조동사 등을 통해 표시한다. 그러나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

는 서실법과 서상법의 구분과 매우 유사하다. 즉, 화자가 서술할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면 현실의 표현 수단을 취하며 사실로 생각하지 않으면 비현실의 표현 

수단을 사용한다. 예문(12)에서 그 사람이 화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가정

이 아니라 사실이지만 현실이 아닌 비현실의 표지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예문들을 통해 많은 언어에서 이미 사실이 되는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문법수단과 공기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의미적으로 모순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인구어의 연관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주로 Kiparsky & Kiparsky(1971)의 분

석 방식에 따른다. Kiparsky & Kiparsky(1971)는 일부 동사는 사실성 보족어

절(factive complement)과 자주 공기하며 이때 보족어절이 표현한 명제는 전제

화(presupposed)되었다고 하였다.3) 즉, 그 명제는 화자에게 사실로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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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청자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고 짐작한다.

Bybee et al.(1994:239)과 Lunn(1995)에 따르면 서실법과 서상법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명제의 진리값이 아니라 화자의 명제에 대한 단언성

(assertion) 여부이다. 즉, 명제에 대해 단언할 때는 서실법을 선택하며 비단언

성(non-assertion) 명제는 서상법의 형식을 취한다. 명제에 대해 단언할 필요가 

없는 상황 중의 한 가지는 바로 주절의 술어동사가 평가성(evaluative) 동사이

며 전제화된 종속절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13) Lo   siento    que    est          enferma. Bybee et al.(1994)

it   regret+1S that  be+3S+SUBJ    ill+FEM

I’m sorry that she should be ill.

그녀가 아프다니 정말 안타깝다.

단언성의 각도에서 보면 스페인어 예문(13)에서 종속절의 명제는 사실이지만 

전체 문장의 중심은 화자의 평가에 두기 때문에 화자는 종속절의 명제가 사실

임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즉, 그녀가 아픈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이고 문장의 전제(presupposition)이며 화자는 그것에 대해 ‘siento(sorry)’를 

통해 안타까운 감정 평가를 전달하고 싶을 뿐 추가적으로 문장의 전제가 사실

임을 단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종속절은 서실법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서상법을 선택한다.

Givón(1995:149)은 서상법의 사용에 관한 세 가지 설명하기 힘든 수수께끼 

중의 하나는 스페인어의 사실성 종속절에 서상법의 형태를 취하는 문제라고 하

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종속절의 사실성과 주절 술어

동사의 평가성(valuative)4)을 받아들이며 서실법과 서상법의 선택의 차이는 감

정적인 반응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스페인어에서는 평가성과 감정성

 3) Palmer(2001)에서 재인용. 보족어는 동사성 성분 뒤에 목적어처럼 사용되는 성분을 

가리키며 종속절의 일종이다.
 4) Bybee et al.(1994:239)과 Lunn(1995)은 ‘evaluative’를 사용하며 Givón(1995:149)은 

‘valuative’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용어가 묘사하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본

고에서 모두 ‘평가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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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ve) 동사의 종속절이 서실법과 서상법의 표현 방식을 모두 취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 그것들의 차이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14) a. Lo increíble  era  que Pedro no   lo  sabía. Givón(1995)

it incredible was that Pedro NEG  it  know+IND

The incredible thing was that Pedro didn’t know it.

놀라운 사실은 페드로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b. Lo increíble   era  que Pedro no   lo  supiera.

it  incredible was that Pedro NEG  it  know+SUBJ

The incredible thing was that Pedro should not know it.

페드로가 그것을 몰랐다니 놀랍다.

예문(14a)와 (14b)는 화자가 페드로가 어떤 일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나타내는 두 문장이다. 예문(14b)에서는 동사가 서상법의 형태이

고 서실법의 형태인 예문(14a)보다 화자의 의외적인 태도를 더 강하게 나타낸

다. 왜냐하면 예문(14a)는 단지 화자가 놀라게 한 일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영어에도 조동사를 통해 이러한 서상법의 기능을 

실행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15) a. She was pleased that he agreed to come. Givón(1995)

> his agreement was not unexpected5)

그녀는 그가 오겠다고 동의해서 기뻤다.

b. She was so happy that he should agree to come.

> his agreement was unexpected

그녀는 그가 오겠다고 동의하다니 너무 행복했다.

영어에서는 예문(15b)처럼 ‘should’가 삽입되어 더 강한 감정적인 태도를 나

타낸다. 이때 ‘should’는 스페인어의 서상법의 형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should’는 원래 사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는 인식양태의 용법도 

 5) Givón(1995)에서 ‘>’는 문장의 화용적 의미를 해석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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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Givón(1995:149)은 인식양태가 이러한 용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

고 다음과 같은 화용적인 함축을 제시하였다.

만약 어떤 사건이 인식양태적으로(epistemically) 덜 기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의외, 선호, 혐오감 등과 같은 감정적인 평

가 반응도 강해질 것이다.

이 함축 규칙에 의하면 화자는 어떤 사건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

단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의외와 같은 감정도 강하게 나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현실과 서상법은 다차원의 의미-화용적인

(semantic-pragmatic) 영역에 속한다.

Palmer(2001:121,177)는 종속절이 표현하는 명제가 전체 문장의 전제라는 

것은 이러한 문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본다. 서상법이든 비현실 표현이

든 모두 전제를 표지하는 전제화의 용법이라고 하며, 본고가 앞에서 언급한 분

석들을 수용하여 화용론적인 각도에서 이러한 용법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화자

와 청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진행할 때 서상법이나 비현실을 나타내는 문법수단

으로 전달하는 명제는 신정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서상법이나 비현실 표지와 

공기하는 명제는 문장의 전제이기 때문에 항상 구정보가 된다.

(16) a. Si   capisce      che  sono         arrabiati Palmer(2001)

One understands  that be+3PL+IND   cross

It’s clear that they are cross. 

그들이 화가 난 것이 분명하다.

b. Si   capisce      che  siano         arrabiati

One understands that be+3PL+SUBJ   cross

It’s understandable that they should be cross.

그들이 화가 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예문(16a)에서 화자의 생각에 그들이 화가 난 것이 청자에게 모르는 사실이

기 때문에 서실법의 방식으로 문장 전체가 신정보라는 것을 청자에게 알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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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대조되는 예문(16b)에서 화자는 그들이 화가 난 것을 모두가 이미 알

고 있는 구정보로 판단하며 서실법이 아닌 서상법의 형식으로 종속절을 표현하

여 이러한 사실의 발생을 화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명제를 전달할 때 청자에게 신정보인지 아니면 

구정보인지에 따라 화자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사실성 종속절에서 서상법이나 비현실을 나타내는 문법수단을 사용하는 이유

는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관점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네 가지 단서가 있다. 

첫째, 문장의 구조는 주로 주절과 술어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종속절로 구

성되며 주절의 술어동사는 대부분 사실성 동사, 감정동사와 평가성동사 등이다. 

일부의 언어는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되는 형식이 아니지만, 문장에서 비현실성

을 나타내는 문법수단을 요구하는 기타 성분이 존재한다. 그러한 성분도 주로 

화자의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낸다. 둘째,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하여 사실이 되

었지만 화자가 그것이 사실임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이때 문

장은 단언이 아닌 비단언이다. 셋째, 이미 사실이 된 사건을 서상법이나 비현실

로 표현하면 화자의 감정과 평가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 넷째, 서상법이나 

비현실을 통해 표현된 사실적인 사건은 문장의 전제이며 화자가 전달하는 구정

보이다. 다음은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중국어의 ‘会’의 출현 상황, 원인 및 역할

을 찾아내고자 한다.

4.2 공기성분에 따른 사용 양상 분석

기존의 유형론적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중국어를 고찰하면 이미 실현된 사건

을 묘사할 때 ‘会’가 출현한 문장의 기타 부분에서 화자의 감정, 평가 또는 태

도를 나타내는 성분을 항상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은 두 가지 공통적인 특

징이 있는데, 첫째는 원래 그것들은 모두 문장의 나머지 부분의 사실성을 요구

하는 성분이다. 둘째는 그것들은 모두 평가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이

러한 성분들을 동사류, 형용사류, 부사류, 의문사류 등 네 가지로 나누어 구체

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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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동사와의 공기 양상

본장의 분석대상이 되는 문장의 가장 두드러지는 통사적인 특징은 동사의 목

적어 성분이 주어와 술어를 구비한 종속절이라는 점이다. 孟琮(1999)은 중국어 

동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동사의 각종 용법들을 나열하였으며, 동사가 목적

어절(小句宾语)6)과 공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표기하였다. 그러나 코퍼스에 있

는 사용 양상을 보면, 이중에 목적어절을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모두 ‘会’와 공

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공기한다 해도 전형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판

단을 내리는 용법으로 분석되는 것도 많이 존재한다.7) 다음의 예문은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7) a. 教练也[夸奖]美国女足∅打得十分顽强。
감독도 미국 여자 축구팀이 완강하게 경기를 치렀다고 칭찬했다.

b.*教练也[夸奖]美国女足会打得十分顽强

(18) 我[怕]他会认为我是笨蛋。
나는 그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

그러면 어떤 동사가 ‘会’와 공기할 수 있는 동시에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없

는가? 이는 동사의 의미적인 특징의 각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본장 앞에

서 언급한 Kiparsky & Kiparsky(1971)의 사실성에 따른 분류 방식은 중국어에

서도 적용할 수 있다. 沈家煊(1999:67)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주절의 

동사는 종속절에 있는 사건이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19) a. 张三后悔/不后悔[搞语言学]。 沈家煊(1999:68)

장싼은 언어학을 연구하는 것을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6) 목적어절은 목적어로 사용되는 성분이 주어, 술어의 완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절

이라고 가리킨다.
 7) 본고 제5장에서 다루겠지만 사실상 후자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

니라, 상대미래를 지시하는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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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张三[搞语言学]。
장싼은 언어학을 연구한다.

주절의 참과 거짓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속절은 모두 참이 된다. 바꿔 말해, 

주절에 있는 사건의 진리값은 종속절에 나타나는 사건의 진리값, 즉 사실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문(19a)의 주절은 긍정형식이든 부정

형식이든 모두 예문(19b)를 함축한다. 예문(19a)의 주절에 있는 이러한 동사는 

바로 사실성 동사(factive verb)이다. 사실성 목적어절을 취하는 기준으로 학자

들은 중국어의 동사를 다시 분류하여 각 부류의 동사의 사용상황과 의미특징을 

분석하였다. 李新良(2010)은 사실성 동사를 주로 은현동사, 인식동사, 감정평가

동사, 후회류동사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에 ‘坦白(자백하다)’, ‘隐瞒(진상

을 숨기다)’과 같은 은현동사는 어떤 사실을 밝히거나 숨기는 의미를 나타내며 

‘会’와 공기하지 않는다. ‘后悔(후회하다)’, ‘遗憾(유감스럽다)’과 같은 후회류동사

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할 필요 없이 감정평가동사에 포

함시켜도 무방하다. 본장의 고찰에 따르면 인식동사와 감정평가동사는 모두 

‘会’와 공기할 수 있다. 다음은 인식동사와 ‘会’의 공기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

자.

‘会’를 가능성의 의미로 분석할 수 없는 문장에서 인식동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타 수식성분과 동반 출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로 다

음과 같다.

没想到, 想不到, 没料到, 没猜到, 没觉得, 不觉得, 没意识到, 不懂, 

(早)就明白/知道/想到/料到, ‘很难+인식동사’, ‘令人难以置信的是’와 

같은 ‘让/使/令+인식동사+的是’구조 등

이러한 인식동사로 구성된 동사구는 단순형식인 인식동사와 목적어절의 사실

성 면에서 같지만 의미적으로 분석해 보면 매우 다르다. 단순형식일 때 인식동

사는 주어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알고 있는 것만 객관적으로 나타낸다. 

이에 비해 ‘没’, ‘早就’, ‘很难’ 등과 결합한 인식동사구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이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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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只有少数村民[知道]这种做法是违法的。
소수의 마을 사람들만 이런 처리방식이 불법 행위인지 알고 있다.

b. 我[早就知道]会是这样。
일찍부터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예문(20a)는 소수의 마을 사람만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 묘사이다. 반면 예문(20b)처럼 일반적으로 화자는 예정되지 않은 나중에 발

생할 사건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식동사 ‘知道’는 화자가 어떤 상황의 

발생을 판단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화자가 이

미 종속절이 기정사실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절에 있는 ‘会’는 가능성

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과거를 나타내는 성분이 있거나 문맥을 통해 상황

이 과거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王晓凌(2002)의 분석

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 과거가 아닌 상황도 존재한다. 다음 

예문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

(21) [搞不懂]他们的老板怎么会有这种雅兴。
그들의 사장이 왜 이런 고아한 흥취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22) 我[不能理解]尸横遍野的南京城里两个妓女会疯跑出去，只为了拿琴弦和耳
坠儿。
시체가 가득한 난징시내에 두 기생이 왜 거문고 줄과 귀걸이를 찾기 위

해 미친 듯이 뛰어나갔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예문(21)과 (22)는 화자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그러한 사실의 발생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주절에 묘사되는 사건은 종속절의 사

건보다 늦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会’는 화자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会’는 앞

의 인식동사와 조합을 이루어 화자의 의아한 태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정평가동사는 인식동사와 달리 단독적으로 ‘会’와 공기할 수 있고 기타 성

분의 수식을 받아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의미적인 각도에서 인식동사는 대

부분 어떤 사실에 대해 의식하거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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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가동사는 어떤 사실에 대해 감정을 드러내거나 평가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화자가 어떤 기정사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 사실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나쁜 감정이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감정동사와 평가동사를 한 부류로 간주한다. ‘会’와 공기하는 감정평가

동사는 주로 다음과 같다.

吃惊, 惊叹, 后悔, 懊悔, 恨, 责备, 责怪, 失望, 生气, 庆幸, 嫉妒, 

羡慕, 同情, 体谅, 感谢, 称赞, 佩服, ‘让人惊讶/佩服的是’와 같은 

‘让/使/令+감정평가동사+的是’구조 등

이러한 감정평가동사는 화자가 종속절의 사실에 대해 의외, 실망, 분노, 탄복 

등의 태도나 평가를 취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것들의 의미유형도 매우 다양하

다. 의외와 실망 같은 감정을 나타낼 때는 앞에서 언급한 인식동사의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양자는 모두 화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에 대해 의외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문장에서 양자를 서로 

대체하여 비교 분석해 보자.

(23) a. 我真[没料到]他会对我说出那样的话。
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줄은 몰랐다.

b. 我很[吃惊]他会对我说出那样的话。
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놀랍다.

(24) a. 我真[没料到]她会有那么强烈的反应。
그녀가 그렇게 강한 반응을 했을 줄 몰랐다.

b. 我很[吃惊]她会有那么强烈的反应。
그녀가 그렇게 강한 반응을 했다니 놀랍다.

예문(23a)의 주절에서는 인식동사가 출현하는 반면 예문(23b)에서는 감정평가

동사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은 모두 이미 발생한 사실이 화자에게 의

외의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바꿔서 사용해도 무방

하다.8) 예문(24a)와 (24b)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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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절의 동사가 ‘羡慕’, ‘称赞’, ‘佩服’ 등일 때는 화자가 반드시 의외라

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동사는 종속절의 사실에 대해 화

자가 주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나타낸다. 화용적으로 

보면 ‘会’는 주절의 동사가 나타내는 감정평가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25) 我[感谢]你会突然对我这么坦白。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 고맙다.

(26) 自己回头看都[佩服]自己会有这么好的耐性。
스스로 돌아봐도 자신이 이렇게 좋은 인내심이 있는 것이 대견하다.

예문(25)에서 화자는 청자가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하

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会’의 사용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26)의 ‘会’는 화자가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

하는 것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의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인식동사, 감정평가동사의 종속절에 있는 

‘会’의 사용은 모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주절의 동사가 인

식동사일 때 ‘会’는 화자가 사건의 발생에 대해 의외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감정평가동사일 때 ‘会’는 해당 동사가 나타내는 감정을 부각한

다. 구체적인 동사의 의미 차이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4.2.2 형용사와의 공기 양상

‘会’가 종속절에서 출현하며 주절의 형용사가 술어로 사용되는 상황은 지금까

지 ‘会’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형용사가 종속절성 성분과의 

공기현상을 연구하는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伊滕大辅(2007)는 

다음 (27a)와 같은 문장에서 ‘高兴(기쁘다)’은 ‘서실성 술어동사(叙实性谓词

/factive predicate)’라고 부르며 이러한 ‘高兴’의 성질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高兴’을 부사어로 분석하면 부사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여전히 

 8) 주절의 동사가 다르기 때문에 두 문장은 구체적인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후자는 주

어의 놀라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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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은 ‘주어+高兴+목

적어절’로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7) a. 不过我很高兴[在这里遇上你]。 伊藤大辅(2007)

그러나 여기서 너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

b.*不过我在这里遇上你。

예문(27a)의 ‘高兴’은 전형적인 형용사의 용법과 모순이 되며 동사의 용법과 

더 가깝다. ‘高兴’은 왜 형용사이면서 목적어절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伊滕

大辅(2007)는 그것의 원래 의미로부터 출발하여 해석하였다. 원래 ‘高兴’은 기

분이 좋은 상태를 묘사한다. 그러한 감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하나의 구체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면, 그 사건을 묘사하는 성분이 ‘高兴’의 뒤에 출현할 

수 있으며 ‘高兴’의 목적어절이 된다. ‘高兴’은 문장의 주어의 감정 상태만 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드러내고 있

다. 이러한 형용사가 목적어절을 취하는 문장에 ‘会’도 삽입할 수 있다.

(28) 不过我很[高兴]会在这里遇上你。
그러나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뻐.

앞의 예문(27a)에 ‘会’를 삽입하면 예문(28)이 된다. ‘会’는 이미 발생한 사건

을 묘사하는 종속절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伊滕大辅

(2007)는 ‘高兴’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사용에서 ‘遗憾(유감스럽다)’, 

‘抱歉(미안하다)’, ‘惊讶(의아하다)’ 등도 목적어절을 취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高兴’과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의 고찰

에 따라 사실성 목적어절을 취하며 ‘会’와 공기할 수 있는 형용사는 주로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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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怪, 惊奇, 意外, 诧异9), 好奇, 遗憾, 伤心, 难过, 惭愧, 抱歉, 欣

慰, 开心, 高兴, 满意, 骄傲, ‘让人意外/高兴的是’와 같은 ‘让/使/令

+감정평가형동사+的是’구조 등

의미적으로 보면 이러한 형용사는 모두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나타내

는 것이며, 사실상 앞에서 분석한 감정평가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영역과 중첩된

다. 예를 들어, 동사 ‘吃惊(놀라다)’, ‘惊叹(경탄하다)’과 형용사 ‘惊奇(이상히 여

기다)’, ‘奇怪(이상하다)’는 모두 의아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는 형용

사로 분류되든 동사로 분류되든 모두 같은 감정평가 영역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을 보자.

(29) 很[奇怪]他会不来。
그가 안 오다니 이상하네.

(30) 她真的很[惊喜]我会送这个。
그녀는 내가 이것을 보내주다니 정말 놀랍고 기뻤다.

‘奇怪’는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기이하다는 성질을 나타내

며 명사를 수식할 때는 전형적인 형용사가 된다. 그러나 예문(29)에서 ‘奇怪’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을 묘사하지 않고 명사도 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

에 있는 종속절 전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화자는 ‘奇怪’를 통해 그 사

람이 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드

러낸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奇怪’는 사물의 성질에 관한 묘사가 아니라, 화자

의 평가나 태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속절에 있는 ‘会’는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기능만 실행한다.

인구어의 형용사가 서상법의 표지와 공기하는 현상은 여기서 분석하는 중국

어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앞에서 언급한 영어의 예문(11)과 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예문(31)을 비교해 보면 양자의 공통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9) 이중의 일부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대해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본고는 

现代汉语词典(第5版)에서 표시한 품사 부류에 따른다.



- 95 -

(11) It is [surprising] that he should be a teacher.

(31) [令人惊讶]的是他(竟然)会是个老师。
그가 교사라니 놀랍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예문(11)의 ‘should’는 의무나 필연성을 나타내는 양태범

주로 간주할 수 없고 서상법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should’의 이러한 용법

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should’는 종속절에 위치하며 주절의 

술어는 감정이나 평가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중국어 예문(31)은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会’는 종속절에서 출현하며 주절의 술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惊讶(의

아하다)’이다. 이에 따라 앞에서 분석한 예문(29)와 (30)은 모두 영어의 ‘주어

+be+형용사+that+종속절’이나 ‘주어+feel+형용사+that+종속절’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 두 구조에서 출현하는 형용사는 모두 감정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장의 고찰대상이 되는 형용사는 앞에서 언급한 동사와 같은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나타내는 양상도 매우 유사하다. 감정평가동사

는 의외, 실망, 탄복 등의 많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형용사도 사람의 다양

한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이러한 형용사는 감정평가형용사로 부를 수 

있다.

(32) 真[遗憾]我们会在这样的结局下见面。
우리가 이러한 결말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유감이다.

(33) 我很[开心]你还会想到我。
내가 생각나다니 기분이 많이 좋은 걸.

(34) 刘四爷很[满意]会有这么多人来给他磕头祝寿。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고 생일을 축하해 주니 류

쓰예는 매우 만족했다.

예문(32)는 화자가 종속절의 사건에 대해 아쉬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을 나타내며, 예문(33)과 (34)는 화자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좋은 감정이

나 평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 ‘会’는 주절의 감정평가

형용사가 나타내는 주관적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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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부사와의 공기 양상

‘会’가 부사어와 공기하는 현상은 앞의 동사류, 형용사류가 출현하는 문장의 

통사구조와 달리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会’의 뒤에 출현한 

성분은 문장 전체의 술어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35) [居然]会连退休金都没有了。
놀랍게도 퇴직금조차도 없다니.

(36) 别人不来的地方他[偏偏]会来，这真是不幸。
다른 사람이 안 오는 곳에 그가 뜻밖에 오다니 정말 불행하구나.

예문(35)는 단순한 문장형식이며 ‘会’를 제외한 부분은 어떤 기정사실에 대한 

묘사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会’의 사용은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유형론적 분석은 ‘会’의 가능성 의미를 나타내는 성질과 유사한 

비현실성 표지가 문장의 현실성과 모순이 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었

다. 앞에서 제시한 카도어 예문(12)도 단순한 문장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카도

어 문장에서 묘사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이미 현실이 되었어도 의외성 접두사 

‘hús’가 출현하면 항상 비현실성 표지와 공기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Chafe(1995:357)는 문장에서 전달하는 사실이 화자의 기대와 반대되므로 비현

실의 용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2) hús-baʔa-sayi-k’awih-saʔ

ADM-1+BEN+IRR-name-know-PROG

My goodness, he knows my name.

(37) 他[竟然]会知道我的名字。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중국어 예문(37)에서 부사 ‘竟然’의 의미는 예문(12)의 의외성 접두사 ‘hús’와 

같으며, ‘会’는 예문(12)의 비현실의 표지와 대응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중국어

에서는 문장에서 부사의 사용이 ‘会’의 출현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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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외에 Palmer(2001:177)는 카도어 예문(12)와 같은 현상은 스페인어와 이

탈리아어의 서상법과 유사하다고 하며, 다음 예문(38a)로 번역하면 문장의 의미

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38) a. I’m amazed that he knows my name.10)

b. 我很[吃惊]他会知道我的名字。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놀랍다.

예문(12), (37)과 예문(38a), (38b)의 의미가 매우 유사한 점은 서상법 표현과 

비현실성 표현이 종속절에 위치하든 단순한 문장의 술어와 공기하든 모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카도어와 중국어의 이러한 단순한 문장은 모두 주절

과 종속절의 구조로 변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会’가 부사어와 공기

하는 현상은 동사, 형용사성 성분과의 공기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

떤 부사가 ‘会’와 공기할 때 이러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 본고의 고찰 결

과는 주로 다음과 같다.

竟, 竟然, 居然, 偏偏, 怪不得, 难怪, 怨不得 등

이것들은 주로 화자의 예상과 상반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张谊生

(2000:46)에서 이러한 부사가 속하는 종류는 어기부사(语气副词)가 아니라 평가

(评注性/evaluative)부사로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문장의 술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문장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张谊生(2000:46)은 이러한 부사가 더 높은 측면의 술어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Palmer(2001:177)에서 이러한 문장을 주

절과 종속절의 구조로 변형시켜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주절의 술어로 표현하

는 것과 일치한다. 

10) 그러나 본고의 고찰 결과에 따르면 이 문장은 ‘I’m amazed that he should know my 
name.’로 번역하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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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가부사를 사용하는 문장이 모두 본장의 고찰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앞에서 분석한 동사류, 형용사류와 ‘会’의 공기현상과 같이 문장이 

묘사하는 사건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 또한 화자의 각종 태도나 평가를 표

현하는 부사가 모두 ‘会’와 공기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가 사건에 대해 의외라

는 생각을 나타낼 때만 ‘会’는 화용적인 강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 예문

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39) a. 被称为“海上城堡”的巨轮泰坦尼克号，[其实]是在白天撞上了浮冰。
‘바다 위의 성’이라 불리는 대형 선박 타이타닉은 사실은 낮에 유빙에 

부딪쳤다.

b.*被称为“海上城堡”的巨轮泰坦尼克号，[其实]会在白天撞上了浮冰。
c. 被称为“海上城堡”的巨轮泰坦尼克号，[竟然]会在白天撞上了浮冰。
d. 被称为“海上城堡”的巨轮泰坦尼克号，[没想到][竟然]会在白天撞上了浮

冰。
‘바다 위의 성’이라 불리는 대형 선박 타이타닉이 낮에 유빙에 부딪

쳤다니 생각하지 못했다.

화자는 문장에서 서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할 때 예문(39a)의 부사 ‘其实

(사실은)’를 사용한다. ‘其实’는 화자의 기타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예문(39b)는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묘사하는 예문(39c)는 ‘竟然’

을 통해 화자의 놀라움을 표현하며, 그 중의 ‘会’는 화자의 이러한 주관적인 태

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분석한 동사류의 성분을 삽입한 

예문(39d)는 (39c)에 비해 문장의 의미는 별로 차이가 없다.

원래 의외의 태도를 나타내는 ‘竟然’, ‘居然’ 외에, 다른 문장이나 문맥의 내

용과 조합하여 의아함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사는 ‘怪不得’, ‘难怪’ 등도 있다. 다

음 예문을 통해 그것들의 사용상황을 분석해 보자.

(40) [怪不得]会觉得冷，原来暖气都是凉的。
어쩐지 좀 춥게 느껴지더라, 히터가 전부 다 차갑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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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原来他真的是杰克的亲生儿子，[难怪]会如此相似了。
그가 정말로 잭의 친아들이군, 어쩐지 이렇게 꼭 닮았더라니.

예문(40)과 (41)의 ‘怪不得’와 ‘难怪’는 화자가 어떤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했

는데 그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알게 된 다음 더 이상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문맥에서 화자가 ‘会’의 뒤에 묘사한 사실이 처

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 의외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때 ‘会’를 사용하면 그러한 의외함을 부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고

찰한 동사류, 형용사류의 상황과 달리 화자의 감정평가는 의외함 한 가지 밖에 

없다. 이는 중국어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아직까지 부사를 통해 나

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4.2.4 의문사와의 공기 양상

특정한 동사류, 형용사류, 부사류 성분과 공기할 때 ‘会’의 의미가 기존 연구

와 다른 해석이 있는 것을 앞에서 토론하였다. 사실은 본고의 고찰결과는 문장 

내의 성분만으로 인해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형도 ‘会’

의 의미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일부의 의문사로 구성되는 의문문이다. 

그러한 의문문에서 ‘会’가 출현하지만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

다. 다음 예문을 보자.

(42) a. 你[为什么]会去看这些评论呢?

당신은 왜 (하필이면) 이 댓글들을 본 것입니까?

b. 你[为什么]∅去看这些评论呢?

당신은 왜 이 댓글들을 본 것입니까?

(43) a. 那是地下党活动的地方，你们[怎么]会住那儿?

그곳은 지하당이 활동하는 곳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곳에 삽니까?

b. 那是地下党活动的地方，你们[怎么]∅住那儿?

그곳은 지하당이 활동하는 곳인데, 당신들은 왜 그곳에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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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42a)에서 ‘去看这些评论’은 이미 발생하였으며 의문문 전체는 화자가 청

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실행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앞에서 토론한 동사

류, 형용사류 및 부사류가 출현하는 문장은 모두 현실인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그러나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성이 많

이 떨어진다. 그러면 의문문을 비현실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가?

특정한 표지를 통해 현실과 비현실을 강제적으로 표시하는 언어에서 의문문

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원주민 언어인 카도어에서는 선

택의문문11)은 비현실의 표지를 사용하고 ‘wh-’류 의문사로 구성되는 의문문은 

현실의 표지를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Chafe(1995: 

353)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2). 선택의문문일 때는 화자는 자신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비현실의 표현수단을 선

택하게 된다. ‘wh-’류 의문사로 구성되는 의문문은 화자는 자신이 언급하고 있

는 내용이 확정된 사실로 생각하며 그 중의 일부, 즉 시간, 장소, 원인 등에 대

해 질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wh-’류 의문사가 출현하는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현실의 표지를 사용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예문(42a)에서 ‘会’의 사용은 문장 전체의 사실성과 모

순이 되며, 예문(42b)와 같은 표현방식만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화

자는 발화하기 전에 이미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사건

의 발생 가능성을 추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모순된 현

상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상 예문(42a)와 (42b)는 모두 성립하는데 구체적인 화용적 의미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원인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댓글들을 보는 행위에 대해 화

자는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다. 즉, 화자에게는 사건의 발생이 자신의 생각

과 상반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문장전체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도 드러내고 

있다. 반면 후자는 청자에게 댓글들을 보는 행위를 실행한 이유를 중립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시각을 취한다. 예문(43a)와 (43b)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会’가 출현하는 문장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도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어에서는 ‘wh-’류 의문사와 대응된 의문사는 모두 이러한 현상이 

11) ‘yes’나 ‘no’로 대답하는 의문문을 가리킨다.
12) Palmer(2001:1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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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가? 의문문을 구성할 수 있는 ‘谁’, ‘哪儿’, ‘什么’, ‘什么时候’ 등이 ‘会’

와 공기하는 현상을 코퍼스에서 검색한 결과는 대부분 문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이때 ‘会’는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으로 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고는 여기서 더 자세히 분석하지 않기로 한

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거나 현재의 상황에 관한 의문문은 다음과 같다.

(44) a. 这个礼物会是[什么]?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b. 她现在会在[哪儿]呢?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c. [谁]会是凶手呢? 

누가 범인일까요? 

예문(44a), (44b), (44c)는 코퍼스에서 검색된 극소수의 ‘会’가 출현하고 기정

사실에 대해 질문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앞의 예문(42a)와 전혀 다르

다. 예문(42a)는 청자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가 그것의 원인

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예문(44a), (44b), 

(44c)는 화자가 자신이나 제3자, 즉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맞히라고 

던지는 질문이다13). 따라서 예문(42a)의 ‘会’는 화자가 청자에게 답을 예측하라

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자가 단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예문(44a), (44b), 

(44c)의 ‘会’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으며, 인식양태에 속하는 가

능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예문(42a), (43a)와 같은 

해석을 얻을 수 있는 의문문에서 출현하는 의문사는 주로 다음과 같다. 

为什么, 何以, 为何, 怎么14) 등

13) 만약 화자가 청자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会’를 사용하지 않고 “这个礼物∅
是什么(이 선물은 무엇입니까)?”의 형식으로 질문할 것이다.

14) ‘怎么’는 원인, 방식, 성질 등을 물을 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원인을 묻는 것을 나

타내는 용법에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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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모두 원인을 묻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사이며, ‘会’는 이것들과 공

기하면 화자의 의아한 태도를 나타낸다. 왜 원인에 대한 의문이 ‘会’와 공기할 

때 ‘会’는 자연스럽게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앞에

서 동사류, 형용사류, 부사류를 분석할 때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

키기 때문이다. 첫째, 어떤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질문할 때 그 사건은 일

반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문사를 제외한 문

장의 내용은 사실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의 발생 원인

에 대해 질문할 때 의아한 태도가 쉽게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의 발생 원인에 대해 화자

가 알고 있거나 궁금하지 않을 것이며 질문도 생길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의

문문 중의 ‘会’는 문장 전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며 앞에서 언급한 张谊生

(2000:46)에서 더 높은 측면의 술어로 분석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45) 以萧峰的伤势，跳下去应该跑不远，[为何]会一下子消失了?

샤오펑의 부상 상태로 봐서 뛰어내렸으면 멀리 갈 수 없어야할 텐데, 

어찌 순식간에 없어졌을까?

(46) “[为什么]你会知道这里来找我? 我并没告诉伊莲我的地址跟电话啊。” 

“我打听到的。”

“너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나는 이롄에게 내 주소와 전화번

호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

“내가 알아냈어.”

예문(45)와 (46)은 모두 이미 실현된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이다. 따

라서 ‘会’는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 문장에서 화자의 생각에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리가 없다는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예문(46)에서 

화자는 ‘이롄에게 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상대방이 

자신을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화자를 찾아냈

다는 사실은 화자가 의외라고 인식한다. 이때 ‘会’를 통해 이러한 의아함을 나

타낼 수 있다. 즉, 의문사를 통해 화자는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질문하는 동

시에 ‘会’를 통해 그러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의아한 태도도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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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장에서 의문사는 앞에서 토론한 동사류, 형용사류, 부사류의 성분과 

공기하는 현상도 코퍼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성분들이 모두 화

자의 일정한 감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7) 他们的脾气明明一点也不相同，[为什么][偏偏]会变成这么好的朋友？
그들의 성격은 전혀 같지 않은데, 왜 하필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었느

냐?

(48) 他们[想不通]他们的父亲[何以]会变得那么贪。
그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탐욕스러워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문(47)에서 성격이 전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구가 될 수 없

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화자는 당연히 의외라고 생각한다. 따

라서 예상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부사인 ‘偏偏’도 출현하여 ‘会’와 같이 의아한 

태도를 표현한다.

앞의 분석에서 동사, 형용사 및 부사는 원래 일정한 심리 상태나 감정을 나

타내는데 문장에서 ‘会’가 출현하면 그러한 감정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달리 특정한 문맥이 없으면 의문사는 단독적으로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며, ‘会’

가 출현할 때 화자가 그러한 사태에 대해 의외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추가적으

로 표현한다.

4.3 서상법 표지 ‘会’의 사용조건 및 형성과정

4.3.1 ‘会’의 역할 분석 및 사용조건

4.3.1.1 ‘会’의 역할 분석

기존 중국어의 현실과 비현실에 관한 연구에서는 본고의 제3장에서 분석한 

일부 현상도 언급되었다. 그 연구들은 모두 ‘会’를 제외한 문장이나 주요성분이 

현실의 성질을 지닌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李敏(2006)은 ‘怪不得’, ‘难怪’와 같

은 평가부사가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설명하는 대상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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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의 의미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孔兰若(2014)는 감정형용사와 공기하는 목적어절이 현실적인 사건을 묘사할 때 

양태사15)가 목적어절에 출현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다음의 예문(46a)와 

(46b)를 통해 설명하였다. 

(49) a. 辣辣十分[后悔]自己巫婆一样对儿子说什么“上天有眼”…… 孔兰若(2014)

라라는 자기가 마녀처럼 아들에게 “하늘도 눈이 있다”라고 말한 것

이 매우 후회된다.

b.*辣辣十分[后悔]自己可能/一定/应该₂16)巫婆一样对儿子说什么“上天有

眼”……
c. 辣辣十分[后悔]自己会巫婆一样对儿子说什么“上天有眼”……

예문(49a)의 ‘后悔’는 감정형용사이며 그 뒤에 있는 성분은 ‘后悔’의 목적어이

다. 목적어가 나타내는 것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며 현실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

므로 비현실을 나타내는 양태사와 공기할 수 없다. 따라서 ‘可能’, ‘一定’, ‘应该₂’
를 삽입하는 예문(49b)는 성립하지 못한다. 孔兰若(2014)가 논의한 ‘后悔’의 목

적어가 사실이고 예문(49b)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판단은 모두 문제가 없다. 그

러나 본장의 고찰 대상인 ‘会’를 삽입한 예문(49c)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문장이

다. 또한 본고가 앞에서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会’가 감정평가형용사와 공기하

는 현상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会’는 ‘可能’, ‘一定’, ‘应该₂’ 등과 같은 일반적인 양태사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왜 사실을 묘사하는 문장에서 ‘可能’, 

‘一定’, ‘应该₂’ 등은 출현할 수 없고 ‘会’는 출현할 수 있는가? ‘会’는 이러한 문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앞에서 언급한 유형론

적인 고찰의 결과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다른 언어들의 표현을 중국어 표

15) 孔兰若(2014)에서 언급된 양태사(情态词)는 주로 양태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가리킨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能’, ‘要’, ‘应该’ 등과 같은 양태동사

와 ‘一定’, ‘可能’, ‘必定’ 등과 같은 양태부사이다. 
16) ‘应该’는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한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무양태와 ‘무엇을 할 것이

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인식양태의 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의무양태에 해당하는 

‘应该’를 ‘应该₁’로 표시하고 인식양태에 해당하는 용법을 ‘应该₂’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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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대조 분석해 보자. 

(14) a. Lo increíble  era  que Pedro no   lo sabía. Givón(1995)

it  incredible was that Pedro NEG it know+IND

놀라운 사실은 페드로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b. Lo increíble  era  que Pedro no   lo supiera.

it  incredible was that Pedro NEG it know+SUBJ

페드로가 그것을 몰랐다니 놀랍다.

(50) a. The incredible thing was that Pedro didn’t know it.

b. The incredible thing was that Pedro should not know it.

(51) a. 令人难以置信的是佩德罗∅不知道这事。
b. 令人难以置信的是佩德罗会不知道这事。

앞에서 언급한 스페인어 예문(14a)와 (14b)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묘사이다. 예문(14a)의 종속절에 있는 동사는 서실법의 형태를 취

하는 반면에 (14b)의 종속절의 동사는 서상법의 형태이다. Givón(1995:152)에 

따르면 서상법의 형태를 취하는 예문(14b)는 화자의 강한 의외성의 태도를 드

러낸다. 영어 예문(50a)의 종속절에 있는 동사는 일반 형태이며 (50b)에서는 양

태동사 ‘should’가 사용되었다. Bybee et al. (1994:214)은 여기에 출현한 

‘should’는 서상법의 표지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장들에 대응한 중국어 예문(51a)와 (51b)는 영어와 매우 유사하다. 

예문(51a)의 종속절에서는 서실법을 나타내는 형태적인 수단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예문(50a)와 (51a)는 영어와 중국어에서 서실법을 나타낼 때 무표적인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문(50b)와 (51b)에서는 동사의 형태적인 

변화가 없고 양태동사 ‘should’와 ‘会’가 출현하였다. Bybee et al.(1994:214)의 

‘should’의 성질에 관한 견해에 따르면 중국어의 ‘会’도 서상법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 뒤에 표현되는 사건의 사실성으로 인해 ‘会’는 기존의 능력이나 가

능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며 Givón(1995:152)의 분석대로 화자의 

의아함의 태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会’는 이러한 용법에서 구체적인 의미가 이

미 손실되어 화용적인 성분으로 변하고 있고 문장 전체와 관계를 맺으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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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전형적인 서법은 일정한 형태적 변화를 통해 표현하는 화자의 문장이 묘사하

는 명제 또는 사태에 대한 심리적 태도이다. 그러나 중국어는 원래 형태적 변

화가 발달되지 않은 언어이고 동사의 형태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동

사를 문장이 묘사하는 중심으로 두어 이와 관련한 허화된 성분을 형태적 변화

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예문(51a)와 (51b)에서 ‘会’의 사용 여부의 

대조를 통해 ‘会’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会’도 중국어의 서법적인 표현방식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会’는 화자가 사건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낼 때 인식양태에 속하는 용법도 있다. 본장에서 분석하는 ‘会’의 용법은 

이와 매우 다르다. 우선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태도는 명제의 진리

값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평가이다. 전자는 전형적인 양태 범주이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양태로 분석하지 않는다. 또한 서법을 양태보다 많이 문법

화된 범주로 보면, 해당 범주를 나타내는 성분은 구체적인 어휘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일정한 문법적 기능의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토론하는 ‘会’는 양태 범주가 아니라 서법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언어와의 대조를 통해 부사나 

의문사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会’는 그러한 비현실의 표지와 같은 기능을 지니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보자.

(12) hús-baʔa-sayi-k’awih-saʔ

ADM-1+BEN+IRR-name-know-PROG

My goodness, he knows my name.

(37) 他[竟然]会知道我的名字。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예문(12)와 (37)에서 그 사람이 화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

는 현실적인 사태이지만, 화자는 이를 비현실의 범주로 처리하여 자신이 그러

한 사태를 현실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나타내고자 한다. 이러한 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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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동시에 앞의 서상법의 용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사태의 현실성과 

비현실성을 강제적으로 표시하는 언어에서는 비현실의 표지는 부정, 미래 등 

많은 범주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会’는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만 드러내기 때

문에 서상법의 표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3.1.2 서상법 표지 ‘会’의 사용조건

앞의 고찰을 통해 ‘会’는 서상법의 표지에 해당되는 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会’의 자세한 출현 조건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주로 ‘会’가 출현 가능한 상황, 생략 가능한 상황 및 출현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서상법 표지인 ‘会’의 출현을 허용하는 조건에 대한 분석이다. 앞에서

의 유형론적 고찰과 중국어에 대한 고찰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会’의 출현은 

주로 주절의 술어성분의 사실성과 감정평가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会’와 

공기하는 성분을 항상 찾을 수 있으며 그것들을 동사류, 형용사류, 부사류, 의

문사류로 분류할 수 있다. ‘会’가 부사류, 의문사류와 공기할 때 문장은 단순한 

형식이지만 모두 동사류, 형용사류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기성분은 화

자의 감정이나 평가를 나타낸다.

(16) a. Si   capisce    che  sono         arrabiati. Palmer(2001)

One understands that be+3PL+IND  cross

It’s clear that they are cross. 

그들이 화가 난 것이 분명하다.

b. Si   capisce     che  siano          arrabiati

One understands that be+3PL+SUBJ   cross

It’s understandable that they should be cross.

그들이 화가 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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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很[明显]他们会很生气17)。
b. 他们会生气是可以[理解]的。

앞에서 언급한 이탈리아어 예문(16a)와 (16b)의 종속절에 있는 동사는 각각 

서실법과 서상법의 형태이다. 같은 사실을 묘사할 때 다른 서법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주절 동사의 의미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예문(52a)와 (53b)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他们很生气’라는 사

실을 전달할 때 ‘明显’을 사용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묘사만 되며, ‘可以理

解’가 출현하면 화자의 태도도 나타낼 수 있다. 즉, 화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자기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한다. 따라서 서상법의 용법을 선

택할 때는 반드시 사실성과 감정평가성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会’가 생략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구비하면 ‘会’는 출현할 수 있지만 출현하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본고의 고찰결과에 의하면 ‘会’를 생략할 수 있는 여부는 ‘会’의 서상법 용법의 

문법화의 경로와 일치한다.18) 초기 단계에서 ‘会’가 미래시제의 표지일 때는 대

부분 생략될 수 없다. 그 다음 문법화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会’의 의미가 허화

되는 정도는 더 강해지면서 그것의 생략도 많이 허용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会’를 생략해도 문장은 여전히 성립된다.

(53) a. 当时怎么也想不到刘先生*(会)成为我的生意伙伴。
당시만 해도 류선생이 내 사업 파트너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b. 我也惊叹?(会)有这种奇异的事情。
나도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니 놀랍다.

c. 她恨自己怎么(会)这么笨。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원망한다.

17) “很明显他们会很生气(그들이 화가 날 것이 분명하다)”는 성립할 수 있지만 예문(16a)
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예문(16a)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会’가 출현

할 수 없다.
18) 따라서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 서상법 표지인 ‘会’의 문법화 경로

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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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53a)에서 ‘想不到’와 공기하는 ‘会’는 상대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매우 

강하다. 왜냐하면 종속절에서 ‘会’를 삭제하면 시제적인 정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예문(53b)와 (53c)에서 출현하는 ‘会’는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약화되며, 화용적인 기능만 실현하기 때문에 ‘会’의 생략이 가능해진다.

유형론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서상법의 표지는 그것과 공기하는 성분과 의미

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의미적 측면에서 일종의 잉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서상법의 표지인 ‘会’도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화용적 측면에서 보면 

‘会’의 사용 여부는 여전히 차이가 보인다.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54) a. Se horrorizaba         de que  la  trataban              así 

Givón(1995)

3s be/shocked/IMPERF of SUB her treat/IMPERF/INDIC   so

b. Se horrorizaba          de que  la   trataran              así

3s be/shocked/IMPERF  of SUB her treat/IMPERF/SUBJUN  so

(55) a. She was shocked that they ∅ treated her this way.

b. She was shocked that they should treated her this way.

(56) a. 她很吃惊他们∅这样对她。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놀라웠다.

b. 她很吃惊他们会这样对她。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했다니 놀라웠다.

예문(54a)와 (55a)는 서실법에 해당되며 화자는 어떤 사태에 대해 놀랐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이에 비해 예문(54b)와 (55b)는 서상법의 굴절형

태나 서상법의 표지인 ‘should’의 사용을 통해 화자가 어떤 사태의 발생이 자

신의 예상과 상반됨을 나타내며,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 

중국어 예문(56a)와 (56b)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의 

의사전달의 필요에 따라 ‘会’가 사용되는 것이며, 다음 예문과 같이 같은 공기

성분이 있어도 다른 표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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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庆幸]您∅是一个幽默、好得一塌糊涂的老师，也[庆幸]我们∅有了历史
课，更[庆幸]我们会拥有您这样的历史老师。
선생님께서는 유머가 풍부하고 미치도록 좋은 교사이며 우리에게 역사 

수업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선생님과 같은 역사 선생님이 계시다니 

더욱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문(57)에서 ‘庆幸’은 세 번 출현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만 ‘会’를 사용하였

다.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까지 화자의 태도는 점점 강해지며, 화자는 ‘会’를 

통해 자기의 선생님에게 매우 감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서상법의 출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만 ‘会’가 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본고는 서상법의 ‘会’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

러한 문장을 간혹 발견하였다. 이는 또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문장에서 

완정상이나 완료상을 나타내는 ‘了’가 출현하는 상황이다.

(58) a.*我很[高兴]你会替我说了出来。
b. 我很[高兴]你会替我说出来。

네가 나 대신 말하다니 기분이 좋다.

(59) a.*这么冷的天，你[居然]会来了。
b. 这么冷的天，你[居然]会来。

이렇게 추운 날인데 네가 오다니.

‘了’가 출현하지 않은 예문(58b)와 (59b)는 성립하는 반면, 예문(58a)와 (59a)

에서는 ‘会’를 삽입할 수 없다. 이는 ‘会’가 원래 가지고 있는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다. ‘会’는 서상법의 표지로 사용되는데도 동시에 

다른 문맥에서 여전히 미래시간을 지시하기 있기 때문에, ‘会’의 다른 의미와 

모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会’는 출현할 수 없다.

‘会’가 출현할 수 없는 두 번째 유형은 문장이 묘사하는 사태를 신정보로 전

달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유형론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특수한 서상법

의 용법을 사용할 때 문장이 묘사하는 명제가 전체 문장의 전제이어야 한다. 

전제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구정보이기 때문에, 신정보를 전달할 때 당연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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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정평가를 부각하는 서상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의 비교를 통

해 이 점을 알 수 있다.

(60) a. 环形的西直门桥[竟然]∅不见了，取代它的是一座高大、宽阔的新立交
桥。

b.*环形的西直门桥[竟然]会不见，取代它的是一座高大、宽阔的新立交桥。
고리 모양의 시즈먼교가 뜻밖에도 없어졌고, 대신 높고 넓은 새로운 

입체교차교가 서 있다.

(61) a. 从失业人口的种族结构看，今年十月，美国的失业率是5.7%，…… 白人
青年失业率是11.9%，而黑人青年失业率[竟然]∅达到31.8%。

b.*从失业人口的种族结构看，今年十月，美国的失业率是5.7%，…… 白人
青年失业率是11.9%，而黑人青年失业率[竟然]会达到31.8%。
실업 인구의 인종 구조를 보면, 올해 10월 미국의 실업률은 5.7%이

고, …… 백인 청년 실업률은 11.9%인데, 이에 비해 흑인 청년 실업률

은 의외로 31.8%에 다다랐다.

예문(60a)는 시즈먼교가 변화하는 것을 기술하였다. 문장에서 화자의 주관적

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竟然(뜻밖에도)’이 출현하여 외의성을 표현한다. 이는 

서상법 표지로서의 ‘会’가 출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会’를 

삽입한 예문(60b)는 성립하지 못한다19). 왜냐하면 문맥에 따르면, 화자는 씨즈

먼교가 없어진 것이 청자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신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이는 서상법 표지인 ‘会’가 사건이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어야 하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문(61a)와 (61b)의 차이도 이와 같은 방식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장은 미국의 실업률에 대한 보도이고, 화자는 이러한 

정보를 모두 신정보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사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표현할 때 그러한 사건이 신정보라고 생각하면 ‘会’를 사용하지 않는다.

19) 완료상을 나타내는 ‘了’의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예문(60b)에서 ‘了’를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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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서상법 표지 ‘会’의 형성과정 분석

기존의 연구는 서상법의 표지인 ‘会’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용법의 

유래도 당연히 고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연관된 상황에 대한 연구

를 참조하여 ‘会’의 문법화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 Bybee et al.(1994:214)

은 영어 ‘should’의 서상법의 용법의 문법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양

태사(modal) 성분이 목적어절이 출현하는 현상은 양태사의 의미와 주절 동사의 

의미가 어떤 특정한 화합(harmony)을 이루게 되는 것에 기원한다고 하였다. 또

한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should’는 통시적으로 어떻게 서상법의 용법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62) a. The churches should learn from each other.

교회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

b. It is essential that on this point the churches should learn from each 

other.

이 점에서 교회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 It is inevitable that Peter Ustinov should join the exclusive four-star club 

by writing, producing, directing and starring in one film.

그가 한편의 영화를 쓰기, 제작, 감독하고 주연을 맡음으로써 그 4성

급 클럽에 가입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d. It is funny that you should say that.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우습구나.

‘should’는 예문(62a)에서 보여주듯이 원래 어떤 행위를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나중에 목적어절 안에서 사용되며 주절의 술어

성분으로 인해 의무의 의미가 점점 약화된다. 이 통시적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should’는 어떤 문맥에서 약한 의무성을 나타낸

다. 예문(62b)처럼 ‘should’는 주절의 술어인 형용사 ‘essential’과 의미적인 화

합이 이루어져 문장 전체에 특별한 의미를 추가할 수 없다. 두 번째 단계로 

‘should’는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술어 성분과 공기하며 의무의 의미가 많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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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된다. 예문(62c)에서 ‘inevitable’과 공기하는 ‘should’는 준서상법(quasi- 

subjunctive)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should’를 대신해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would’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재분석을 통해 약한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는 ‘should’가 종속절에 위치하는 현상의 부수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이다. ‘should’는 구체적인 어휘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단지 서상법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무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모순이 되는 술어도 

주절에서 출현할 수 있다. 예문(62d)처럼 ‘funny’는 ‘should’의 원래 의미와 화

합을 이룰 수 없지만 이 문장에서는 ‘should’는 이미 서상법의 표지가 되어 화

용적인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funny’와 같은 표현과 공기하는 것도 허용한

다. 이러한 문법화의 과정을 참조하여 중국어 ‘会’의 서상법의 문법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63) a. 她已预料到这种事会发生。
그녀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b. 我们都没料到会有那样的意外。
우리는 모두 그런 뜻밖의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c. 她抬眼看他，显然很意外他会拒绝。
그녀가 눈을 들어 그를 봤는데, 그가 거절한 것은 분명 뜻밖이었다.

d. 我很遗憾会听到这件事，议员先生。
의원님, 이 일을 듣게 되다니 유감입니다.

본고는 ‘会’는 문장에서 다른 특별한 공기성분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주어가 

어떤 능력을 구비함이나 어떤 사태가 미래에 발생할 것을 지시한다고 제5장에

서 분석한다. 따라서 예문(63a)는 이런 일이 미래에 발생할 것을 묘사하는 것으

로 우선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会’는 종속절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절대미래가 

아니라 주절이 묘사하는 사태의 이후, 즉 상대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63b)의 ‘会’는 ‘没料到’의 목적어절에 위치한다. ‘料到’는 사람이 상황을 미

리 내다보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会’의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과 화합을 

이룬다. 그러나 ‘会’의 이러한 기능은 이미 약해졌다. 이것은 앞의 영어 예문

(62b)와 대응하며 문법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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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3c)의 주절에서 ‘意外’가 출현하며, 이와 공기하는 ‘会’는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많이 손실되므로 준서상법의 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문(63d)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형용사 ‘遗憾’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정

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에 사건의 발생을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는 ‘会’와 화

합을 이룰 수 없다. 바꿔 말해,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배제하는 술어 성분이 

문장의 주절에서 출현하면 목적어절에서 사용되는 ‘会’는 진정한 서상법의 표지

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会’의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이미 완전히 없어지며 

서상법의 표지가 되었다. 

영어 ‘should’와 중국어 ‘会’가 양태동사나 상대미래의 표지의 성질로부터 서

상법의 표지로 변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도식 4-1> 서상법 표지인 ‘should’의 문법화 경로

<도식 4-2> 서상법 표지인 ‘会’의 문법화 경로

본고는 ‘会’의 용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였

다. ‘会’가 동사와 공기할 때 감각이나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 ‘想’, ‘觉得’, ‘猜’ 

등의 부정형식은 ‘没’와 ‘不’를 모두 허용하며 의미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64) a. [没想到]这沙漠中竟然会下雪。
이 사막에 눈이 오다니 생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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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想不到]这沙漠中竟然会下雪。
이 사막에 눈이 오다니.

일반적으로 ‘没’와 ‘不’는 시간 영역에서 상보적 분포 양상을 보이는데, 예문

(62)에서는 양자가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예문(64a)의 ‘没想

到’는 화자가 사막에서 눈이 올 가능성에 대해 발화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생각

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과거를 부정하는 ‘没’가 사용되었다. 예문(64b)의 

‘想不到’는 실제로 사막에 눈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사실을 알고 나서 그것의 가능성을 다시 추측할 수 없으므로 

‘会’는 서상법의 용법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예문(64a)와 (64b)의 ‘没

想到’, ‘想不到’는 동사의 원래 의미를 나타내는 행위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구조로 허화

되어 고정되었다. 이때 ‘会’의 서상법의 용법과 화합을 더욱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은 王冬梅(2003), 伊藤大辅(2007)의 논의와 일치한다. 이 두 연구에 

따르면 일부 동사나 형용사는 목적어절을 가진 다음 점점 변화가 생기고 고정 

형식이 되었다. 주절에 위치하는 이러한 동사나 형용사 구조는 화자의 주관적

인 태도를 부각하며 마지막으로 오로지 화용적인 표지(discourse marker)의 역

할만 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동사의 부정형식 ‘没’와 ‘不’의 차이는 화용적

인 측면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4 소결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화자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발생할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会’가 기정사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본장은 그러한 

문장이 어떠한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유형론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언어에서도 중국어의 ‘会’와 같은 특수한 

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명사성 성분이 아니라 



- 116 -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완정한 주술구조이고, 문장의 주요 술어가 인식동

사, 감정평가동사, 감정평가형용사이다. 학자들은 이를 화자의 감정적인 평가를 

부각하기 위해 생겨난 서상법의 용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중

국어를 고찰해 보면 ‘会’도 매우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会’가 목적어절에

서 출현하지 않으면, 문장 전체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묘사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会’가 출현하면, 주절의 동사나 형용사가 나타내는 감정적 평가와 

호응하여 화자의 감정적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중국어에서는 종속절

이 아닌 단순한 문장에서 이러한 ‘会’도 발견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문장의 사

실성과 감정평가성을 구비하기 때문에 종속절에 위치하는 용법과 같은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영어 ‘should’의 문법화 경로는 ‘会’에서도 비슷하게 발견할 수 있다. 

‘会’는 원래 상대미래를 나타내는데, 통사적 및 의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

대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손실되어 마지막으로 화용적인 기능만을 가지는 서

상법의 표지로 변하였다. 그러나 인구어의 발달된 서상법 체계와 달리 중국어 

‘会’의 서상법 표지로서의 사용은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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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会’의 미래시제 표지 기능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 고찰한 습관상이나 서상법의 표지인 ‘会’는 모두 과

거의 어떤 이미 실현한 사태에 대한 묘사일 때 사용된다. 이러한 사용 외에, 

‘会’는 긍정형의 평서문에서 항상 미래의 상황을 묘사할 때만 출현한다. 그러므

로 본장에서는 시제적 기능의 각도에서 ‘会’를 살펴본다. ‘会’가 미래를 지시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미래의 상황을 묘사하는 ‘会’의 사용 양상을 토론할 때, 실제 코

퍼스의 고찰 결과에 따라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기로 한다. 단문

일 때 사용되는 ‘会’는 절대시제에 속하는 미래시제의 표지로 볼 수 있으며, 복

문의 주절에 사용되는 ‘会’는 상대시제에 속하는 미래시제의 표지라 할 수 있

다. 본장은 이 두 가지 용법에 따라 ‘会’의 사용조건 및 성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5.1 기존 연구 검토

5.1.1 미래시제 표지 ‘会’에 관한 연구

앞에서 언급했듯이 ‘会’가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견해이다. 朱德熙(1982:62)는 조동사를 분

석할 때 ‘会’와 ‘可能’은 모두 객관적인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양

자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可能’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고 이미 발생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会’는 어떤 일이 이

미 발생한 것을 기술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a. 晚上可能下雨。 朱德熙(1982:62)

밤에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 

b. 可能已经下雨了。
아마 비가 내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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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会已经下雨了。

이는 처음으로 ‘会’가 미래에 발생할 상황만 표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吕叔湘(1999:278)과 刘月华(2001:184) 등은 ‘会’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묘사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가능성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제3장과 제4장에서 미

래가 아닌 상황에서 출현하는 ‘会’에 대해 고찰한 바와 같이 그것들은 모두 가

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가능성을 나

타낼 때 ‘会’는 과거가 아닌 시간의 사건만 묘사할 수 있다는 朱德熙(1982:62)

의 주장은 중국어의 실제 사용과 일치한다. 중국어에서는 ‘要’를 제외하고 가능

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조동사들은 사건의 발생 시간에 대해 제한이 없으

며, ‘要’가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인

정을 받았다1). 그러면 ‘会’는 왜 과거에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묘사할 수 

없는가?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 분석한 용법 외에 사용되는 ‘会’는 미래시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다시 되돌아 시제 범주의 각도에서 중국어를 토론하는 연구들을 살펴보자. 

시제의 정의를 문법적인 수단으로 표현된 범주로 설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어휘

적인 수단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사건이 시간의 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은 시제 범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어떤 특정한 언어에 시제

범주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언어는 무시제

(tenseless)언어가 된다.

많은 학자들은 무시제언어를 언급할 때 중국어를 하나의 대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Smith & Erbaugh(200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자가 의사소통의 도

구인 언어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사건이나 상태를 묘사

하면서 그것의 관련된 시간적인 정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자는 해당 사건이 시간영역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러한 각도에서 보면 시제는 세계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범주이다. 

좁은 의미의 시제의 표현 수단을 구비하지 않은 언어, 즉 중국어를 비롯한 무

 1) ‘要’는 미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묘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Ren(2008), 염죽균(2018) 등 다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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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언어들은 어떻게 문장에 시간적인 정보를 부여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Sybesma(2007), Klein(2009), Lin(2012), Huang(2015)등은 무시제언어는 주

로 어휘상, 문법상, 시간부사, 어휘적 의미2), 화용적 추론 등을 통해 발화시간 

및 참조시간과의 관계를 지시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중국어의 시제 표현에 대

해 많은 연구결과가 출현하였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미래시제에 대해 토론하

였다. 예를 들어, Sun(2014), Chen(2017)은 중국어의 시제 체계는 미래와 비미

래(non-future)로 이분화된다고 본다.3) Huang(2015)는 상세한 분석을 통해 

‘将’이 미래시제의 표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Ren(2008)은 중국어의 조건 양태동

사(circumstantial modal)4)는 원래 미래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인식양태동사

는 특정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미래시간에 위치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형태적 기준에서 무시제로 간주되는 언어도 

의미적 시제가 존재하며, 중국어에서는 시제의 범주도 일정한 수단을 통해 표

현된다. 양태동사는 미래시제를 드러내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본고의 고찰 대상인 ‘会’와 미래시제의 관계에 대해 학계에서는 주로 세 가지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会’는 가능성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묘사한다고 제시하지만 미래시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중국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앞의 부분에서 언급한 朱德熙(1982:62)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견해

의 대표이다. 둘째, ‘会’는 능력, 가능성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 외에 미래

시간을 지시하는 용법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첫 번째 처리방식 중의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을 세부화하여 미래시제를 지시하는 기능을 그 

중의 일종이라고 본다. Tsang(1981), 刘丹青(2008:453), Tsai(2015) 등은 이러

한 방식으로 ‘会’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Tsai(2015)는 ‘会’의 한 가지 용법을 

미래양태동사(future modal)라고 부른다. 셋째, 중국어의 시제 및 미래시제를 

 2) 그들의 연구에서 양태동사가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것을 이러한 유형 중의 하나의 예

로 설명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은 본고 5.3.3절에서 진행할 것이다.
 3) 본고는 ‘会’의 미래시간 지시의 기능을 고찰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어의 시제체계의 구성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4) 그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 ‘circumstantial modal’은 동적양태와 의무양태를 나타내는 

양태동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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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때 ‘会’가 미래의 시간을 지시하거나 미래시제의 표지로 사용되는 것이

라고 제시하지만 이는 ‘会’의 능력이나 가능성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전

혀 언급하지 않는다. Hu, Pan & Xu(2001), Smith & Erbaugh(2005), 

Lin(2006, 2012), Wu & Guo(2010) 등은 연구에서 ‘会’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 외에 石毓智⋅白解红(2007)과 같이 미래시제를 연구할 때 ‘将’, ‘要’를 토

론하지만 ‘会’를 포함시키지 않는 연구도 간혹 있다. 그러나 ‘会’가 미래시간의 

지시기능이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게 이미 검증된 부분이다. 따라서 ‘会’는 

미래시간을 지시할 때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 기능은 ‘会’의 

가능성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5.1.2 미래시제에 관한 유형론적 접근

일반적으로 시제는 문장이 지시하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적

인 범주로 정의되고 있다. 시제의 분류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Reichenbach(1947:288)의 분석이다. 그 연구에서는 사건을 시간축에서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 세 개의 시간점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자가 문장을 말

하는 시간, 즉 발화시(point of speech, S), 사건의 발생시간인 사건시(point of 

event, E), 참조하는 시간인 참조시(point of reference, R)가 있다. 참조시가 

발화시보다 이르면 과거(R<S)이고 양자가 겹치게 되면 현재(R=S)이며, 발화시보

다 늦으면 미래(S<R)가 된다. 따라서 문장에서 참조시가 발화시보다 늦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가 바로 미래시제이다.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       R5)

<도식 5-1> Reichenbach(1947:288)의 미래시제 모형

미래시제를 연구할 때 학자들은 자주 미래는 과거, 현재와 다른 특성을 지니

고 있다고 언급한다. 과거와 현재는 모두 화자가 경험했거나 발화하는 동시에 

 5) Reichenbach(1947:288)의 시제 체계에서 사건시는 발화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
만 문장에서 명시된 참조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참조시와 사건시는 겹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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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현실적인 존재이지만 미래는 그렇지 못하다.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 화자는 일반적으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설령 이미 계획된 

사건이라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Comrie(1985:44)는 현재와 과거의 차이는 시제의 내부 문제이지만 미래는 현재, 

과거와의 차이가 시제와 양태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Bybee et 

al.(1994:280)은 미래를 나타내는 수단의 주요 기능은 의도(intention)와 예측

(predicition)으로 요약하고 미래시제는 단순한 시간적 범주보다 행위자-지향

(agent-oriented) 양태6), 인식양태와 더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래시제가 불확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유만으로 양태에 무조

건 귀속시켜 처리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화자가 미래에 발생할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양태는 원래 과거, 현재, 미래시제와 모두 조합을 이룰 수 있다. 

Declerck(2006:340)에 따르면 미래시제는 양태화(modalized)되어 있지만 그것

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성질은 양태가 아니라 시제이다. 그 이유는 시제

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건이 시간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이고 이러한 역할을 실현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현재까지 현실

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not yet factuality at t₀) 함축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미래시제를 연구할 때 먼저 시제의 범주 안에서 고찰해야 하

며 미래시제의 불확정성, 즉 양태성은 그것의 부차적인 특징일 뿐이다.

또한 유형론적 각도에서 관찰해 보면 사건이 미래의 시간에 발생할 것을 지

시하는 역할만 하는 문법수단은 일부 언어에서 분명히 과거, 현재시제와 대칭

적으로 존재한다. 다음 Bhat(1999:15)와 刘丹青(2008:449)에서 제시된 드라비다

인어족(Dravidian)의 Kurukh어와 고대 티베트어(Tibetan)의 시제 표현 방식의 

예를 보자.

(1) a. e:n ij-d-an

I stand-PRES-1SG

‘I stand.’

나는 서 있다.

 6) 해당 연구에서 동적양태와 의무양태를 하나로 묶어 행위자 지향한 양태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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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n ij-k-an

I stand-PAST-1SG

‘I stood.’

나는 서 있었다.

c. e:n ij?-on

I stand-FUT-1SG

‘I will stand.’

나는 서 있겠다.

(2) 현재     과거     미래      의미

lta      b-lta     b-lta-s     보다

za      b-zav     b-za-s     먹다

rku     b-rku     b-rku-s    훔치다

고대 티베트어의 현재시제는 무표상태이고 과거시제는 그 앞에 접두사 ‘b-’

를 붙여 표현하며, 미래시제는 과거시제의 형식에 다시 접미사 ‘-s’를 추가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이 언어에서는 미래시제를 과거시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WALS의 세계 각 언어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굴절형태를 

통해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언어는 110개가 있고 굴절형태를 통해 표현하지 않

는 언어는 112개가 있다. 문법화의 정도가 매우 높은 굴절형태를 통해 표현되

는 것은 이러한 문법범주를 단독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단지 불확정성 하나로 인류의 언어들에서 미래시제를 특수화시켜 시제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시제의 표현 방식은 사태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의 강도

에 따라 서로 다른 문법표지를 사용하는 언어도 존재한다. Bybee et 

al.(1994:248)은 남부 Agaw에 속하는 쿠시어군(Cushitic)의 한 언어에서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a. táq-áGá.

know-2SG-FUT.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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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ill (certainly) know (it).’

너는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b. dɘngéta  ca        des-é.

perhaps tomorrow study-FUT.POSS

‘Perhaps tomorrow I shall study.’

아마도 내일 나는 공부를 할 것이다.

예문(3a)는 ‘-áGá’를 이용하여 미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태를 묘사하며, 예문

(3b)는 ‘-é’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태를 묘사한다. 이러한 구

분은 미래시제의 범주 안에서 가능성을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미래와 양태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형론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래시제는 양태와 겹치는 부

분이 있지만, 사태의 발생시간에 관한 시간적 정보를 지시하는 독립된 범주로

서 따로 검토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会’의 절대미래시제 표지 기능의 재확인

이 부분에서는 기타 양태동사와의 비교, 기타 성분과의 공기 현상, 기타 언어

와의 대조를 통해 ‘会’의 미래시간 지시기능이 가능성의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

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5.2.1 기타 양태동사와의 비교

5.2.1.1 시간과의 관련성 비교

많은 양태동사가 미래의 시간을 지시한다고 학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무양태를 나타내는 ‘可以’, ‘得’, ‘应该’ 등은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사건의 발생을 허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예문에서 양태동사 ‘得’와 ‘可以’는 미래를 지시하는 다른 성분이 출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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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암묵적으로 미래의 시간에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a. 你得快点儿，要不然就晚了。
서두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늦을 거예요.

b. 这有张单子，您可以看一看。
여기 명세표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학자들은 양태동사들이 모두 일정한 상황에서 미래를 지시할 수 있으

므로 ‘会’는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단독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

게 된다. 그러나 문장에서 과거 혹은 현재를 지시하는 연관된 기타 성분이 출

현하면, ‘会’의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은 다른 양태동사와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会’는 미래의 사건만 묘사할 수 있는 반면 ‘要’를 제외한 모든 양태동사는 과거

나 현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통해 검증해 보자.

(7) a. 他能/可以/应该₁来。
그는 올 수 있다/ 와도 된다/ 와야 한다.

b. 他会来。
그는 올 것이다.

(8) a. [明天]他能/可以/应该₁来。
내일 그는 올 수 있다/ 와도 된다/ 와야 한다.

b. [明天]他会来。
내일 그는 올 것이다.

(9) a. [昨天]他能/可以/应该₁来。
어제 그는 올 수 있었다/ 와도 됐었다/ 왔어야 했다.

b.*[昨天]他会来。
어제 그는 왔을 것이다.7)

예문(7a), (7b), (8a), (8b)와 같이 시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미래의 시간일 때 

 7) 중국어 문장은 성립할 수 없지만, 화자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

해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한다. 이 문장에서는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성분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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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 ‘可以’, ‘应该₁’과 ‘会’는 모두 성립한다. 또한 예문(7a), (7b)와 같은 문장

에서 시간이 지시하는 성분이 없을 때 모두 미래의 상황에 대한 묘사로 해석된

다. 이에 근거하여 양태동사는 모두 미래를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어느 정

도는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성분이 출현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예

문(9a)와 같이 과거의 상황을 묘사할 때 ‘能’, ‘可以’, ‘应该₁’이 출현하는 문장은 

모두 성립된다. 이러한 양태동사가 원래 미래를 지시한다면 예문(9a)가 비문이

어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는 ‘能’, ‘可以’, ‘应该₁’ 등은 미래, 

현재 혹은 과거에 대한 묘사를 모두 허용하고 단독적으로 미래의 시간을 지시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会’의 사용은 이것들과 매우 다르다. 예문(9b)와 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성분

이 출현하는 문장에서 ‘会’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예문(9a)가 성립하고 예문

(9b)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양태동사들은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없는 

반면 ‘会’는 미래를 지시한다는 점을 방증할 수 있다. 과거를 묘사할 수 없는 

양상을 통해 ‘会’가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1.2 상태와 공기 비교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시간을 지시하는 성분이 존재하지 않고 문장의 술어가 

정태적 상태일 때8) ‘会’는 동적양태, 의무양태를 나타내는 양태동사, 인식양태

를 나타내는 기타 조동사나 부사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Palmer(2001:8)는 

동적양태와 의무양태는 사건의 실현을 다루고 인식양태는 명제의 진리값을 다

루기 때문에, 상태에 대한 묘사는 인식양태와만 공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명제가 참이 되는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인식양태를 필연

(certainty), 개연(probability) 및 가능(possibility)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들

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각각 ‘一定’, ‘应该₂’, 및 ‘可能’ 이다. 따라서 다음 

‘会’와 동적양태, 의무양태 및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나 부사의 사용을 비

교해 보자.

 8) 일반적으로 술어의 유형은 상태술어(stative predicates)와 사건술어(eventive predicates)
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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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他能/可以/应该₁是美国人。 
그는 미국인이 될 수 있다/ 되어도 된다/ 되어야 한다.

b. 他一定/应该₂/可能是美国人。
그는 틀림없이/아마도/어쩌면 미국인이다.

c. 他会是美国人。
그는 미국인이 될 것이다. 

(11) a. 他能/可以/应该₁知道这件事。
그는 이 일을 알 수 있다/ 알아도 된다/ 알아야 한다. 

b. 他一定/应该₂/可能知道这件事。
그는 틀림없이/아마도/어쩌면 이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c. 他会知道这件事。
그는 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예문(10a)는 미래를 지시할 수 있는데 이때 ‘他是美国人’이 현실이 될 수 있

는 조건구비, 허가나 의무를 나타낸다.9) 예문(10b)는 ‘他是美国人’이라는 명제

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이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장기간 동안의 상태를 나타

낸다. 예문(10c)는 동적양태나 의무양태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단지 미래에 

‘他是美国人’이 실현될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예문(11a)는 미래에 ‘他知道

这件事’의 조건, 허가, 의무 등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예문(11b)는 발화하는 당

시에 ‘他知道这件事(그는 이 일을 알고 있다)’의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다. 예문

(11c)는 (11a)와 같이 미래 시간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지만, 조건, 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같은 상태술어인데도 예문(10a)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반면 예문(11a)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따라서 ‘能’, ‘可以’, ‘应该₁’와 같은 동적양태 혹

은 의무양태를 나타내는 양태동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미래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비해 ‘会’는 예문(10c)와 (11c)에서 해당 상태가 미래에 출현할 것을 

지시하며 현재의 상태로 해석할 수 없다. 이와 정반대로 예문(10b)와 (11b)에서 

보여주듯이 인식양태에 해당하는 조동사나 부사는 그 상태가 현재의 상황인 것

 9) 앞에서 분석했듯이 과거를 지시는 성분이 출현하면 과거의 어떤 조건, 허가 등도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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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며 미래의 해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주로 

다음과 같다.

양태 분류 대표 어휘 미래시간 지시 어휘적 의미
가능성 

판단

동적양태

의무양태

能 可以

应该₁ 得 必须 — ＋ —

인식양태
一定 可能 应该₂ 
大概 肯定

— — ＋
会 ＋ — —

<표 5-1> 상태를 묘사할 때 기타 어휘와 ‘会’의 특징 비교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태동사나 양태부사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학자

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용법이 인식양태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会’를 가능성

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면 인식양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식양태는 원래 과거, 

현재, 미래와 모두 조합할 수 있는데 ‘会’는 미래시간만 지시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인식양태가 미래시간만을 지시하지 않는 것과 모순이 된다. 또한 일정한 조

건 하에 미래의 해석을 허용하는 동적양태나 의무양태에 비하면, ‘会’의 의미는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고 많이 허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会’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며 인식양태에 속한다는 견해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태를 묘사하는 술어와 공기할 때 ‘会’는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을 증명할 수 있다.

5.2.1.3 ‘要’와의 비교

학자들은 대부분 ‘要’를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일부 학자

들은 ‘要’가 미래시제의 표지라고도 언급하였다. ‘会’는 이러한 ‘要’와 어떤 정도

까지 유사한가? 范晓蕾(2016)는 미래를 나타낼 때 ‘要’와 ‘会’는 매우 유사하며 

때로는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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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工作安排已经定了，他下半年会/要/∅在北京工作10)。
업무의 배정은 이미 결정되었고, 그는 하반기에 베이징에서 근무할 

것이다.

b. 老板的飞机明天十点会/要/∅到上海。(记得派人去接机。)

사장님의 비행기는 내일 10시에 상하이에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합

니다. (마중 나갈 사람을 보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要’의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기능을 인정하면 같은 위치에 출현하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会’도 미래시간의 표지로 봐야 한다. 이 외에 范晓蕾

(2016)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문장의 술어가 동태적인 동사가 아닐 때 ‘会’만 

출현할 수 있고 ‘要’는 그렇지 못하다고 논의하였다. 

(13) a. 礼堂明天上午会/*要/∅有一个展览。(你可以去看看。) 范晓蕾(2016)

강당에 내일 오전에 전시회가 있을 것이다/ 있다. (가 볼만 하다.)

b. 林莉今年参加奥运会比赛的主项仍会/*要(미래)/∅是200米和400米混合

泳。
린리가 올해 올림픽에서 참가할 주 종목은 여전히 200m와 400m 혼

계영이다.

예문(12)와 예문(13)의 대조를 통해 ‘会’가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만을 실현할 

때는 ‘要’보다 더 많은 술어의 유형과 공기할 수 있고 제한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시간 지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会’는 많은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要’보다 비교적 자유스럽게 사용될 수 있으며, ‘会’는 진정한 미래

시제의 표지로 볼 수 있는 자질을 더 많이 구비하고 있다.

10) 范晓蕾(2016)는 ‘会’가 출현하는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과의 미세한 화용적인 차이

가 전자는 화자가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화용적인 의

미를 나타낸다고 간략히 언급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

다. 양자의 차이는 5.3.1.2.2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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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인식양태 조동사와의 비교

彭利贞(2007) 등은 ‘应该’와 ‘会’는 가능성을 나타낼 때 인식양태에 속하며 가

능성의 정도는 가능보다 높고 필연보다 낮기 때문에 개연성으로 이들 둘의 의

미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개연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应该’와 ‘会’는 서로 다른 

시제와 조합을 이룬다. 먼저 다음 예문을 보자.

(14) a. 你应该₂看过她的诗。
너는 그녀의 시를 보았을 것이다.

b.*你会看过她的诗。
너는 그녀의 시를 보았을 것이다.

(15) a.*航空俱乐部告诉他，他们不能派直升飞机来，因为应该₂起十级狂风。
b. 航空俱乐部告诉他，他们不能派直升飞机来，因为会起十级狂风。 

항공클럽은 그에게 10급 광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예문(14a)와 (14b)는 과거에 어떤 경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应该₂’
가 출현하는 예문(14a)만 성립된다. 반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묘사하는 예문

(15a)와 (15b) 중에 ‘应该₂’를 사용하는 예문(15a)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应该₂’는 인식양태에 해당하는 용법을 나타낼 때 주로 과거 시간에 발생한 사

건을 묘사한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식양태로 보는 ‘会’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물론 ‘应该₂’의 인식양태 용법은 미래 시간

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은 바로 이러한 문장이다.

(16) a. 航空俱乐部告诉他，他们不能派直升飞机来，因为应该₂会起十级狂风。
항공클럽은 그에게 10급 광풍이 아마도 불 것이기 때문에 헬리콥터

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b. 莱昂纳多在片中应该₂会分饰强尼和他的哥哥两角。
레오나르도는 아마도 영화에서 조니와 그의 형의 역을 모두 연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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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비문인 예문(15a)에서 ‘应该₂’의 뒤에 ‘会’를 삽입하면 성립될 수 있는 

예문(16a)가 된다. 예문(16b)도 ‘会’를 통해 ‘应该₂’는 인식양태의 해석을 얻게 

된다.11) 따라서 ‘会’와 ‘应该₂’의 가장 큰 차이는 시제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会’는 과거를 묘사할 수 없으며, ‘应该₂’는 미래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

타낼 수 없다. ‘应该₂’의 이러한 제한은 ‘会’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

지만, ‘会’는 다른 양태동사에 의해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과거

의 사건을 묘사할 수 없다. 이는 ‘会’를 미래시제의 표지로 볼 수 있는 논거가 

된다.

다시 되돌아 彭利贞(2007)의 ‘会’와 ‘应该₂’가 개연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

를 검토해 보면 다른 문제점도 있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会’가 가능성을 나타

낼 때 ‘可能’, ‘大概’와 같은 ‘가능’보다 많이 높지만 ‘一定’, ‘必然’과 같은 ‘필연’

보다 낮으며, ‘会’와 ‘应该₂’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정도는 개연이다. 그러나 양자

를 부정할 때 다른 양상을 보인다.

(17) a. 明天应该₂会下雨，但是也可能不(会)下雨。
내일 아마도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올 수도 있다.

b.*明天会下雨，但是也可能不(会)下雨。
내일 비가 올 것인데, 안 올 수도 있다.12)

예문(17a)와 (17b)는 내일 비가 올 가능성에 대한 묘사이다. 뒤에 있는 문장

이 없으면 ‘明天应该会下雨’와 ‘明天会下雨’는 모두 성립되지만, 앞의 문장을 부

정하는 내용을 추가한 후에는 예문(17a)만 성립한다. 개연성으로 예문(17a)를 

설명할 수 있다. 개연은 필연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허용한

다. 따라서 화자가 개연성의 판단을 내린 이후 그러한 판단을 논리적으로 부정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문(17b)가 비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11) 여기서 ‘会’를 생략할 수 있지만 생략한 후에 ‘应该’는 의무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应该₁’이다.
12)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한다. 원래 의미

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와 대응된 한국어 문장도 어색하다. 뒤의 논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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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렇다면 ‘会’는 개연성보다 더 높은 가능성, 즉 ‘一定’, ‘必然’과 같이 

필연성을 나타내는가? 왜냐하면 후자도 다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 c.*明天一定会下雨，但是也可能不(会)下雨。
내일 비가 반드시 올 것인데, 안 올 수도 있다.

d. 明天一定会下雨。
내일 반드시 비가 올 것이다.

e. 明天会下雨。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문(17d), (17e)에서 보여주듯이 분명히 ‘一定会’과 ‘会’는 완전히 같

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会’의 가능성 정도는 ‘应该’

보다 높지만 ‘一定’과 같은 확실한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가? 중국어 ‘会’의 이러

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개연성과 필연성의 사이에 또 다른 의미를 따로 설정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Comrie(1985:44)는 ‘It will rain tomorrow’와 ‘It may rain tomorrow’를 

통해 시제와 양태 표현의 차이를 논의한 바 있다. ‘will’은 미래시제의 표지이고 

발화 후에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을 나타내며, 후에 그 시간이 되

면 ‘It will rain’의 진리값을 검증할 수 있다. 반면 ‘may’는 양태범주에 속하고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능세계를 묘사하며, ‘It may rain’의 진리값을 검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래에 비가 오든 안 오든 ‘It may rain’이라는 판단은 모두 참

이 되기 때문이다. Comrie(1985:44)의 이러한 논의는 중국어 ‘会’를 설명할 때

도 적용할 수 있다. 즉, ‘会’는 미래시제의 표현 수단으로서 사건이 미래에 발생

할 것을 나타낸다. 미래에 어떤 사건의 발생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개연

성보다 훨씬 강하다. ‘一定’과 조합을 이룰 때 단순히 ‘会’만 사용하는 문장과 

차이가 있다. ‘一定’을 통해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된다.

‘会’를 미래시제의 표현 수단으로 간주하면 과거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会’

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应该’와 같은 두 가지 

양태를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의 뒤에 ‘会’가 출현하면 해당 양태동사에 인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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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해석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점은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분석한다.

5.2.2 공기성분을 통한 의미⋅기능확인

5.2.2.1 빈도부사와 공기할 때의 차이

본고는 제3장에서 ‘会’의 습관상 용법을 고찰할 때 ‘会’가 빈도부사와 공기하

면 ‘会’의 출현위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용 양상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

였다.

(18) a. 会常常 会偶尔 会不时

会자주     会간혹     会때때로

b. 常常会     偶尔会     不时会

자주会 간혹会 때때로会

(19) a.*会一向 *会老是13)  *会总是

b. 一向会     老是会     总是会

줄곧会 항상会 언제나会

‘会’는 ‘常常’, ‘偶尔’, ‘不时’ 등과 공기할 때 이들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지만, ‘一向’, ‘老是’, ‘总是’ 등과 공기할 때는 뒤에만 출현할 수 있다. 周小兵

(1999)은 ‘一向’, ‘历来’, ‘总是’ 등과 같은 고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미래의 상

황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빈도부사의 앞에 출현하는 ‘会’

는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 이러한 논의와 일치한

다. 즉, ‘会’가 빈도부사의 앞에 출현하면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에, 고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미래를 묘사할 수 없는 것과 충돌이 생

기며 비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会’가 빈도부사의 뒤에 출현하면 습관

상의 표지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자세히 분석해 보자.

13) 특정한 문맥에서 이들은 성립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谁会老是回头看呢？’는 비문

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은 모두 부정, 의문이나 반어문이고 ‘会’는 미래의 시

간을 지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정한 형식에 출현하는 ‘会’의 용법은 인식양태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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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你在这里好好工作，他会[常常]来看你的。 
너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 그가 자주 너를 보러 올 거야.

b. 这时候的罗纳尔多[常常]会为了自己的理念而得罪教练。
이때 호나우두는 자신의 이념 때문에 감독의 미움을 사기 일쑤였다.

예문(20a)는 화자가 발화한 후부터 그 사람이 자주 청자를 보러 올 것을 나

타내는데, 문장에서 ‘会’는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

다. 반면 예문(20b)는 과거에 호나우두가 자주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을 묘사하

며, ‘会’를 습관상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왜 빈도부사 앞의 ‘会’는 미래시제

의 표지이고 빈도부사 뒤의 ‘会’는 습관상의 표지이며 이와 반대로는 해석할 수 

없는가? Hengeveld(2011)에 따르면 시제표지보다 상표지는 문장의 주요 술어

동사와 가까이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중국어의 ‘会’는 미래시제를 지시하는 역

할을 할 때 습관상을 나타낼 때보다 동사와의 거리가 더 멀다.14)

또한 Tsai(2015)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통해 ‘会’가 각 의미를 나타낼 때의 

통사적 층위를 제시하였다. 미래시제(future/generic)의 ‘会’는 ‘常常’의 위층에 

있고 습관상을 나타내는 ‘会’는 ‘常常’의 하위에 있다.15) 따라서 양자의 위치 차

이로 인해 문장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14) 예문(18b)조의 ‘常常’, ‘偶尔’, ‘不时’는 빈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어휘적 수단으로

서 허화가 더 많이 진행한 ‘会’보다 술어와의 관계가 덜 긴밀하기 때문에, ‘会’의 앞

에 위치한다.
15) Tsai(2015)는 본고에서 습관상의 표지로 분석되는 ‘会’를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경향적(dispositional) ‘会’로 명명하였다.



- 134 -

<도식 5-2> Tsai(2015)의 ‘会’의 사용 층차 분석

(21) a. 阿Q会[常常]去台北。
아큐는 자주 타이베이에 갈 것이다.

b. 阿Q[常常]会去台北。
아큐는 자주 타이베이에 가곤 한다.

(22) a. Akiu will go to Taipei often.

아큐는 자주 타이베이에 갈 것이다.

b. Akiu was often inclined to go to Taipei.

아큐는 자주 타이베이에 가곤 했다.

Tsai(2015)에서 제시한 예문(21a)의 ‘会’는 ‘常常’의 앞에 위치하며, 영어로 

번역할 때 예문(22a)의 ‘will’로 대응시켜 미래를 나타낸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예문(21b)의 ‘会’는 ‘常常’의 뒤에 사용되어 예문(22b)의 ‘was often 

inclined’, 즉 과거에 어떤 일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번역되었다. 여기서 

이는 과거의 경향인지 혹은 현재의 경향인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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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미래시제와 습관상의 표지로 사

용되는 ‘会’가 각각 존재하고 통사적 위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2.2.2 인식양태동사 및 부사와의 공기 해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会’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학자

들은 ‘会’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 대부분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는 ‘会’가 

나타내는 가능성의 판단이 상당히 높다고 보며, 彭利贞(2007) 등은 가능과 필연

의 중간정도, 즉 개연으로 ‘会’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会’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다른 성분과의 공기 현상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

기 힘들다. 다음 예문을 보자.

(23) a. 他[一定]会去。 (필연)

그는 틀림없이 갈 것이다.

b. 他[应该₂]会去。 (개연)

그는 아마도 갈 것이다.

c. 他[可能]会去。 (가능)

그는 어쩌면 갈지도 모른다.

예문(23a)에서 ‘一定’은 가장 높은 정도의 가능성, 즉 필연을 나타낸다. 예문

(23b)의 ‘应该₂’는 彭利贞(2007)에 따르면 ‘会’와 같이 중간 정도의 가능성인 개

연에 해당한다. 예문(23c)의 ‘可能’은 가능에 속하며 필연, 개연보다 많이 낮은 

가능의 정도를 나타낸다. ‘会’는 세 예문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있다. 

현재까지 학자들은 ‘会’가 왜 이들과 모두 공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의 각도에서 보면 개연이 가능, 필연과 모두 조합할 

수 있는 것은 모순된 사용이다. 다음은 ‘一定’으로 인해 ‘应该’의 해석을 결정하

는 현상을 대조해 보자.

(24) a. 他那么不高兴也还是去了，那[他一定应该₁去]。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도 갔으니, 그는 틀림없이 가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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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他很喜欢那个电影，[他一定应该₂去]。
 그는 그 영화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틀림없이 갈 것이다.

‘应该’는 원래 의무양태에 속하는 ‘마땅히 해야 하다’의 의미와 인식양태에 

속하는 ‘아마도’의 가능성 판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一定’과 공기

할 때 예문(24a), (24b)와 같은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실

제 사용에서는 의무양태에 해당하는 ‘应该₁’로 해석하는 예문(24a)는 성립하지

만, 인식양태에 해당하는 개연성을 나타내는 ‘应该₂’로 해석하면 예문(24b)는 비

문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같은 문장 안에서 개연과 필연이라는 두 가

지 가능성의 판단을 동시에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기하는 양태동사나 양

태부사의 의미에 의해 다의성 양태동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현상은 다른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Coates(1983:137)는 두 개의 양

태사16)가 공기할 때의 의미 조합 상황을 다음과 같은 예문의 대조를 통해 설명

하였다.

(25) a. He may가능 [possibly] come. ≈ He may come.

그는 아마도 올 것이다. ≈ 그는 올지도 모른다.

b. He may허가 [certainly] come.

그는 분명히 와도 된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양태사가 공기할 때는 조화를 이루게 되어 서로에게 의

미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효과를 주지 못한다. 따라서 예문(25a)에서 

‘possibly’는 ‘may’와 공기하지만 ‘possibly’의 의미를 거의 드러낼 수 없고 출

현하지 않은 문장과 큰 의미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예문(25b)에서 ‘may’가 

‘certainly’의 출현으로 인해 가능성의 의미 해석을 받을 수 없고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왜냐하면 ‘may’는 낮은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certainly’는 높은 가능성만 나타내기 때문에 양자가 의미적 모순이 생기며, 

‘may’는 허가의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어 ‘应该’와 영어 ‘may’의 이러한 사용 양상에 따르면, 앞의 예문(23a), 

16) Coates(1983)는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부사 등을 통틀어서 양태사(modal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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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b), (23c)에서 ‘一定会’, ‘应该₂会’, ‘可能会’의 조합은 각각 ‘필연+가능’, ‘개

연+가능’, ‘가능+가능’으로 해석할 수 없다. ‘一定’, ‘应该₂’, ‘可能’의 의미가 이

미 매우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들이 모두 성립되려면 ‘会’

를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없다. 사실상 ‘会’는 이러한 문장에서 사건

이 미래에 발생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사건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수단은 ‘一定’, ‘应该₂’, ‘可能’이다.

5.2.3 기타 언어 대조를 통한 관찰

5.2.3.1 미래시제 표현방식의 존재 여부

Dahl(2000)은 유럽 언어들이 미래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고찰할 때 영

어와 핀란드어의 일기예보를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26) a. 영어: Outbreaks of rain will clear on Monday to leave a mix of 

sunshine and showers across the country. Longer periods of rain are 

[likely] midweek, especially in the west. It will be mostly cool and 

windy. Cool and unsettled conditions over much of Scandinavia will 

extend into central and western Europe during Tuesday and Wednesday.

월요일에는 비가 개어 전국적으로 햇살과 소나기가 번갈아 출현할 

것입니다. 주 중반에 비가 더 오래 내릴 것 같은데, 특히 서쪽지방에

서는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날이 주로 시원하고 바

람이 불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많은 지역에서 냉랭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중부와 서유럽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b. 핀란드어: Sää kylmenee, mutta keskiviikkona tuulee idästä ja pyryttää 

lunta. Läm ptila kohoaa tilapäisesti nollaan tai jopa vähän suojan 

puolelle. Torstain tienoilla voi olla jopa kymmenisen pakkasastetta. 

([영어의 직역]: The weather becomes cooler, but on Wednesday it 

blows from the east and there is drifting snow. The temperature rises 

temporarily to zero or even a little higher. By Thursday it [can] already 

be around ten degrees below zero.)



- 138 -

날씨는 추워지지만 수요일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눈이 휘몰려 쌓이

고 있습니다. 기온이 일시적으로 0도까지 오르거나 조금 더 높아집니

다. 목요일까지는 이미 영하 10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의 일기예보에서는 ‘will’이 자주 사용되는 반면에 핀란드어의 일기예보

에서는 ‘will’과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없고 전체적으로 현재시제의 형태를 취하

고 있다. 미래는 항상 불확정성의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판단을 나

타내는 양태동사 ‘will’이 이러한 위치에서 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된

다. 그렇다면 핀란드어 일기예보의 현재시제의 형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가?17) 양자가 묘사하는 상황이 같은데 그 중의 하나만 불확정성의 특징을 구비

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 따라서 영어 일기예보에서 출현하는 ‘will’은 양태보다 

미래시제의 표지로 봐도 무방하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가능성의 정도를 표현

하고자 할 때는 ‘likely’와 같은 양태부사를 사용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핀란드

어에서도 영어의 ‘can’에 해당하는 어휘를 통해 가능성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

다. 핀란드어는 현재시제를 통해 미래를 표현하기 때문에, Dahl(2000)은 이는 

진정한 무미래시제(futureless)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어의 일기예보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다음은 중국어의 상황을 분석해 보자.

(27) 今天晚上到后天，由于受到强冷空气的影响，从内蒙古西部和中部一直到湖
北、安徽、江苏一带，将先后刮起5到7级风，在内蒙古的西部和宁夏北部还
[可能]出现扬沙天气，在北风的吹袭之下，这些地区的气温将普遍下降8到

12度，……这股冷空气还会给华北带来大规模的降雪。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강한 차가운 공기의 영향으로 네이멍구 서부와 

중부에서 후베이, 안후이, 장쑤 일대에 걸쳐 5~7급 바람이 불겠습니다. 

네이멍구의 서부와 닝샤 북부에서는 황사가 날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풍이 부는 가운데 이들 지역의 기온은 전면적으로 8도에

서 1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 이 차가운 공기는 화베이에도 대규

모의 강설을 가져오겠습니다.

17) 핀란드어에서 우언적 수단으로 미래를 지시하는 현상도 존재하지만 현재시제로 미래

를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광범위하고 자유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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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는 핀란드어와 같이 양태동사 없이 현재시제 형식으로 미래의 상황을 

묘사하지 않으며 영어와 더 유사하다. 대부분의 문장에서 학자들에게 양태동사

나 양태부사로 불리는 ‘将’, ‘会’, ‘可能’ 등의 어휘가 출현한다. 이들이 미래시

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어, 핀란드어의 대조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어 ‘会’가 출현하는 부분에 핀란드어는 양태를 나타내는 

성분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현재시제의 형태만 취하기 때문이다. 다만 영어에

서는 ‘will’ 하나로 미래를 지시하지만 중국어에서는 ‘将’과 ‘会’ 두 개의 형식이 

존재한다. Huang(2015), 石毓智⋅白解红(2007) 등은 이미 ‘将’을 미래시제의 표

지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대체해도 의미 차이가 없는 ‘会’도 미래시제

의 표지로 볼 수 있다. 

5.2.3.2 다른 언어의 판단기준 분석

언어학 연구에서 미래시제의 확립 및 미래시제 표지의 규정에 있어 현재까지

도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특정한 양태동사가 미래시제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

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중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영어의 ‘will’이 미래시제의 표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논거 중의 하나는 ‘will’은 미래가 아닌 시간에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28)과 (29)의 대조를 통해 이러한 논

거는 중국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a. That will be Tom.

그건 톰일 거야.

b. Boys will be boys.

사내아이는 역시 사내아이다.(사내아이의 장난은 어쩔 수 없다.)

c. Will you go out with me?

나랑 같이 나갈래?

(29) a. 那应该/*会是汤姆。
b. 男孩子就/*会是男孩子。
c. 你愿意/?会跟我一起出去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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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28a), (28b)와 (28c)에서 ‘will’은 각각 현재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

단, 자연적인 경향 및 초청의 의미를 나타내며, 모두 미래를 지시하지 않는다. 

이들에 근거하여 일부 학자는 ‘will’을 미래시제의 표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 예문(29a), (29b)와 (29c)에서 ‘会’는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영어의 논거는 중국어의 ‘会’에 적용할 수 없으며, ‘会’

의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은 더욱 부각된다.

한국어학계에서는 ‘-겠-’의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

이 있다. ‘-겠-’은 미래를 지시할 때 사용되지만 미래가 아닌 상황에서도 사용

된다. 따라서 ‘-겠-’을 미래시제의 표지로 볼 수 없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

된 인식이다. 같은 상황을 묘사할 때 중국어의 ‘会’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30) a. 잠시 후면 대통령 내외분이 식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임동훈(2001)

b. 연말이라 영희는 지금 한창 바쁘겠다. 임동훈(2001)

c. 그는 이미 도착했겠다.

(31) a. 总统夫妇稍后将/会入场。
b. 年底了，英熙现在应该/*会正忙着呢。
c. 他应该/*会已经到了。

예문(30a)는 ‘-겠-’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고 미래시제의 표지

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대응한 중국어 표현 예문(31a)에서는 공

식적인 문체에 어울리는 ‘将’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会’로 대체해도 

의미 차이가 없다. 반면 예문(30b)와 (30c)는 현재나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의 판단이며, ‘-겠-’은 더 이상 미래를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시제의 

표지로 분석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 표현인 

예문(31b)와 (31c)에서는 ‘会’는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이는 ‘会’가 현재의 상황

이나 이미 발생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없고, 순수한 미래와만 조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가능성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로 봐야 하는 문장에서 중국어에서

는 ‘会’가 출현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会’는 미래시간을 지시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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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32) a. 礼堂明天上午∅有一个展览，你可以去看看。
b. 礼堂明天上午会有一个展览，你可以去看看。

(33) a. 강당에 내일 오전에 전시회가 있는데, 가 볼만 하다.

b.*강당에 내일 오전에 전시회가 있겠는데, 가 볼만 하다.

영어,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양태를 나타내는 성분이 

미래시제의 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논거는 중국어에 적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会’가 미래시간의 지시기능을 지니는 상황은 영어나 한국어

와의 차이도 존재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4) a. The demand may decrease.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b.*The demand may will decrease.

(35) a.?需求可能∅减少。
b. 需求可能会减少。

예문(34a)는 미래에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시간을 

지시하는 성분이 없어도 문장이 미래에 관한 묘사인 것을 알 수 있으며, ‘will’

을 삽입한 예문(34b)는 비문이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예문(35a)와 같이 인식양

태만 나타내는 양태부사만으로 구성하는 문장은 매우 어색하고, ‘会’를 반드시 

삽입해야 완정한 문장이 된다. 이는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성분이 원래 시제의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지시하는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기타 양태동사와의 비교, 공기성분의 사용 양상, 기타 언어와의 대

조를 통해 ‘会’는 가능성 판단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

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시제라는 범주를 

확정할 때 형식적인 수단보다 특정한 형식을 통해 나타내는 기능을 해당 범주

로 볼 수 있느냐의 관건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성분은 구체적인 어휘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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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 않고, 사태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면 미래시제의 

표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会’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가?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 분석한 

‘会’는 특정한 성분과 공기할 때만 미래가 아닌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 미래시

간을 지시하는 ‘会’는 문장의 다른 성분에 대해 특수한 요구가 없다. 따라서 

‘会’의 주요 기능은 미래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가 원래 

지니는 불확정성으로 인해 이를 시제 혹은 양태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문

숙영(2005:80)은 기본적이고 지배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삼고 해당 성분이 어떤 

범주인지를 판단하였다. 앞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는 ‘会’의 

암묵적인 용법은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것이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용법은 

극소수의 한정된 형식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会’를 미래시제의 표지로 

보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미래를 지시하는 ‘会’의 사용조건

을 분석하고자 한다.

5.3 절대미래시제 표지 ‘会’의 사용조건

기존의 연구에 따라 중국어에서 시제를 지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주로 시간부사, 어휘의미와 화용추론이 있다. 이중에 미래를 지시하는 어휘의미

는 주로 양태동사를 가리키며, ‘要, 会’가 이들을 대표한다. 또한 일부 동사는 

원래 어휘적 의미에서 미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准备’, ‘计划’, ‘预示’ 등은 목적어절을 취할 수 있고 목적어절에서 나타내는 사

건이 이것들의 이후에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

화용적 추론은 주로 문맥에서 미래에 관한 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

므로 문장에서 미래를 지시하는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해석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더 넓은 문맥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본고

는 이 부분을 제외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 ‘会’는 시간부사의 출현 여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 기타 미래가 함축되어 있는 어휘와 어떠한 공기 양상을 보이는지 및 기타 

시간지시 성분이 없을 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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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会’의 출현 여부와 시간부사의 관계

일반언어학자이든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이든 대부분이 중국어에서는 미래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사가 있으면 문장에 서술한 사건이 미래에 발생할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明天他去北京’과 같은 문

장이 매우 자연스러우며 ‘会’를 삽입하면 화자가 ‘明天他去北京’의 발생할 가능

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본장 앞부분에서 언급

한 예문(4a), (4b), (4c)의 성립 여부의 차이를 통해 보여주듯이 그러한 견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출현할 

때 ‘会’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5.3.1.1 시간부사의 정의 및 조사대상의 확정

일반언어학에서 시간사는 시간부사(time adverb)와 시간명사로 나뉜다. 전자

는 문장의 술어가 묘사하는 상황의 시간적 정보를 부여해 주는 반면 후자는 그

렇지 못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36) a. I’m having dinner with Rachel tomorrow. 

나는 내일 레이첼과 저녁을 먹을 것이다.

b. We make sacrifices now to give our children a better tomorrow.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주기 위해 지금 희생을 한다.

예문(36a)에서 ‘tomorrow’는 레이첼과 함께 저녁을 먹는 사건의 발생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예문(36b)에서 ‘tomorrow’는 사건의 발생시간과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전자는 시간부사이고 후자는 시간명사에 해당한다. 

본고는 미래시간의 지시기능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말하면 

시간부사로 사용되는 시간사만 고찰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국어학계의 일반적

인 용어인 시간명사가 아니라 시간부사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18)

18) 张谊生(2000) 등의 학자들은 ‘刚刚’, ‘马上’, ‘已经’, ‘正在’와 같은 동작이 발생하거나 

진행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을 시간부사라고 본다. 반면, ‘내일’, ‘이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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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절대적인 역법(曆法) 시

간부사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상대적인 시간부사이다. 절대적인 역법 시간부사는 

‘下午’, ‘周五’, ‘2010年’ 등이 있다. 이것들의 시간지시 방식은 역법에 따르며 

화자의 발화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 짓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문장이 묘사하

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기타 

성분과 공기해야 한다. 다음 예문을 분석해 보자.

(37) a. 内地[周六]全面禁用即用即弃的发泡餐具。
중국본토 토요일은 일회용 스티로폼 식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b. (本报周五讯)，内地[周六]全面禁用即用即弃的发泡餐具。
(본 통신사 금요일 취재), 중국본토 토요일은 일회용 스티로폼 식기

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이다.

c. 内地(会于)[周六]全面禁用即用即弃的发泡餐具。
중국본토는 토요일은 일회용 스티로폼 식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이다.

예문(37a)에 대해 스티로폼 그릇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건이 토요일에 발생했

거나 발생할 것으로의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발화하는 시간은 역법 시

간과 대조하지 않으면 문장의 시제 상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에

서 사건이 미래에 발생할 것을 확정하려면, 예문(37b), (37c)와 같이 발화시간

을 명시하거나 ‘会’와 같은 성분을 삽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역법 시

간부사는 단독적으로 시제지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부분의 고찰대상

이 아니다.

상대적인 시간부사는 ‘昨天’, ‘下个月’, ‘今年’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화자의 

발화시간을 기존으로 삼고 있으므로 문장이 묘사하는 사건의 시제적 해석에 대

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에 ‘后天’, ‘下个月’, ‘明年’ 등의 시간부사는 사건이 

발화시간 이후, 즉 미래에 발생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본고는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시간부사 ‘明天’을 대상으로 삼아 북경대학과 북

경어언대학이 제공하는 코퍼스에서 ‘明天’이 출현하는 문장에서의 ‘会’의 사용 

어휘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성분의 성질과 관련 없이 모두 시간명사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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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상황을 조사하기로 한다.

5.3.1.2 시간부사와의 공기 양상 및 분석

‘明天’이 시간부사로 사용되어 있는 문장에서 ‘会’의 출현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는 상황, 생략될 수 없는 상황 및 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은 상황별로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会’의 사용조건을 분석해 보

자.

5.3.1.2.1 ‘会’가 출현할 수 없는 경우

‘明天’과 같은 시간부사가 있는 문장에서 ‘会’가 출현할 수 없는 경우를 다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명령문이나 청유문이다. 이러한 문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하

기를 명령하거나 요청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제표현과 공기하지 않는다. 또

한 명령이나 청유는 원래 발화 후에 어떤 행동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

래시제와 중복된다. 

(38) a. 24日中午蒋介石下令：“把船只准备好，明天(*会)离开溪口。”

24일 정오 장제스는 “선박을 준비해 내일 시커우를 떠나라”고 지시

했다.

b. 明天(*会)给我招一个秘书19)。
내일 비서를 한 명 구해 줘.

c. 你明天(*会)到我家来。
내일 우리 집에 와.

둘째, 문장에 다른 동적양태나 의무양태를 나타내는 양태동사가 출현하거나 

이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 출현하는 경우이다. 이때 만약 ‘会’가 양태동

사의 앞 혹은 뒤에 출현하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19) 이 문장에서 ‘会’가 출현할 수도 있지만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하며 더 이상 

명령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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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 明天他们的系统就(*会)[能]装完。
내일이면 그들의 시스템을 다 설치할 수 있다.

b. 明天(*会)休息一天，[可以吗]？
내일 하루 쉬어도 될까요?

c. 钱，明天上午便(*会)[可以]给您。
돈은 내일 오전 중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장에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다른 양태동사가 출현하는 경우에 ‘会’는 

출현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会’는 필연, 개연,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동사와 모두 조합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0) a. 中国队的夺金势头明天[可能]会减弱。
중국팀의 금메달 행진이 내일 수그러들 수도 있다.

b. 明天[应该]会认识很多新朋友。
내일은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될 것이다.

c. 她也知道自己的脖子红了一圈，明天[一定]会产生淤青。
그녀도 자신의 목이 한 바퀴 빨개졌고, 내일은 틀림없이 멍이 들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중국어의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성분이 양태동사보다 부사와 더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통사적으로 명제 전체에 대한 판단을 전달하는 부사

는 문장의 가장 밖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문(40a)는 다음 (41)과 같은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동적양태와 의무양태는 명제에 대한 판단을 나

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문(39a)는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41) 可能＋(中国队的夺金势头明天会减弱)20)

아마도+(중국팀의 금메달 행진이 내일 수그러진다)

(42) *能＋(明天他们的系统就会装完)

 할 수 있다+(내일 그들의 시스템을 다 설치한다) 

20) ‘会’는 명제의 시간적인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과 같이 명제의 내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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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분석해 보면, (41)은 중국팀이 금메달을 따는 기세가 내일 누그러질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42)에서 명제는 

그들의 시스템을 내일 곧 설치완료 될 것이지만 ‘能’을 통해 가능성에 대한 판

단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Palmer(2001:22)에서

는 ‘能’과 ‘可以’가 나타내는 동적양태와 의무양태를 사건양태(event modality)

로 명명하고 인식양태를 명제양태(propositional modality)로 명명하였다. 이러

한 분류방식은 바로 (41), (42)의 분석과 일치한다.

셋째, 화자에게는 어떤 상황이 단언적인(assertive) 것이 아닌 경우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明天’이 출현하는 부분은 다른 절이나 문장의 배경정보로 사용되

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明天’이 문장의 종속절에 위치하며, 종속절은 

주로 조건, 양보,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43) a. [如果明天下雨]，校运会将延迟21)。
내일 비가 온다면 학교 운동회가 지연될 것이다.

b. [明天再战]，也未必马上能赢他。
내일 다시 싸워도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 [为了明天晚上呈现出一台完美的节目]，我们现在要开始布置会场。
내일 밤에 완벽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회의장 

배치를 시작해야 한다.

예문(43a), (43b), (43c)의 앞 절은 각각 조건, 양보와 목적을 묘사하며, 화자

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중심이 아니라 뒤에 있는 절의 배경정보이다. 즉, 어

떤 조건하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을 나타내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복문에서 종속절은 항상 주절

의 전제이고 화자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단언을 할 수 없다. 화자가 단언하는 

내용은 복문의 주절이다.22)

이 외에 간혹 복문이 아닌 문장에서 ‘会’가 출현할 수 없는 현상도 발견할 수 

21) ‘会’가 조건절에서 출현하는 문장을 간혹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러한 ‘会’의 사용에 

대해 다음절 조건문에서 출현하는 ‘会’를 토론하는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22) 가정복문과 조건복문에서의 ‘会’의 사용상황은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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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会’가 출현할 수 없는 이유를 여전히 단언성의 여부를 통해 해석

할 수 있다. 다음 예문(44a), (44b)에서 ‘明天’이 출현하는 문장은 모두 화자가 

단언하는 내용이 아니다.

(44) a. [明天我还有点事儿]，不然倒可以陪你们去一趟。 
내일 나는 일이 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있을 

텐데.

b. [明天我告诉你哪一队赢了]，好不好？
내일 내가 너에게 어느 팀이 이겼는지 알려줄게, 어때?

5.3.1.2.2 ‘会’가 생략 가능한 경우

앞에서 언급한 范晓蕾(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에서 ‘会’는 출현할 수 있고 인식양태를 포함하는 문장과 같이 주

관적인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会’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문장 전체

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 연구에서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45) a. 礼堂明天上午会/∅有一个展览。(你可以去看看。)

강당에 내일 오전 전시회가 있는데. (가 볼만 하다.)

b. 经理礼拜二会/∅来上班。(你到时来找他吧！)

사장님은 화요일에 출근해요. (그때 그를 찾아오세요!)

c. 通知下来了，市长下个礼拜会/∅到我们单位开会。
통지가 왔는데, 시장이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 와서 회의를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일반언어학의 연구에서 이미 많이 언급되었다. 

사실상 많은 언어에서 미래시제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시제의 형태로 미

래에 어떤 사건의 발생을 묘사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

상을 ‘현재미래(futurate)’라고 한다. 현재미래로 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대부분 

계획된(scheduled/planned) 것이다. Copley(2008)에서 다음 문장들의 대조를 

통해 현재미래의 사용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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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a. The Red Sox play the Yankees tomorrow.

b. The Red Sox are playing the Yankees tomorrow.

레드삭스는 내일 양키스와 경기를 한다.

(47) a.*The Red Sox defeat the Yankees tomorrow.

b.*The Red Sox are defeating the Yankees tomorrow.

레드삭스는 내일 양키스를 물리친다. 

예문(46a), (46b)는 각각 일반현재와 현재진행의 형태로 내일 레드삭스팀의 

경기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경기를 치르는 사건 대신 상대팀을 물리치

는 사건이 출현하는 예문(47a)와 (47b)는 모두 비문이다. 왜냐하면 경기가 있는 

것은 원래의 계획이지만 이기는 것은 계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중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 

(48) a. 明天韩国队会/∅迎战伊拉克队。
내일 한국팀은 이라크팀과 맞붙는다.

b. 明天韩国队会/*∅打败伊拉克队。
내일 한국팀은 이라크팀을 물리칠 것이다/ 물리친다.

그러나 계획된 사건이 미래에 발생할 것을 묘사할 때 왜 현재시제와 미래시

제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Copley(2008)에서 언급했듯이 인류의 계획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묘사할 때도 

이러한 용법을 볼 수 있다. 코퍼스의 예문을 검색해 보면 중국어도 같은 양상

을 띤다. 다음 예문을 보자.

(49) a. 明天太阳会/∅直射南回归线，北半球昼最短夜最长。
내일 태양은 남회귀선을 직사하며, 북반구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

장 길다.

b. 明天凌晨1点43分左右，月亮会/∅距地球最近，只有35.6万公里。
내일 새벽 1시 43분쯤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며, 35만6천 

킬로미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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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달의 움직임은 인류에 의해 변할 수 없고 계획될 수도 없다. 그러나 내

일에 해와 달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 ‘会’ 없이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된 사건이나 자연현상을 묘사할 때 현재미래와 미래시제 모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Reichenbach(1947:288)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다. 발화하는 시간이 참조시간과 같으면 현재이고 참조시간

보다 이르면 미래이다. 이러한 정의방식은 영어의 현재완료 등을 설명할 때 좋

은 해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 참조시간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따라서 Klein(2009)은 시제를 확정할 때 세 가지 시간점을 다시 

명확히 정리하였다. 즉,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인 발화시(time of utterance), 상

황이 출현하는 시간인 상황시(time of situation), 화자가 상황을 단언하는 시간

인 화제시(topic time23))이다. 시제의 유형을 결정하는 시간은 상황시와 화제시

이다. 이러한 기존으로 시간축에서 현재와 미래시제를 표현하면 주로 다음 그

림과 같다.

         화제시

         발화시

<도식 5-3> 현재시제의 양상

        발화시   화제시

<도식 5-4> 미래시제의 양상

Klein(2009)의 설명 방식대로 현재시제는 발화시와 화제시가 겹치는 상황이

고 미래시제는 화제시가 발화시보다 늦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앞의 예문(48a)

23) 원문에서는 화제시를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질문하는 시간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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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8b)를 분석해 보면 문장의 발화시는 현재이고, 상황시는 내일이며, 화제시

는 발화시의 이후일 수 있고 발화시와 동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문(48a)에

서 화자가 이미 내일의 경기 일정을 알고 있는 상태의 각도로 보면 내일 경기

가 있는 것은 현재에 이미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시제의 형태로 표현하

게 된다. 그러나 이라크팀을 이기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일정이 아니므로 반

드시 내일이 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내일이 되면 화자가 말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한 Comrie 

(1985:44)의 ‘It will rain tomorrow.’에 대한 분석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Comrie (1985:44)에 따르면 ‘{it rain24) tomorrow}’의 진리값은 미래에만 검증

될 수 있다. 이러한 진리값을 검증하는 시간은 바로 화제시와 대응한다. 즉, 화

제시는 어떤 상황의 실현이 확인되는 시간이다. 

화자가 이미 어떤 사건이 계획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화하면 발화시

와 화제시는 겹치게 되며 현재시제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발화한 다

음 나중에 오는 시간에 사건의 발생을 단언하게 되는 상황이 미래시제에 해당

한다. 예문(49a), (49b)와 같은 자연현상은 계획된 것이 아니지만 뒤에 있는 자

연의 법칙은 화자에게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발화시

에 미래에 어떤 자연현상이 발생할 것을 알 고 있으므로 현재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문법화된 형태를 통해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현재시제와 미래시제의 형식을 모두 취할 수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다음 루마니아어(Romanian)의 예문을 보자.

(50) a. Mâine      îti       povestesc       totu-l.

tomorrow  2PL     tell:1SG.PRS    all-DEF.SG.M

b. Mâine      îti      voi    povesti    totu-l. Haase(1995)

tomorrow  2PL  FUT.1SG  tell      all-DEF.SG.M

Tomorrow I will tell you all.

내일 모든 것을 알려 줄게. 

24) 시제와 상이 배제되는 사건과 일반 문장에 있는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 삼인칭 단수 

현재형의 표지 ‘s’를 사용하지 않고 비정형(infinite)의 형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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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50)은 그 다음날에 모든 것을 알려 준다고 전달하는 것이다. 화자 자신

이 동작행위의 실행자로서 발화시간에 어떤 것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면, 문

장이 미래시간이 아니라 현재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단순히 

미래시간에 발생할 것이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미래시제의 형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분석방식을 통해 중국어에서 ‘明天’이 출현하는 문장에서 ‘会’가 출현

하거나 출현하지 않을 때의 차이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자세히 보자.

(51) a. 我们明天∅吃什么？还是这番薯糊？
우리 내일 뭐 먹어? 또 이 고구마죽?

b. 我们明天会吃什么？还是这番薯糊？
우리 내일 뭐 먹을까? 또 이 고구마죽?

(52) a. 爸爸，大叔、二叔明天∅回来吗？
아빠, 내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돌아오시나요? 

b. 爸爸，大叔、二叔明天会回来吗？
아빠, 내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돌아오실까요? 

예문(51a)에서 화자가 상대방이 내일 무엇을 먹는지를 알고 있거나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일이 되어야 

무엇을 먹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대답하는 동시에 내일의 상황을 이미 알

고 있다. 만약 화자의 생각에 상대방도 내일 무엇을 먹을 것에 대해 알고 있는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예문(51b)로 질문할 것이다. 예문(52a)와 (52b)의 차이도 

같은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화자가 미래의 일정에 대해 묘사할 

때 ‘会’를 사용하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53) a. 我明天∅[有课]。
나는 내일 수업이 있다.

b.?我明天会[有课]。
나는 내일 수업이 있을 것이다.

(54) a. 明天我∅[值班]。
내일 나는 당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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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明天我会[值班]。
내일 나는 당직할 것이다.

예문(53a), (54a)는 화자가 내일의 스케줄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이고 당연히 

자신의 스케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단언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会’를 삽입한 예문(53b)와 (54b)는 매우 어색

하다.

‘会’의 미래시간 지시기능이 실현되는 조건에 대해 范晓蕾(2016)는 문장에서 

특정한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会’

와 ‘要’의 비교를 통해 증명하였다. 

(55) a. 公司要下班了。
곧 퇴근할 시간이다.

b.*公司会下班。
(56) a. 春节要到了。

설이 다가오고 있다.

b.*春节会到。
(57) a. 老夏，告诉你个消息，我要参加比赛了。

샤형, 알려줄 게 있는데 나 곧 경기에 나가게 됐어.

b. 老夏，告诉你个消息，我会参加比赛。
샤형, 알려줄 게 있는데 나 경기에 나갈 거야.

예문(55)와 (56)은 范晓蕾(2016)에서 분석할 때 제시한 내용이다. 그 연구에

서 ‘会’는 미래시제문(将来时制句25))에서 반드시 시간사와 공기해야 하기 때문

에 예문(55b), (56b)는 성립할 수 없으며, ‘要’는 이러한 요구가 없으므로 예문

(55a)와 (56a)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코퍼스에서는 예문(57a), (57b)와 

같은 시간사가 출현하지 않고 ‘会’가 ‘要’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장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두 문장은 모두 미래에 화자가 어떤 경기에 참가할 것을 묘사하는 

25) 이는 范晓蕾(2016)에서 ‘会’의 미래시간 지시기능을 나타내는 문장을 분석할 때 사용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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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6) 따라서 시간사의 출현은 ‘会’가 미래시간의 지시기능이 실현되었는지

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예문(55a)는 성립하는 반면 예문(55b)는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도 시간사와 관련이 없다. 기존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인식된 바와 

같이 ‘要’는 가까운 미래(immediate future)의 표지이다. 따라서 예문(55a)는 

근무시간이 곧 끝날 것을 나타낸다. ‘会’는 일반적인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문(55b)는 의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근

무시간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시간도 반드시 존재하며, 굳이 미래에 

근무가 끝날 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예문(56b)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도 시간이 지나면 설날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은 시간사를 삽입하는 방식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下个月’를 삽입한 ‘春节下个月就会到’는 설날은 다음 달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효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会’의 미래시간 지시기능은 ‘明天’과 같이 시간부사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다. ‘会’의 기능을 보면 미래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추상적

인 문법 측면의 수단이다. 그러나 ‘明天’과 같은 시간부사는 사건이 미래의 어

떤 구체적인 시간에 발생하는지를 확정해 준다. 이는 영어 등의 언어에서 과거

시제 표지와 과거의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별개의 범주이자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5.3.1.2.3 ‘会’가 반드시 출현하는 경우

앞에서 토론했듯이 미래의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공기할 때, ‘会’

는 명령문이나 청유문 혹은 비단언적인 문장에서 출현할 수 없으며, 발화시에 

이미 계획된 사건을 나타낼 때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

분의 문장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있어도 ‘会’는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그러나 출현할 수 없는 상황 및 생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정한 의미나 화용적인 요인으로 인해 ‘会’의 출현에 대해 영향을 줄 수도 있

26) 두 문장은 당연히 구체적인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만, 양자의 차이 비교는 본고에서 

고찰하지 안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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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첫째, 화용적으로 승낙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会’는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이때 음성적으로는 ‘会’에다 강세를 준다. 앞의 절에서 ‘会’가 생략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에 의하면, 계획된 사건을 묘사할 때 ‘会’의 사용은 강제

적이지 않다. 따라서 다음 예문(58a)와 (58b)는 화자가 내일 병원에 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서술할 때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예문(58c)에서 ‘会’를 생략하

면 비문이 된다.

(58) a. 我明天会去医院。
나는 내일 병원에 갈 것이다.

b. 我明天∅去医院。
나는 내일 병원에 간다.

c.*我明天∅去医院[的]。

예문(58c)는 (58a), (58b)에 비하면, 문장 끝에 ‘的’를 사용하며 화자가 자신

이 반드시 병원에 갈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的’는 

문장 내용을 확인해 주는 화용적인 기능을 지닌다.27) 따라서 현재에 이미 확정

된 사건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예문(58b)는 ‘的’와 공기할 수 없다. 반면 ‘会’

를 사용한 예문(58a)는 발화시 이후에만 병원에 갔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的’를 통해 이러한 나중에 발생하는 사건을 확인해 주며 화용적으로는 

승낙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나타낸다.

그러나 문장 끝에 있는 ‘的’는 미래에 어떤 사건에 대한 승낙을 나타내는 필

수 성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 승낙의 의지를 드러낼 때 ‘的’가 출현하면 ‘会’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的’가 없어도 ‘会’만을 통해 표현할 수도 있다. 다음 예

문을 비교해 보자.

(59) a. 他想在电话里告诉罗晶晶，他明天会准时出庭为龙小羽辩护[的]。
그는 전화로 뤄징징에게 내일 정시에 법정에 출두해서 롱샤오위를 

변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27) 이러한 ‘的’의 성질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은 韩文羽(201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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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他想在电话里告诉罗晶晶，他明天∅准时出庭为龙小羽辩护[的]。 
(60) a. 没有关系，您继续忙您的事，我明天会亲自调查，我会交出一份报告给

您的上司。
괜찮습니다. 당신은 계속 일 보세요. 제가 내일 직접 조사해서 당신

의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b.?没有关系，您继续忙您的事，我明天∅亲自调查，我∅交出一份报告给
您的上司。

예문(59a)의 ‘会’와 ‘的’ 중의 ‘会’를 삭제한 (59b)는 비문이다. 그러나 예문

(60a)는 ‘的’가 출현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상대방에게 자기가 반드시 그러한 업

무를 수행할 거라고 장담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문맥이 화자가 나중에 어떤 

사건의 발생을 승낙해야 할 상황이면 ‘会’의 출현을 요구한다. 따라서 ‘会’를 사

용하지 않으면 예문(60b)와 같이 비문이 되거나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28)

둘째, 계획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会’는 반드시 출현해야 한

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会’는 사건이 미래에 발생할 것을 나타내며 미래시제의 

표지로 사용된다. 사건의 발생이 나중에 확인되는 상황이 미래시제의 판단 기

준이다. 계획된 사건이면 현재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제에 해당한다. 따

라서 어떤 사건이 계획될 수 없으면, 화자가 그 사건이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会’를 사용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날씨에 대한 묘

사이다. 앞의 절에 미래시제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제시된 영어, 핀란드

어 및 중국어 일기예보의 비교를 통해, 다음 날의 날씨를 예보할 때 핀란드어

는 단순 현재시제로 표현하기 때문에 미래시제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이고, 중

국어는 미래시제가 존재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이

점을 다시 설명할 수 있다.

(61) a. 让他们明天多穿点衣服，天气预报是错的，明天会下雨。
그들에게 내일 옷을 좀 더 입으라고 해요. 일기예보가 틀렸어요. 내

일 비가 올 거예요.

28) 예를 들어, 여자 친구에게 청혼할 때 남자가 자기가 평생 잘 해줄 것을 맹세하려면 

“我一辈子对你好”보다 “我会一辈子对你好”는 더 좋은 표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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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让他们明天多穿点衣服，天气预报是错的，明天∅下雨。

예문(61a)의 문맥에 따라 화자는 일기예보가 틀렸고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은 다음 날이 되어야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시제의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会’가 출현하

지 않은 예문(61b)는 매우 어색하다. 일기예보의 정보를 전달할 때 ‘会’가 출현

하지 않은 문장이 코퍼스에서 검색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앞에서 언급

한 비단언적 문장에 해당한다.

(62) a. 这股冷空气还会给华北带来大规模的降雪。
이 차가운 공기는 화베이지역에 대규모의 눈을 가져올 것이다.

b. 天气预报说明天∅下雪。
일기예보에서 내일 눈이 온다고 했어.

예문(62a)는 일기예보의 내용이고 ‘会’를 생략할 수 없다. 그러나 예문(62b)와 

같이 화자가 일기예보의 내용을 듣고 나서 알고 있는 정보로 생각하며 제3자에

게 전달할 때 ‘会’는 생략해도 성립된다. 그 이유는 화자가 눈이 올지 안 올지

에 대해 단언하지 않고, 자신이 듣던 일기예보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사건이 계획될 수 있는 여부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코퍼스에서 이

어진 문장들에서 ‘会’가 출현하는 상황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현상을 자주 발견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자세히 보자. 

(63) a. 全安排好了，奥基夫先生。詹妮今晚∅飞纽约，她明天会在那里见到你｡
오키프 선생님, 일정을 전부 다 정했어요. 제니는 오늘밤에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요. 그녀는 내일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b.*全安排好了，奥基夫先生。詹妮今晚∅飞纽约，她明天∅在那里见到你｡
c. 全安排好了，奥基夫先生。詹妮今晚∅飞纽约，她明天∅跟你见面。

오키프 선생님, 일정을 전부 다 정했어요. 제니는 오늘밤에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요. 그녀는 내일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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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63a)는 코퍼스에서 검색된 문장이고, 청자에게 회사의 출장 일정을 전달

하는 내용이다. 일정 중의 첫 번째 사항을 묘사할 때 ‘会’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会’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예문에서 ‘会’를 삭제한 (63b)는 성립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다음 날에 청자를 만나는 것은 모두 제

니의 일정표에 있지만, 화자는 실제 표현에서 행위자가 능동적으로 만나는 행

위를 실행하는 ‘见面’ 대신 피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见到’를 사용하였으며, 일

반적으로 피동적인 행위는 계획성과 의미적인 면에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능동문과 피동문이 ‘会’의 생략에 대한 허용 여부를 통해 더 잘 드

러낼 수 있다. 코퍼스에서 검색된 다음 날에 발생할 상황을 피동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문장 중의 하나를 분석해 보자.

(64) a. 这个黑奴明天会被主人卖给狄克。
이 흑인 노예는 내일 주인에 의해 딕에게 팔릴 것이다. 

b.*这个黑奴明天∅被主人卖给狄克。
이 흑인 노예는 내일 주인에 의해 딕에게 팔린다. 

c. 主人明天会把这个黑奴卖给狄克。
주인은 내일 이 흑인 노예를 딕에게 팔 것이다.

d. 主人明天∅把这个黑奴卖给狄克。
주인은 내일 이 흑인 노예를 딕에게 판다.

예문(64a)는 원래 코퍼스에 있는 문장이며 다음 날의 확정된 일에 대한 서술

이다. 즉, 주인이 이미 딕과 다음 날에 어떤 노예를 거래하기로 한 상황이다. 

예문(64b)와 같이 ‘会’를 삭제하면 비문이 된다. 노예가 계획적으로 다음 날에 

팔리게 되는 것이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동 형식이 아닌 주동 형

식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예문(64c)에서 ‘会’를 삭제한 후에 남은 예문(64d)

는 성립된다. 이 문장은 주인이 다음 날에 할 일을 계획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된 상황이라도 문장의 표현 방식에 따라 계획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会’의 사용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계획성이 약할수록 ‘会’는 더

욱 강제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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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会’의 출현 여부와 술어 유형의 관계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는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무시제 언어라고 판단되지

만, 인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아들일 때 그것이 묘사하는 상황이 언제 발생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유효한 의사전달이 완성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Tsai(2008), Lin. J. W.(2006, 2012), Sybesma(2007), 郭锐(2015) 등 많

은 학자들은 중국어 문장은 명시적인 시제 수단 없이 시제적인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의 시제 지시는 

주로 상대적으로 발달된 상 체계를 통해 유추된다. Smith(2008)는 문장에서 제

공된 정보를 통해 시제를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제

시하였다.

a. 지시적 원리(The Deictic Principle):

발화시간은 언어의 중심 지향점이다. 현재는 발화시간에 있고, 과

거는 그 앞에 있고, 미래는 그 뒤를 따른다.

b. 유계성 사건 제약(The Bounded Event Constraint):

유경성 사건은 현재에 위치할 수 없다.

c. 해석의 단순성 원리(The Simplicity Principle of Interpretation):

최소한의 추가 또는 추론된 정보가 필요한 해석을 선택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거하면 중국어와 같은 무시제 언어들은 주로 상적인 성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시제적인 지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계성 사건의 암묵적

인 시제 지시는 과거이고, 무계성 사건이나 상태의 암묵적인 해석은 현재이다. 

왜냐하면 발화시간에 어떤 사건이 유계성 사건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청자에게 

전달되면 해석의 단순성에 따라 이 사건이 이미 완료되어 과거에 위치하는 것

으로 해석되며, 발화 당시에 무계성 사건으로 판단되면 현재에 위치한다고 인

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사건이나 상태의 상적인 특징을 

통해 미래를 어떻게 지시하는지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자들

은 미래를 지시할 때는 부사, 문맥 등의 시제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성분을 통

해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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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 앞 절에서 시간부사와 공기하는 ‘会’의 사용이 미래를 지시할 때의 양상

을 고찰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장의 상적인 특징이 ‘会’와 어떠한 제약관계

를 지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상은 어떤 사태의 내적 시간 구성을 가리키는 

문법범주이며, 주로 동사 자체가 지니는 성질 및 문법화된 요소에 의해 실현된

다. 다음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자.

5.3.2.1 상황상 유형에 따른 공기 양상

동사 자체가 지니는 상적 특징을 어휘상이라고 하는데 해당 동사가 가진 논

항 등에 따라 상적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어를 예로 들면, 동사 ‘买(사

다)’는 원래 행위(activity)인데, 뒤에 수량구가 출현하는 ‘买一本书(책 한 권을 

사다)’는 달성(accomplishment)으로 변하고, 결과보어와 공기하는 ‘买到(샀다)’

는 성취(achivement)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장의 전체적인 사태의 상적 특징을 

고찰하려면 어휘상보다 상황유형(situation type)의 각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상황유형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상은 상황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는 관점상(viewpoint aspect)과의 조합관계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절에서는 관

점상을 나타내는 표지가 출현하지 않은 문장만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상황상

과 관점상이 결합한 문장에 대한 검토는 다음절에서 진행한다.

상황상에 대한 세부 분류는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앞에서 Smith(2008)

의 시제 해석 원리에 따르면 종결성(telic/atelic)의 여부는 시제의 지시와 관련

이 있다. 종결점(endpoint)이 있으면 유계성 사태에 해당하고, 종결점이 없으면 

무계성 사태에 해당한다. Vendler(1967)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달성, 성취는 자

연 종결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계이고, 행위와 상태(state)는 그러한 종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계에 속한다.29) 다음은 ‘会’가 유계성과 무계성의 특징

을 지니는 문장에서의 사용 양상을 고찰해 보자.

첫째, 유계성 상황상과 ‘会’의 공기 양상이다. ‘会’의 역할 및 사용의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会’가 출현하지 않은 문장, 전형적인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성분

이 출현하는 문장 및 ‘会’가 출현하는 문장을 대조해 보기로 한다. 우선 달성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보자.

29) 邓守信(1985)에서 재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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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a.*他∅买一本书。
그는 책 한 권을 산다.

b.*他可能/应该₂/一定买一本书。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책 한 권을 산다.

c. 他会买一本书。
그는 책 한 권을 살 것이다. 

예문(65a)는 단독적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郭锐(1997), Lin(2006) 등에 따르

면, 이러한 문장은 ‘了’, ‘着’, ‘过’, ‘在’ 등 시간을 지시할 수 있는 성분을 사용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이 묘사하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서의 위치가 확인될 

수 없다.30) 그러므로 상황유형이 달성에 해당하는 문장이 단순한 형식을 취하

면 비문이 된다.31) 가능성의 판단을 나타내는 ‘可能’, ‘应该₂’, ‘一定’을 삽입한 

예문(65b)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들과 달리 ‘会’를 사용하는 예문

(65c)는 성립한다. 郭锐(1997), Lin(2006) 등의 해석 방식을 적용하면, ‘了’, 

‘着’, ‘过’, ‘在’ 등이 사건이 과거 혹은 현재에 위치한다고 지시할 수 있다면, 

‘会’는 이 문장에서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会’는 미

래시제의 지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예문(65a)를 완정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会’는 달성의 성질을 지닌 단순한 문장을 성립하게 하고, 문

장이 묘사하는 사태가 미래에 위치하는 것을 지시한다.

다음은 같은 방식을 통해 성취의 상황유형인 문장들을 분석해 보자. 이러한 

유형은 달성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

30) ‘了’, ‘着’, ‘过’, ‘在’ 등은 원래 시제의 표지가 아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의 고찰에 

의하면, 이것들이 특정한 구조와 결합한 다음에 시제의 부차적인 기능도 실현할 수 

있다. 예문(71a)와 (71b)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고는 ‘会’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31) 달성에 해당하는 문장은 다른 성분들을 추가하면 독립된 문장으로 변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他买一本书两支笔三个本子(그는 책 한 권과 펜 두 자루, 공책 세 권을 산

다)’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러나 본고는 ‘会’를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 절에서 완정상에 

해당하는 문장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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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a. 他∅打破一个花瓶。 Lin(2006)

그는 꽃병 하나를 깼다.

b. 他可能/?应该₂/一定打破一个花瓶。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꽃병 하나를 깼을 것이다. 

c. 他会打破一个花瓶。
그는 꽃병 하나를 깰 것이다.

예문(66a)는 Lin(2006)에서 시간부사나 상황상을 나타내는 성분이 없어도 시

간을 지시할 수 있다고 논의할 때 제시한 문장이다. 이 문장의 성립 여부는 성

취 자체의 성질 및 수량구의 사용과 모두 관련이 있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러

한 성질과 구조를 가진 문장은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해석을 얻는다. 이를 

기초로 두어, ‘可能’, ‘应该₂’, ‘一定’을 삽입한 다음에 구성된 예문(66b)도 여전

히 과거로 해석된다. 그러나 예문(66c)는 사건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해석해

야 한다. 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사실 이는 Smith(2008)에서 제시된 시

제 해석의 원리 (b)유계성 사건 제약 및 (c)해석의 단순성 원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원리 (b)에 따르면, 원래 유계성 사건은 과거나 미래에만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원리 (c)에 따르면, 예문(66a)에서는 추가 정보가 없으므로 우선적

으로 과거로 해석된다. ‘会’는 추가된 시제 지시 정보로서 미래를 지시하기 때

문에 예문(66c)는 미래로 해석하게 된다. 반면에 예문(66b)에서는 ‘可能’, ‘应该₂’, 
‘一定’이 추가되었지만, 이것들은 원래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

장은 여전히 과거로 해석해야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상황유형이 달성이든 성취이든 ‘会’가 출현하면 사건이 

모두 미래에 위치하게 되고 ‘会’는 미래시제의 표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무계성 상황상과 ‘会’의 공기 양상이다. Smith(2008)의 원리에 의하면 

무계성 상황의 암묵적인 시제 해석은 현재이다. 다음 유계성의 상황과 같이 대

조하는 방식을 통해 ‘会’의 사용을 고찰해 보자.

우선 무계성의 특징이 가장 강한 상황유형인 상태를 분석해 보자. 이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자주 Carlson(1977)의 술어 유형의 분류 중의 개체층위

(individual-level)와 장면층위(stage-level)의 대립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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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러한 구분이 문장의 시제적 지시에 대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67) a. 他∅很忙。
그는 바쁘다.

b. 他昨天/今天/明天很忙。 Lin(2006)

그는 어제 바빴다/ 오늘 바쁘다/ 내일 바쁠 것이다.

(68) a. 他∅个子很高。
그는 키가 크다.

b.*他昨天/今天/明天个子很高。
그는 어제 키가 컸다/ 오늘 키가 크다/ 내일 키가 클 것이다.

예문(67a)와 같이 술어가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면 현재시제로 해석

된다. 그러나 Lin(2006), Sun(2014)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간을 지시하는 부사를 

삽입한 후의 예문(67b)는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해석을 모두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재로 해석되는 예문(68a)는 성립하지만, 예문(68b)에서 과거나 미

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출현하는 문장은 모두 비문이다. 왜냐하면 ‘忙(바쁘다)’은 

장면층위 술어이고 ‘个子高(키가 크다)’는 개체층위 술어인데, 후자의 성질은 과

거시제, 미래시제와 논리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간혹 개체층위 술어가 과거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Musan(1997)은 술어가 

묘사하는 대상이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에 이미 죽었거나 사라졌으면, 많은 언

어에서 과거시제로 표현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생애효과(lifetime effect)로 

분석하였다. 중국어는 술어가 묘사하는 상태가 과거와 현재로 해석될 때 같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생애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의 상황을 

묘사할 때는 개체층위 술어와 공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69) a. 他个子会很高。
그는 키가 클 것이다.

b. 这个孩子(长大以后)个子会很高。
이 아이는 (크면) 키가 클 것이다.



- 164 -

앞의 예문(69b)에서 내일 키가 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明天(내일)’대신 

‘会’를 사용하면 문장 전체가 성립하며 미래에 어떤 상태의 출현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장의 주어를 아이로 바꿔 보면 미래의 의미는 더욱 잘 드러낼 수 있

다. 예문(69b)의 주어인 아이는 아직 키가 큰 상태가 아니며, 나중에 크면 그러

한 상태가 될 것이다. 즉, 어떤 술어는 개체층위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획득하는 시작점이 존재하면, 미래시제를 통해 나중에 그러한 개체층위의 상태

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32)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문장

의 단순한 형식, 인식양태동사나 부사와 공기하는 형식 및 ‘会’와 공기하는 형

식일 때의 시제 지시 상황을 보자.

(70) a. 他∅是个好警察。
그는 좋은 경찰이다.

b. 他会是个好警察。 Ren(2008)

그는 좋은 경찰이 될 것이다.

c. 他可能/应该₂/一定是个好警察。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좋은 경찰일 것이다.

d. 他可能/应该₂/一定+会是个好警察。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좋은 경찰이 될 것이다. 

단순한 형식인 예문(70a)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고, 시작점이나 종결점

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해당되며, 전형적인 개체층위의 술어로 봐야 한다. 그

러나 ‘会’를 삽입한 예문(70b)는 그가 나중에 좋은 경찰이 될 것이라는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可能’, ‘应

该₂’, ‘一定’과 공기하는 예문(70c)는 현재로 해석되며, 미래를 지시하려면 예문

(70d)와 같이 ‘会’를 삽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会’는 장면층위 혹은 개체층위의 술어와 모두 공기할 수 있으며, 

32) 이때 생애효과의 분석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장이 묘사하는 대상이 발화

시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会’를 통해 나중에 해당 대상이 출현한 후에 특정한 상태

를 구비하게 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5.2.1.2절에서 토론했듯이 미국에

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국적을 서술할 때 ‘他是个美国人(그는 미국사람이다)’
보다 ‘他会是个美国人(그는 미국사람이 될 것이다)’은 더 적절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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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태는 미래에 위치하는 것을 지시한다. 특히 ‘会’는 개체층위 술어에 시

작점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러한 ‘会’가 나타내는 미래는 전형적인 시제의 특

징을 지닌다. 즉, 해당 문법소(grammatical morpheme)는 단순히 문장이 묘사

하는 상태의 발생시간 혹은 화제시간과 발화하는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시

간부사 등의 성분과 공기해야만 어떤 구체적인 시간점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의 상황유형이 행위일 때의 ‘会’의 사용을 검토해 보자. 문장이 

상황유형의 종류가 행위로 분석되고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총칭상에 해당한다. 앞의 제3장에서 이에 대해 이미 언급했듯이, 총칭상의 해석

은 주어 및 술어의 복수성과 모두 관련이 있다. 예를 통해 이 부분을 다시 살

펴보자.

(71) a. 鱼用腮呼吸。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을 한다.

b. 地球绕太阳旋转。 Lin(2006)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c. 古龙抽烟。 Sun(2014)

구롱은 담배를 핀다.

예문(71a)의 주어는 총칭성 주어이고 그러한 부류의 개체들이 모두 같은 성

질을 지니는 것을 나타내며, ‘会’가 출현하면 습관상 혹은 총칭상의 용법으로 

분류해야 한다. 예문(71b)의 주어는 특정한 개체를 지시하지만, 그러한 개체는 

시간축의 모든 시간에 항구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한다. 따라서 습관상의 표지

인 ‘会’가 출현할 수 없다. 예문(71c)의 주어는 총칭성 주어도 아니고, 술어가 

묘사하는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주어가 그러한 행위를 한 

번만 해도 화자는 예문(71c)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자는 한 번만 실행

하는 행위를 통해 주어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예문(71a), (71b), (71c)의 술어는 모두 무계성

의 특징을 지니며, 상황유형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일종의 상태로 분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절의 토론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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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시킨다. 이 외에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은 대부분이 유생물 특히 사람이 

하는 동작행위이기 때문에 ‘会’와 공기할 때 우선적인 해석은 능력의 구비함이

다. 따라서 다음 예문(72a), (72b)와 같은 문장도 여기서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72) a. 我会骑车。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

b. 他会说英语。
그는 영어를 할 줄 안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술어가 원래 행위에 해당하고 ‘会’ 없이 단독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문장은 대부분 예문(71c)와 같이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会’가 출현

하면 문장의 해석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 예문들을 대조해 보자.

(73) a. 他∅吃香菜。
그는 고수를 먹는다.

b. 他可能/应该₂/一定吃香菜。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고수를 먹을 것이다.

c. 他会吃香菜。
그는 고수를 먹을 것이다.

예문(73a)와 (73b)는 각각 그는 특유한 향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안 먹는 고

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예문(73c)는 그가 나중에 고수를 먹는 행위를 실행할 것을 묘사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会’는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으로 ‘会’ 없이 단독적으로 사용하면 성립할 수 없거나 어색한 문장인데, 

‘会’가 출현하면 문장이 성립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행위가 출현할 

것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74) a.*他∅哭。
그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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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他可能/应该₂/一定哭。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운다.

c. 他会哭。
그는 울 것이다.

예문(74a)의 ‘哭(울다)’와 같이 ‘写(쓰다)’, ‘跑(달리다)’, ‘看书(책을 읽다)’ 등 

많은 종결성을 지니지 않은 행위 유형은 단순한 형태일 때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会’가 출현하는 예문(74c)는 성립된다. 앞에서 분석한 다른 유

형과 같이 ‘会’를 통해 그러한 행위는 나중에 시작할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상황유형에 따라 ‘会’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종합해 보면 유형

과 상관없이 ‘会’는 항상 문장의 술어가 묘사하는 사태가 나중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며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3.2.2 관점상 유형에 따른 공기 양상

관점상은 사건이나 상태 내부의 시간적인 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며, Smith(1997:1)에 따르면 크게 완정상과 비완정상으로 나뉜다. 학자

들은 주로 ‘了₁’33), ‘过’, ‘在’, ‘着’ 등의 표지를 통해 나타내는 문장을 중심으로 

중국어 관점상과 시제 지시의 관계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본고도 이러한 고찰 

각도를 따르기로 한다.

첫째, 완정상과 ‘会’의 공기 양상이다. 앞의 절에서 상황상을 토론할 때 문장

의 전체적인 상적 특징에 근거하여 해당 문장의 상황상을 판단하였다. 이 절에

서도 같은 기준을 채택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문장의 주요 술어동사 혹은 형

용사 뒤에 ‘了₁’이나 ‘过’가 출현하면 무조건 완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

장이 전체적으로 지니는 관점상의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了₁’은 앞뒤의 출현하는 성분에 따라 각각 완정상이나 비완정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문장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3)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了’가 출현하는 위치 및 기능에 근거하여 ‘了₁’과 ‘了₂’로 나

누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는 ‘了₁’은 완정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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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a. 他吃了一条鱼。 Lin(2006)

그는 생선 한 마리를 먹었다.

b. 他养了一条鱼。
그는 물고기 한 마리를 기른다.

예문(75a)와 (75b)의 구성 방식은 완전히 같지만, 관점상의 유형은 다르다. 

전자는 그 사람이 생선을 먹었다고 서술하고, 완정상으로 봐야 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지금 물고기를 기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며, 비완정상에 해당한다. 따

라서 완정상과 ‘会’의 공기 양상을 고찰할 때 예문(75b)와 같은 유형은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다시 유계성과 무계성의 각도에서 보면, 예문(75a)는 유계성 사건이고 예문

(75b)는 무계성 사건에 속한다. Smith(2008)에서 제시된 시제 해석의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암목적인 시제 해석은 과거이고 후자는 현재이다. 바꾸어 말하

면, 다른 부가적인 정보가 없을 때 완정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과거에 위치하고, 

비완정상에 속하는 사건은 현재에 위치한다. 예문(75a)와 (75b)의 사용 상황은 

이와 일치한다. 

여기서 ‘会’가 완정상과의 공기 현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 앞의 절에서 

유계성 상황상이 ‘会’ 없이 사용되면 과거를 지시하고 ‘会’가 출현하면 미래를 

지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유계성을 지니는 완정상도 같은 상황일까? 

코퍼스를 조사해 보면 ‘会’는 완정상과 공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간혹 상반된 의견도 제시하였지만, 사실상 그러한 상황은 모두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는 ‘会’로 볼 수 없거나 문장의 상적 특징이 완정상이 아

니다.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자. 첫 번째 문장 유형은 동사가 

단순한 형식인 상황이다.

(76) a. 他会忘了我的。
그는 나를 잊을 것이다.

b. 他会卖了车子。 林若望(2017)

그는 차를 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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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2008)의 통계 결과에 의하면 수십 개의 동사는 예문(82)와 같은 문장에

서 ‘了₁’과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郭锐(2015)와 林若望(2017)은 이러한 ‘了’는 

‘了₁’이 아니라 ‘없애다’나 ‘손해를 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약화된 동사라고 

본다. 본고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따라서 이는 ‘会’가 완정상과의 공기하는 

현상이 아니다. 완정상과 공기한다고 볼 수 없는 다른 유형은 ‘了’가 ‘了₁’이지

만 뒤에 다른 동사가 출현하는 상황이다.

(77) a. 李四会辞了行再出发。 Ren(2008)

리쓰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출발할 것이다.

b. 他会下了课就去找你。
그는 수업을 마치고 너를 찾아갈 것이다.

예문(77a)와 (77b)는 어떤 행위를 완성한 후에 다른 행위를 실행할 것을 묘사

한다. 이 중의 ‘了’는 완정상에 해당하는 ‘了₁’이지만, 이러한 완정상의 해석은 

뒤의 동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문장 전체의 상적 특징은 여전히 무계성을 

지닌다. 戴耀晶(1997:122)은 이러한 문장을 ‘연속사건문(连续事件句)’이라고 하

며, 다음 도식을 통해 두 개의 사건의 시간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발화시간  사건₁  사건₂

<도식 5-5> 미래 상황인 연속사건문의 시간적 관계

도식에서 사건은 모두 발화시간 이후에 발생하지만, 사건₁은 사건₂의 발생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완정상으로 해석하게 된다.34) 따라서 두 사

34) 다만 戴耀晶(1997)의 연구에서 완정상을 현실상(现实体)으로 명명하며 현실세계에서

의 발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식에서의 사건₁을 ‘미래 현실사건’, 사건₂를 ‘미래 일

반사건’으로 부른다. 최근 학계에서 이러한 분석은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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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동시에 발생하면 ‘了₁’이 출현할 수 없다. 또한 ‘了₁’은 사건₂와도 공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문(77a)와 (77b)에서 사건₂를 지시하는 동사는 문장의 주

요 술어 동사이고 문장의 전체적인 상적 특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

로 보면 두 번째 동사는 관점상을 나타내는 표지와 공기하지 않고 상황상의 각

도에서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도 ‘会’가 완정상과 공기하지 않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외에 彭利贞(2007:227)은 ‘会’는 ‘了₁’과 공기할 수 있고 인식양태에 해당

하는 개연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분석

했듯이, 이러한 용법에 속하는 문장은 직접적으로 사건의 현실성, 즉 사건의 실

현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사건의 

진리값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彭利贞(2007:227)에서 제시한 

예문을 보자. 

(78) a. 刘四爷没想到事情会弄到了这步田地。
류쓰예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몰랐다.

b. 她认为日本人生性野蛮凶残，不然，二战时他们怎么会杀了那么多中国
人。
그녀는 일본 사람들의 천성이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

지 않으면,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

을 죽일 수 있었을까?

사실 예문(78a)와 (78b) 중의 ‘会’는 본고 제4장에서 분석한 서상법에 속하며, 

단순히 사태가 미래 시간에 발생하는 것을 지시하는 기능과 거리가 매우 멀다. 

따라서 이상의 토론을 종합적으로 보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들은 ‘会’가 

완정상과 공기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会’는 왜 완정상과 공기할 수 없는

가? 林若望(2017)은 다음 문장의 대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79) a.*他明天写了信。
그는 내일 편지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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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张三会离开了办公室。
장싼은 사무실을 떠났다.

이전의 학자들은 ‘了₁’을 사건의 실현을 나타내는 실현상(实现体), 사건의 완

료를 나타내는 완성상(完成体), 사건에 종결점을 부여하는 기능을 지닌 완정상

(完整体) 등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견해도 ‘了₁’이 출현하는 예문

(79a), (79b)와 같은 문장이 왜 성립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林若望

(2017)에서 지적했듯이, ‘그는 내일 편지를 쓰는 사건을 실현/완성할 것이다’와 

‘짱싼은 사무실을 떠나는 사건을 실현/완성할 것이다’로 분석하면, 두 문장은 

분명히 의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了₁’은 관점상의 표지뿐만 

아니라 과거 시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戴耀晶

(1997:122), 이은수(2003), 郭锐(2015) 등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만 

林若望(2017)에 따르면 ‘了₁’의 과거 시제를 지시하는 기능은 아직 많이 허화되

지 않고 문법화 과정의 시작 단계만 위치하고 있으며, ‘了₁’은 지금은 상 표지

와 시제 표지의 혼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예문(79a)

와 (79b)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了₁’은 

사건의 발생 시간이 과거라고 지시하고 ‘明天(내일)’이나 ‘会’는 미래를 지시하

기 때문에 시간적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비완정상과 ‘会’의 공기 양상이다. 비완정상은 종결성의 각도에서 보면 

무계성의 특징을 띠며, Smith(2008)의 시제 해석의 원리에 따르면 문장이 묘사

하는 사건의 시제는 암목적으로 현재의 해석을 얻는다. 중국어의 비완정상은 

주로 ‘在’, ‘正在’를 통해 나타내는 진행상(progressive aspect)과 ‘着’로 표시하

는 지속상(continuous aspect)이 있다.

(80) a. 他们在造一所房子。 Smith(1994)

그들은 집 한 채를 짓고 있다.

b. 前面坐着一个人。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다.

c. 外面下着雨*(呢)。 郭锐(2015)

밖에 비가 오고 있다.



- 172 -

예문(80a)는 집을 짓는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80b)와 (80c)는 

각각 사람이 앉아 있는 상태와 비가 오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의 사용 양상은 차이가 있다. 예문(80b)는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만, (80c)에서는 ‘着’만 출현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다음은 진행상과 지속상

을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문장의 전체적인 관점상 유형이 진행상인 상황을 보자. 앞의 분석 결과

에 의하면, 진행상인 문장은 다른 공기 성분이 없을 때는 현재의 진행으로 해

석되고 인식양태 성분이 있어도 현재로 해석되지만, ‘会’가 출현하면 미래로 분

석되어야 한다. 과연 실제 상황도 그렇게 되는가? 다음 예문을 통해 검증해 보

자.

(81) a. 他∅在练毛笔字。
그는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다.

b. 他可能/应该₂/一定在练毛笔字。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c.?他会在练毛笔字。
그는 (나중에)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d.*他明天在练毛笔字。

예문(81a)는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고, 예문(81b)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가능

성의 판단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会’가 출현하는 예문(81c)는 미래를 지시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문장인데 매우 어색하다. 그러면 ‘会’ 대신 시간을 명시

적으로 나타내는 ‘明天(내일)’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예문(81d)가 보

여주듯이 이러한 경우도 성립할 수 없다. 앞에서 완정상 표지인 ‘了₁’은 과거를 

지시하는 기능도 동시에 있는 주장에 근거하여 ‘会’가 ‘了₁’과 공기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在’도 ‘了₁’과 같은 현상이 존재하고 현재를 지

시하는 기능을 이미 획득했는가? 기존의 연구들을 찾아보면 이러한 견해는 아

직 없다. 다만 郭锐(2015)는 중국어도 다른 언어와 같이 문장이 묘사하는 상황

을 현실 세계에서 시간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외부 세계의 시간의 흐름에 

의거하여 사건의 발생 시간을 확정하는 외부시간참조(external tim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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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및 문장 내부의 후속 사건의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사건의 발생 시

간을 확정하는 내부시간참조(internal time reference) 방식을 제시하였다. 예

문(80a)는 성립하고 예문(80b)는 ‘呢’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논의할 때, 

‘在’는 외부시간참조를 요구하며, 시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성분이 없을 때 발

화시간을 참조시간으로 삼는 반면, ‘着’는 내부시간참조를 요구하는데 문장 내

부에 다른 성분이 없으면 사건의 발생 시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쩌면 ‘在’도 현재를 지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과

하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다른 전면적인 연

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고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기로 한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은 ‘会’가 출현하는 예문(81c)는 (81d)보다 받아들일 가능

성이 조금 높은 현상이다. Ren(2008)은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会’는 진행상 표

지 ‘在’와 공기할 수 있다고 다음 예문(82a)를 제시하였다. 

(82) a. 我到家的时候，他会在看电视吧。
내가 집에 도착할 때, 그는 아마도 TV를 보고 있을 것이다. 

b.*昨天我到家的时候，他会在看电视吧。
어제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마도 TV를 보고 있었을 것이

다. 

c. 明天我到家的时候，他会在看电视吧。
내일 내가 집에 도착할 때, 그는 아마도 TV를 보고 있을 것이다. 

d.*明天他会在看电视吧。

예문(82a)만 보면 ‘会’는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昨天(어제)’을 삽입한 예문(82b)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会’가 시제와 관련 없이 진정한 인식양태의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예문(82a)의 ‘我到家的时候’는 유계성 상황유형이고 

원래의 암묵적인 시제 해석은 과거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장의 주절에 ‘会’가 

출현하기 때문에 미래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明天(내일)’이 출현하는 

예문(82c)는 (82a)와 같은 시제 해석을 취한다. 그러면 ‘明天’만 사용하는 예문

(87d)는 비문이고 ‘明天我到家的时候’로 구성하는 예문(82c)는 성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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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무엇일까? 두 문장의 나머지 성분이 모두 같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明天’과 ‘明天我到家的时候’ 내에서 찾아내야 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양자가 지시하는 시간의 기간성의 성질은 다르다. 전자는 일정한 시간 구간이

지만, 후자는 순간으로 간주해야 하는 시간점이다. 두 가지 시간에 입각하여 상

황의 발생을 관찰하면 다음 도식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화제시……[상황시]……]             ……[상황시……[화제시]……]……

<도식 5-6> ‘明天’의 관찰 방식     <도식 5-7> ‘明天我到家的时候’의 관찰 방식

<도식 5-7>에서 보여주듯이, 화제시가 특정한 시간점일 때의 상황만을 관찰

하면 해당 상황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도식 5-6>

과 같이 화제시가 시간 구간일 때를 관찰하면 상황은 일반적으로 유계성의 사

건이 된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미래의 어떤 시간점을 지시하는 성분이 있으면, 

미래에 어떤 사건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묘사할 수 있으며, 예문(82c)만 성립한

다. 이러한 시각에서 예문(81c)를 되돌아보자. 

(81) c.?他会在练毛笔字。
그는 (나중에)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e. 明天的这个时候，他会在练毛笔字。
내일 이맘때 그는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원래 예문(81c)는 어색한데, 미래의 시간점을 지시는 성분이 출현하는 예문

(81e)의 일부분으로서 사용되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따라서 예문(81c)가 사

용될 수도 있는 문장처럼 느껴진다. 의미적으로는 미래의 어떤 시간에 어떤 사

건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래 시제의 표지

인 ‘会’만 출현하는 예문(81c)는 왜 어색한가? 이는 ‘会’가 이미 많이 허화되어 

단순한 시제의 표지이자 미래를 지시하는 추상적 문법 개념을 나타내며, 시간 

구간이나 시간점과 모두 공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明天五点(내일 다섯 

시)’이나 ‘明年这个时候(내년 이맘때)’ 등 명시적으로 시간점을 나타내는 성분이 



- 175 -

출현해야만 ‘会’는 진행상을 지닌 사건과 공기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의 전체적인 관점상 유형이 지속상인 상황을 검토해 보자. ‘会’와 

완정상의 공기 양상을 고찰할 때 언급했듯이, 연속사건문인 문장에서 두 번째 

사건이 완정상에 해당하면 ‘会’가 출현할 수 없다. 지속상 표지인 ‘着’가 출현할 

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관찰된다. 다음 예문(83)은 Ren(2008)이 ‘会’가 지속

상 표지인 ‘着’와 공기할 수 있다고 논의할 때 제시한 예문이다. 이것을 앞의 

‘会’가 완정상과 공기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예문(77a)와 비교해 보자.

(77) a. 李四会辞了行再出发。 Ren(2008)

리쓰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출발할 것이다.

(83) 明天我会骑着自行车*(上学)。
내일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갈 것이다.

예문(77a)의 구조는 ‘会V₁了V₂’이고 예문(83)은 ‘会V₁着V₂’이다. 전자는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묘사하며, 후자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지만 

‘V₁着’은 여전히 문장의 주요 술어 동사가 아니고 사건의 실현 방식만 나타낸

다. 두 문장의 전체적인 상적 해석은 모두 ‘V₂’에 의해 결정되며, ‘V₂’는 문장의 

핵심 술어 동사이다. Ren(2008)도 예문(83)의 술어 동사 ‘上学’를 생략하면 비

문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V₁着’ 부분은 지속상을 취하지만 문장 전체는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장은 본 절의 고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문장의 전체적인 상적 특징이 지속상으로 해석되는 문장만을 고찰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장은 주로 ‘着’만 사용할 때의 성립 여

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84) a. 他*(正在)跳着舞。
그는 춤을 추고 있다.

b. 他穿着一件红外衣。 钱乃荣(2000)

그는 빨간 외투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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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84a)는 반드시 ‘正在’, ‘在’, ‘呢’ 등과 공기해야 독립된 문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의 郭锐(2015)의 분석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즉, 동태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상황일 때 ‘着’는 반드시 다른 

내부시간참조가 필요하며, ‘正在’, ‘在’, ‘呢’ 등은 바로 시간참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钱乃荣(2000)은 예문(84a)는 ‘正在’ 의 출현으로 인해 진행상의 의미를 획

득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会’와 공기하는 현상은 사실상 앞에서 논의한 진

행상과 같다.

(85) a.?他会正在跳着舞。
그는 (나중에) 춤을 추고 있다. 

b. 明天我到家的时候，他会正在跳着舞。
내일 내가 집에 도착할 때, 그는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어떤 시간점을 지시하는 다른 성분이 있으면, 예문(85b)와 같이 ‘会’를 사용

하는 문장은 성립한다. 반면 독립된 예문(85a)는 매우 어색하다. 

예문(84b)는 (84a)와 달리 정태적인 지속을 나타내며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着’와 공기한 사건은 무계성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시간적 지시

는 현재로 해석된다. 그러나 ‘会’를 삽입하여 미래를 지시할 때는 동태적인 지

속을 나타내는 문장과 비슷하다.35) 즉, ‘会’만 출현하면 매우 어색하고, 반드시 

미래의 어떤 시간점을 지시하는 성분이 있어야 문장이 성립한다. 

(86) a.?他会穿着一件红外衣。
그는 (나중에) 빨간 외투를 입고 있을 것이다. 

b. 明天演出的时候，他会穿着一件红外衣。
내일 공연할 때, 그는 빨간 외투를 입고 있을 것이다. 

35) 정태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문장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논

의된 바 없다. 郭锐(2015)의 내부참조시간의 해석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정태적인 

지속은 대부분 동작 완료 후 결과의 지속이기 때문에 사실 동작이 완료한 시간을 내

부참조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다

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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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앞의 토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어에서는 문장의 전체적인 

관점상 유형은 완정상이든 비완정상이든 시간을 지시하는 다른 성분이 없으면 

모두 ‘会’와 공기할 수 없다. 이는 중국어 관점상의 표지들은 대부분 이미 과거

나 현재 시제 지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미래 시제의 표지인 ‘会’와 의

미적인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5.3.3 ‘会’의 출현 여부와 기타 어휘의미와의 관계

기존의 시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사, 술어의 유형 외에 일부 어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요소로 인해 문장 기타 구성성분의 시제 해석에 대해 영

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mith & Erbaugh(2005), Smith(2008)은 ‘plan’

이나 ‘expect’와 같은 동사는 뒤의 목적어절이 묘사하는 사건이 반드시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음 이러한 어휘가 출현할 때 ‘会’의 

사용 양상을 고찰해 보자.

5.3.3.1 ‘会’와 일반동사의 공기 양상

일부의 일반동사는 목적어절을 이끌고 목적어절이 묘사하는 사건의 발생시간

을 결정한다. Lin(2006)은 이러한 현상이 중국어에서 나타내는 양상을 소개한 

바 있다. 문장 전체의 술어 동사가 묘사하는 사건을 ‘사건₁’, 목적어절의 술어 

동사가 묘사하는 사건을 ‘사건₂’로 표시하며, 두 사건 간의 시간적 관계는 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36)

36) 이 외에 ‘说(말하다)’, ‘认为(생각하다)’ 등은 뒤에 출현하는 목적어절의 시간적인 요

구가 따로 없고 목적어절이 원래 나타내는 시제로 해석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용 상

황은 다음과 같다. 예문(d)가 보여주듯이 ‘사건₂’는 미래 시간을 지시하며, ‘会’를 사

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앞의 5.3.1과 5.3.2절의 분석을 적용하게 되며, 여기

서 다시 토론하지 않기로 한다.
a. 张三说他在洗澡。 사건₁○사건₂

장싼은 그가 목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 张三说李四喜欢棒球。 사건₁=사건₂

장싼은 리쓰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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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a. 我看见[他打李四]。 사건₁○사건₂
나는 그가 리쓰를 때리는 것을 봤다.

b. 我喜欢[她穿短裙]。 사건₁=사건₂
나는 그녀가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을 좋아한다.

c. 他很后悔[说谎]37)。 사건₁>사건₂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을 매우 후회한다.

d. 他建议[我考大学]。 사건₁<사건₂
그는 나에게 대입시험을 볼 것을 건의했다.

예문(87a)는 어떤 사건의 발생을 목격한 것을 진술하며, 목격하는 시간과 목

격하는 사건의 발생 시간은 반드시 겹쳐져야 한다. 예문(87b)는 지속되는 상태

를 나타내며,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에 목적어절이 묘사하는 사건이 포괄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예문(87c)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문장 주어가 이에 

대해 가진 태도를 묘사하기 때문에 ‘사건₂’는 반드시 ‘사건₁’ 이전에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장에서 출현하는 ‘看见’, ‘喜欢’, ‘后悔’ 등은 모두 후행의 사건

이 나중에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것들에 비해 예문(87d)는 목적어절

이 묘사하는 ‘사건₂’가 반드시 ‘사건₁’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 왜냐하면 ‘建议(건

의하다)’와 같은 동사는 원래 지니고 있는 의미요소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미래

의 상황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建议’와 같은 동사를 

미래 시간을 지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다음 미래시제 표

지인 ‘会’가 이러한 동사와의 공기 양상을 고찰해 보자.

본고는 汉语动词用法词典에 수록된 1308개의 동사를 조사하여, 목적어절을 

취할 수 있고 목적어절이 묘사하는 사건이 반드시 후에 발생하는 대상을 수집

하였다. Ren(2008)은 자신의 통계 결과에 따라 이러한 동사는 ‘허락’, ‘요구’, 

‘의도’ 및 ‘계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본고의 고찰 결과는 이보다 

c. 张三说李四撒谎。 사건₁>사건₂
장싼은 리쓰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d. 张三说李四会处理。 사건₁<사건₂
장싼은 리쓰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37) Lin(2006)은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 술어를 모두 가진 절뿐만 아니라 동사만 출현하

는 형태도 포함시켰다. 본고도 이러한 처리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 179 -

더 많은 의미요소가 존재한다. 미래시제 표지인 ‘会’와의 공기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사의 원래 의미는 후행의 사건이 나중에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会’가 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의 5.3.1.2절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사건은 

‘계획성’으로 인해 미래의 시간에 발생하는데 ‘会’를 생략할 수 있거나 출현할 

수 없으며, 계획성이 강할수록 ‘会’의 출현의 허용도는 약해진다. 이러한 분석은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설명해 보자.

(88) a. 政府开始允许[每对夫妇都(*会)生两个孩子]。
정부는 모든 부부에게 두 아이를 갖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b. 妈妈强迫[他(*会)去学习钢琴]。
엄마는 그에게 피아노 공부를 하라고 강요했다.

c. 老师安排[每个学生每两个星期跟老师(*会)见一次面]。
선생님은 모든 학생에게 2주에 한 번씩 선생님을 만나도록 배정하였다.

d. 我们保险公司在等待[法院(*会)作出判决]。
우리 보험회사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예문(88a), (88b), (88c)는 각각 Ren(2008)의 ‘허락’, ‘요구’, ‘의도’ 및 ‘계획’

류 동사가 실제 사용에서 보여주는 양상이다. ‘의도’와 ‘계획’은 나중에 발생하

는 사건을 다루는데 발화시에 이미 그러한 사건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会’를 삽

입할 수 없다. 예문(88d)는 그러한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会’의 출

현도 허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자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행동을 

할 것을 알고 있으며 발화시에 이미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시간을 지시하

는 성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어떤 사건의 발생을 기다린다는 의

미를 나타내는 동사들도 첫 번째 동사류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 동사의 원래 의미는 후행의 사건이 나중에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며 

‘会’가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획성’이나 ‘확정성’을 지니지 않고 있

는 동사류가 이에 해당한다. 가장 대표적인 의미요소는 ‘예상’ 혹은 ‘예측’이다. 

이러한 의미류의 동사와 첫 번째 의미류 동사의 대조를 통해 양자의 차이를 쉽

게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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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d. 我们保险公司在等待[法院(*会)作出判决]。
우리 보험회사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89) 我们保险公司预想[法院*(会)很快作出判决]。
우리 보험회사는 법원이 빠르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예문(88d)와 (89)는 모두 나중에 발생할 상황을 묘사하지만 ‘会’와의 공기 양

상은 다르다.38) 앞에서 분석했듯이, 법원이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분

명히 예견되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화자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며 그

것의 발생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동사 ‘预想(예상하다)’은 그렇지 못

하다. 사건의 발생 여부부터 발생 시간 등까지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만 

‘예상’이나 ‘예측’의 의미를 지닌 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 예문(89)는 판결을 내

리는 시간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때 ‘会’가 출현

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왜냐하면 상황시, 즉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시간은 

예문(88d)에서는 발화시에 이미 확정되는 반면 (89)에서는 나중에 어떤 시간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황시는 화제시보다 늦는 것이 미래시제의 판단기

준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주요 동사가 목적어절과 공기할 때 ‘会’의 사용 여부는 주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다. 하나는 주요 동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루여야 한다. 또 하나는 목적어절이 묘사하는 사건이 발화시에 확정될 수 없어

야 한다. 

(90) a. 大家推测[子母河水里肯定(*会)含有有毒的矿物质]。
사람들은 쯔무강에 유독성 미네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b. 由此可以推测[那头骆驼很可能还*(会)一直朝西走下去]。
이것을 통해 그 낙타가 아마도 계속 서쪽으로 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38) 예문(89)에서 ‘很快’가 출현하지 않고 (88d)와 같은 목적어절을 취한 ‘我们保险公司预
想法院会作出判决’도 성립된다. 이때 ‘会’의 출현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즉, 이 일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판결을 내리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我们保险公司预想法院会作出判决’는 당연히 비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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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业内人士预测[中国政府一定*(会)提供援款]。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틀림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d. 每一匹马的脚上还拖着一个脚绊子，预防[他们(*会)瞎跑]。 
모든 말의 발에는 발걸이가 걸려 있어 그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을 

예방한다.

예문(90a)와 (90b)의 주요 동사 ‘推测(추측하다)’는 각각 현재와 미래의 상황

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현재나 과거에 대한 추측을 묘사할 때는 당연히 ‘会’

가 출현할 수 없으며, 미래일 때 ‘会’가 반드시 출현해야 하고 사건의 발생 시

간을 지시한다. 이는 ‘会’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보다 미래시제를 

지시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다. 예문(90c)의 주요 동

사 ‘预测(예측하다)’는 ‘推测’와 같이 주어의 판단의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의미도 포함한다. 즉, 미래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문(90c)는 

(90b)와 같이 ‘会’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문(90d)의 ‘预防(예방하다)’

은 ‘预测’와 같이 나중의 일어날 일을 다루지만 사건의 발생은 발화시에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会’가 출현할 수 없다. ‘推测’, ‘预测’ 및 ‘预防’의 목적어절

이 묘사하는 사태가 시간축에서 시간을 차지하는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다.

                                 推测

                               발화시    

                                            预测

                                预防  

<도식 5-8> ‘推测’, ‘预测’, ‘预防’이 시간와의 관계

셋째, 동사의 원래 의미는 후행의 사건이 나중에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며 

‘会’의 출현을 강하게 제한하지 않는 상황이다. 코퍼스에서 실제 사용들을 고찰

해 보면, 목적어절에서 단순히 ‘会’가 반드시 출현하거나 출현할 수 없는 상황 

외에, ‘会’를 삽입하거나 생략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는 문장도 많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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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의 주요 동사는 대부분 ‘소망’, ‘염려’, ‘약속’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을 통해 자세히 보자.

(91) a. 他没命地大喊，希望[(会)有人来帮忙]。
그는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b. 他们害怕[(会)失去他们想要的某种快乐]。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즐거움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c. 小刘答应[一个月内(会)腾出房子]。
류군은 한 달 안에 집을 비워 주겠다고 약속했다.

예문(91a)는 주어의 바람을 묘사한다. 문장의 주어가 바라는 것이 자신에게 

꼭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会’는 출현하지 않는데, 언제 실현될 수 있는지

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会’를 사용하게 된다. 예문(91b)에서 ‘害怕(두려워하다)’

가 이끄는 목적어절의 ‘会’의 출현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예

문(91c)의 ‘会’에 대한 분석은 이것들과 조금 다르다. 원래 ‘약속’이란 의미는 

화자가 강한 확신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앞에서 분

석한 결과, 즉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会’가 자주 사용되는 해석과 모순이 된

다. 이때 ‘会’가 출현하면 화자는 나중에 어떤 행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을 나

타내며, ‘会’가 없는 목적어절은 상대방의 명령이나 요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3.3.2 ‘会’와 양태동사의 공기 양상

Smith(1997:263), Smith & Erbaugh(2005), Ren(2008) 등의 학자들은 양태

동사도 문장이 묘사하는 사건의 시간적인 위치를 지시하는 어휘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학자 간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Smith & 

Erbaugh(2005)는 양태동사 중의 ‘会’, ‘要’와 ‘将’만 암묵적으로 미래를 지시한

다고 하며, Chen(2012)은 인식양태동사는 미래 시간의 지시 기능을 가지고 있

지 않지만 동적양태와 의무양태동사는 모두 미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

는데, Ren(2008)은 일부 인식양태동사만 미래의 시간을 동시에 지시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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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따라서 다음은 가장 대표적인 양태동사를 대상으로 삼아 동적양태, 의

무양태 및 인식양태의 분류의 각도에서 이것들은 미래를 지시할 수 있는지, 지

시할 수 있다면 ‘会’와의 공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자.

첫째, 동적양태와 시제의 관계 및 ‘会’와의 공기 양상이다. 중국어에서는 동

적양태를 나타내는 대표 양태동사는 ‘能’이다. 동적양태에 해당하는 ‘能’의 용법

은 주어가 어떤 사건을 실현시키는 능력 혹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

다. 사건이 이미 실현된 상황이면 당연히 ‘能’이 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의 

학자들은 동적양태는 원래 미래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能’은 과연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가?

(92) a. 我能吃两碗饭。
나는 밥 두 그릇을 먹을 수 있다.

b. 这棵树能结很多果子。
이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93) a. 我[本来]能吃两碗饭的，可是最近却胃口不好。
나는 밥 두 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 입맛이 없다.

b. 这棵树[明年]就能结很多果子。
이 나무는 내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특정한 문맥이 없으면 예문(92a)와 (92b)는 단순한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에 발행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며, 총칭적인(generic) 사태를 묘사한다. 

즉,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언제든 그러한 능력이나 조건을 구비하다는 의미이

다. 이에 비해 예문(93a)에서 ‘本来(원래)’가 사용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능력

을 구비했었다고 해석되며, (93b)도 ‘明年(내년)’으로 인해 미래의 상황으로 봐

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간을 지시하는 다른 성분이 있거나 문맥에서 특정

한 시간의 정보가 제공되면, 세 가지 시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 ‘会’

를 통해 동적양태에 해당하는 문장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가? 코퍼스에서 

‘能’이 ‘会’와 공기하는 문장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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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a. 新职员最好什么都能会一点。
신입 사원은 무엇이든 조금씩 할 줄 아는 것이 좋다.

b.?虽然暂时看不到成果，但是一定时间后会能看到。
당분간 성과는 볼 수 없지만 일정 기간 후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문(94a)와 같은 ‘能’이 앞에 출현하는 문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

한 문장의 ‘会’는 모두 동적양태에 해당하는 능력의 의미로 해석되며,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반면 ‘会能’의 조합은 예문(94b)에서 출현하

는데, 이러한 문장은 매우 보기가 드물며 다소 어색하다. 따라서 미래를 지시하

는 ‘会’는 동적양태를 나타내는 성분과 거의 공기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의무양태와 시제의 관계 및 ‘会’와의 공기 양상이다. 의무양태는 주로 

‘허가’나 ‘의무’를 나타내며, 중국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可以’와 ‘得’가 바

로 이러한 양태동사이다. 어떤 일을 하도록 허가하거나 일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Ren(2008) 등

은 의무양태가 미래에 대한 묘사라는 해석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는 의무양태는 동적양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95) a. 你们可以进场。
너희들은 입장할 수 있다.

b. 你得认真学习。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96) a. [本来]你们可以进场的，可是[现在]我改变主意了，你们不能进去。
원래 너희들은 입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마음을 바꿨으니,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b. [上大学以后]你得认真学习。
대학에 들어간 후에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의무양태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총칭적 시간 지시, 과거, 

미래 등과 모두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무양태는 원

래 지니는 의미로 인해 미래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묘사할 때 자주 출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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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의무양태와 미래는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의무양태동사와 미래를 

지시하는 ‘会’의 공기 양상은 동적양태와 같다. 다음 예문을 보자.

(97) a. 现在的农民得会种粮，更得会卖粮。
요즘 농민은 농사를 잘 지을 줄 알아야 하고, 양식을 팔 줄도 알아야 

한다.

b.?再往后，人们就会可以在飞机起降时使用电子产品了。
앞으로 사람들은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문(97a)가 보여주듯이 의무양태동사 뒤에 출현하는 ‘会’는 미래가 아니라 

동적양태에 속하는 능력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예문(97b)와 같은 문장

은 코퍼스에서 거의 찾을 수 없고, 출현해도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문장은 대부분 ‘会’를 사용하지 않고 문맥이나 다른 시간적 표현을 통해 

미래를 지시한다. 따라서 의무양태동사는 ‘会’와 자주 공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인식양태와 시제의 관계 및 ‘会’와의 공기 양상이다. 좁은 의미의 인식

양태는 화자가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판단이다. 彭利贞(2007)에 따르면 중국어

에서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양태동사는 ‘应该’, ‘得’와 ‘能’이 있는데39), 인식양태

로 해석될 때 ‘应该’를 제외하고 모두 많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

를 위해 여기서 ‘应该’만 고찰하기로 한다. 사실상 중국어는 인식양태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一定(틀림없이)’, ‘可能(어쩌면)’ 등과 같은 양태

부사이다. 다음 토론에서 이것들도 같이 검토한다.

앞에서 ‘会’의 시제적 기능과 문장 술어의 유형의 관계를 토론했을 때, ‘可

能’, ‘应该’, ‘一定’을 대조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것들의 출현이 시제 지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술어의 유형과 상관없이 ‘可能’, ‘应该’, ‘一定’만 

있으면 사건이 미래 시간에 위치하는 해석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会’

39) ‘要’도 언급되는데 다음 부분에서 ‘将’과 같이 토론하기로 한다. 彭利贞(2007)은 ‘会’
가 능력과 보증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외의 사용은 모두 인식양태 중의 ‘개연’으로 

귀납되었다. 본고 앞의 논의에서 이러한 견해의 문제점을 이미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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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인식양태에 해당하는 가능성 판단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会’는 암묵

적으로 미래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98) a. 他[可能/应该₂/一定]在家。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집에 있을 것이다.

b. 他[可能/应该₂/一定]会在家。
그는 (나중에)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집에 있을 것이다.

(99) a. 他[*可能/*应该₂/?一定]买书。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책을 산다.

b. 他[可能/应该₂/一定]会买书。
그는 어쩌면/아마도/틀림없이 책을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Smith & Erbaugh(2005), 张万禾⋅石毓智(2008) 등에서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는 ‘要’, ‘将’과 ‘会’의 공기 상황을 분석해 보자. 

기존의 일부 연구는 ‘要’와 ‘将’은 미래 시간을 지시하는 시간부사로 분류하였

다. 양자를 양태동사가 아니라 부사로 분류하는 근거는 주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점과 의미가 매우 허화되는 점이다. 다만 ‘要’는 현재와 더 가

까이 있는 미래를 지시하는데, ‘将’은 일반적인 미래를 지시하고 문어체에서만 

사용된다. 그러나 코퍼스의 검색 결과에 따라 양자는 ‘会’와의 공기하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100) a. 我们的日子将(会)一天天地好起来。
우리의 생활은 나날이 좋아질 것이다.

b. 马上就要(*会)下课了。
이제 곧 수업이 끝날 것이다.

c. 这里将(要)举办下次奥运会。
여기서 다음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다.

d.?他不知道明天会要发生什么。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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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00a), (100b)가 보여주듯이 미래를 지시할 때 ‘将会’의 조합이 있는데 

‘要会’는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예문(100c)에서 ‘将要’의 연속 사용은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100d)의 ‘会要’라는 표현도 매우 드물게 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将’은 부사로 분석해야 하고 ‘要’와 ‘会’는 부사가 아닌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要会’는 성립할 수 없고 ‘会要’는 간혹 사용되는 것은 미래를 지시

할 때 ‘要’보다 ‘会’가 더 일반적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허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会’와 양태동사의 공기 양상을 고찰하였다. 동적과 의무양태를 나

타내는 양태동사는 암묵적으로 미래를 지시할 수 없지만 ‘会’와 자주 공기하지

도 않는다.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양태동사와 양태부사는 ‘会’와의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시하는 해석을 얻게 된다. 이 외에 자주 미래시제의 표지로 간주되는 

‘要’와 ‘将’은 허화의 정도에 따라 ‘会’와 공기하여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을 동

시에 한다.

5.3.4 한 가지 특수한 경우에 대한 분석

지금까지 ‘会’의 미래시간 지시기능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러나 王晓凌

(2007a)에 따르면 현재를 지시하는 어휘인 ‘现在(지금)’도 ‘会’와 공기할 수 있

다. 그 연구에서 코퍼스를 검색한 결과는 ‘现在’가 출현한 문장이 모두 부정이

나 의문의 형식이지만 저자의 어감대로 다음 긍정문인 예문(101)과 같은 문장

도 성립한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会’가 미래시제의 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본다.

(101) 他现在会在家的。
그는 지금 집에 있을 것이다.

王晓凌(2007a)은 예문(101)은 그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40) 나

타내지만 그가 집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문장 중의 ‘会’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현실의 용법으로 

40) 원문에서 ‘非常可能在家(집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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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기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본

고의 관점과는 다르다. 그러면 ‘会’와 ‘现在’의 공기현상이 ‘会’가 미래시제의 표

지인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본고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주로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지만 여전히 미래시제의 각도에서 분석할 가

능성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Sweetser(1990)에서 영어의 ‘will’이 현

재의 상황을 묘사할 때의 사용에 대한 해석을 보자. 

(102) a. He will be home [in three hours].

그는 3시간 후에 집에 있을 것이다.

b. He will be home [by now]. I just saw the lights go on.

그는 지금쯤 집에 있을 것이다. 나는 방금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다.

이 두 예문도 어떤 사람이 집에 있거나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Sweetser(1990)는 예문(102a)의 ‘will’은 단순한 미래의 용법이라고 하고 예문

(102b)의 ‘will’은 인식양태적 미래(epistemic futurity)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예문(102a)에서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집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있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상황이 된다. 이에 비해 예문(102b)는 지금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따라서 예문(102a)가 나타내는 실제적인 미래

(actual futurity)와 같이 현실적인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발생할 것이 아니라 인

식적인 세계에서 나중에 확인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확인되는 시간이 

미래에 위치한다. ‘will’은 상황을 미래에 발견하거나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Sweetser(1990)의 인식양태적 미래에 대한 분석은 앞의 5.3.1.2절에서 

언급한 Klein(2009)의 시제를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미래시제로 표현할 때 발화시보다 늦는 것은 상황시가 아니라 화제시이다. 

화제시는 단언하는 시간을 가리키며 발화시는 단지 화자가 말하는 시간을 지시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예문(102b)를 다시 설명하자면 발화시에 그 사람이 집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확인되는 시간, 즉 화제시는 그 후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미래시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된다. 만약 지금 화자가 그 사람과 

같이 집에 있으면 ‘will’을 사용하지 않고 ‘He is home now.’로 표현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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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집에 있는지에 대해 바로 단

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문장은 현재의 사태에 대한 묘사이지만 반드시 미래의 사태와 

관련되어야 한다. Ren(2008)에서 제시된 예문(103a)는 예문(103b)와 같은 연속 

발화에서 사용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미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이

러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예문(103c)를 통해 알 수 있다. 질문은 지

금 밖의 상황만 관심이 있는데, 미래와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会’와의 공기는 ‘现在’만 가능하며, 과거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현재는 미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104a)는 비문이고 (104b)는 ‘现在’와 공기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발화라는 현상은 바로 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03) a. 现在外面会凉快一点。 Ren(2008)

지금은 밖이 좀 시원할 것이다.

b. 现在外面会凉快一点。[我们还是出去吧]。
지금은 밖이 좀 시원할 거야. 우리 그냥 나가자.

c. “现在外面天气怎么样？”

지금은 밖이 날씨가 어때?

“*现在外面会凉快一点。”

지금은 밖이 좀 시원할 거야.

(104) a.*他[刚才]会在家的。
그는 방금 집에 있었을 것이다.

b. 他现在会在家的。[你可以去找他]。
그는 지금 집에 있을 거야. 그를 찾아가도 돼.

셋째, 문장의 술어가 상태동사가 아닐 때 ‘现在’가 출현하지만 미래시제로 해

석하는 것이 현제시제, 즉 현재의 상황의 대한 묘사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타

당하다. 우선 다음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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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a. 我们先看看阿扁[现在]会把他的着力点放在哪里。
먼저 아볜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보자.

b. 亚宁是一个非常优秀的主持人，只是他[现在]会逐渐向制片人、导演方向
转型。
야닝은 매우 훌륭한 아나운서이고 단지 그가 이제 점차 프로듀서, 감

독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

예문(105a)는 ‘阿扁’이 지금 일을 처리하는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나

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후의 시간에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로 예문(105b)도 ‘亚宁’이 지금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것보다 지금

부터 앞으로의 자신의 발전 방향을 전환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

서 ‘会’의 용법은 Sweetser(1990)의 현재에 대한 인식양태적 미래가 아니라 실

제적 미래에 해당한다. ‘会’의 강세적인 용법은 여전히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것

이다.

넷째, 문장의 술어가 상태동사라도 ‘会’가 출현하면 대부분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王晓凌(2007a)에서 언급했듯이 코퍼스를 검색해 보면 ‘现在’와 ‘会’가 공

기한 문장이 모두 부정이나 의문의 형식이며, 예문(101)은 개인의 어감에 의거

하여 지어진 문장이다. 본고는 문장의 술어가 상태동사일 때 가능성의 대한 판

단을 나타내는 성분이 ‘现在’와의 공기현상을 고찰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문장

에서 ‘会’의 출현을 모두 허용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대조해 보자.

(106) a. 林波河原先只有几条鳄鱼，[现在]可能有几千条。
린보강에 원래 악어가 몇 마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몇 천 마리가 될 

수 있겠다.

b.*林波河原先只有几条鳄鱼，[现在]会有几千条。
(107) a. 你不能回去了，他们[现在]肯定知道你把我们放了。

넌 돌아갈 수 없게 됐어. 그들은 지금 네가 우리를 풀어준 것을 분명

히 알고 있을 거야.

b.*你不能回去了，他们[现在]会知道你把我们放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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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06a)는 현재에 악어가 몇 마리가 있는지에 대한 추측인데 ‘可能(아마

도)’을 통해 이는 화자의 추측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앞의 王晓凌(2007a)의 분

석 방식에 따라 ‘会’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가능성의 판단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 문장에서 ‘会’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可能’ 대신 ‘会’가 출현한 

예문(106b)는 성립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예문(107a)는 성립되며, ‘会’로 대체한 예문(107b)는 비

문이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술어가 상태동사일 때 ‘会’는 대부분 출현할 수 없

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극소수 문장에서 ‘现在’와 ‘会’의 공기 현상은 ‘会’

가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반박할 증거가 되지 못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现在’는 사태가 현재시점을 포함하여 미래까지의 시간구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과 관련되어야 이러한 문장이 성립된다. 그

러므로 이는 여전히 미래시제의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

5.4 상대미래시제 표지 ‘会’의 성질 및 사용조건

본고의 통계분석에 따라 코퍼스에서 ‘会’가 출현한 상당한 양의 문장들은 단

문이 아니라 복문이며, ‘会’는 주로 복문의 주절에 출현한다. 또한 이러한 복문

의 종속절과 주절은 가정, 조건 및 양보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会’가 이러한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본고 제1장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가능성으로 해석

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108) a. 只要在本周五主场吃掉中国队，就会成为B组头名。
이번 주 금요일에 홈경기에서 중국 팀을 이기기만 하면 B조 1위가 

된다. 

b. 把这张条子给值班的哨兵看，他就会放你出来了。
이 쪽지를 당번 보초병에게 보여주면, 너를 내보내 줄 것이다.

(109) a. 打开≪老子≫，你会看到全书只有约5000字，不长于杂志上的一篇文章。
노자를 펴면, 전체 책이 약 5천자 정도로 잡지의 한 문장보다 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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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b. 在一个标准大气压下，只有100摄氏度的水才会沸腾。
1표준 대기압에서 물은 섭씨 100도가 되어야 끓게 된다.

예문(108a)에서 중국 팀을 이기는 것은 B조의 1위가 되는 충분조건이므로 경

기를 이기면 당연히 1위가 되며, 화자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마찬

가지로 예문(108b), (109a), (109b)도 종속절에서 서술된 조건을 만족시키면 주

절에 있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会’는 결과가 발생할 가

능성이 어떠한 정도인지는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앞에서 토론한 미

래시제 용법에 해당하는가? 예문(108a)와 (108b)의 주절에 출현하는 사태는 화

자가 발화한 후, 즉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이고 미래시제로 분석될 수 

있지만, 예문(109a)와 (109b)는 그렇지 못하다. 예문(109a)에서 노자를 펴서 

글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은 미래의 특정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예문(109b)의 섭씨 100도인 물이 끊게 되는 시간도 더욱더 발화후의 미

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문에 사용되는 ‘会’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현재까지 주된 주장에 따라 ‘会’의 의미가 능력 외에 가능성만으로 설

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학습할 때 ‘会’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

게 되었다. 중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사건이 반드시 발생하고 자

기의 모국어에서 판단을 나타내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때, 가능성을 나타내

는 ‘会’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会’가 누락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10) *要是在公共场所抽烟，就∅被罚款。
 (要是在公共场所抽烟，就会被罚款。)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게 된다.

(111) *如果男女分班的话，男学生与女学生之间的交流∅减少。
 (如果男女分班的话，男学生与女学生之间的交流会减少。)

 남녀로 반을 나누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류가 줄어든다.



- 193 -

중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문(110)에서 법규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会’는 이 문장의 주절에서 출현할 수 없다. 예문

(111)과 같은 상황에서 종속절에 있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주절에 표현된 결

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가능성 의미인 

‘会’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会’가 가능성을 나타낸

다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성의 의미를 지닌 부사나 조동사를 사용하면 ‘会’가 누

락되는 오류도 학습자가 자주 법하게 된다.

(112) *在这样的情况下，如果可以选择安乐死，可能∅产生很多利用安乐死的犯
罪。

(在这样的情况下，如果可以选择安乐死，可能会产生很多利用安乐死的犯
罪。)

이런 상황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안락사를 이용한 범

죄가 많이 생길 것이다. 

(113) *如果有这样的规定的话，抽烟的人应该∅减少。
(如果有这样的规定的话，抽烟的人应该会减少。)

이런 규정이 있다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 텐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조건복문이나 가정복문으로 불리는 문장들의 

주절에 출현하는 ‘会’의 성질 및 구체적인 사용조건 등을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5.4.1 기존 연구 검토

5.4.1.1 상대미래시제 표지 ‘会’에 관한 연구

앞에서 분석한 문장들은 언어학의 각도에서 보면 모두 조건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선 중국어 조건문에 대한 연구를 다룰 필요가 있다. 중국어의 조건문

에 대한 연구는 일반언어학 연구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건문의 범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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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刘月华(2001), 邢福义

(2001) 등 많은 학자들은 가정문을 조건문에서 제외시킨 반면, 소수의 학자들은 

가정문을 조건문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조건문의 하위분류 및 구체적

인 연구는 주로 종속절에 있는 접속사가 나타내는 논리적 의미의 각도에서 진

행해 왔다. 접속사 ‘只要’가 이끄는 충분조건문, ‘只有’가 이끄는 필요조건문 등 

유형의 의미 및 대응하는 접속사들은 주요 연구주제였다. 즉, 종속절에서 출현

하는 각종 접속사는 어떠한 조건을 나타내는지, 주절에서 어떤 성분이 대응하

여 사용되는지 또한 이러한 조합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비교 등은 지금까지의 

중국어 조건문 연구의 주요 성과이다. 

이에 따라 조건문과 가정문에서 출현하는 ‘会’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会’가 

이러한 문장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복문의 

주절에서 사용되는 ‘会’를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조건문과 가정문에 있는 ‘会’

를 언급한 연구결과는 주로 다음과 같다.

邓小菲(2006)는 ‘会’의 한 가지 용법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을 통

해 얻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가 출현하는 주요 문장형식의 

한 종류는 바로 가정문 및 조건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会’가 왜 이러한 

문장형식에서 자주 출현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闵星雅(2007)는 Sweetser(1990)의 인지영역의 이론41)을 기초로 하여 ‘会’의 

용법을 연구하였는데, 조건문과 가정문에서 사용되는 ‘会’는 인식영역의 용법이

라고 보고 일정한 조건하에 결론을 추측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114) a. 只有你自己不尊重自己，别人才会不尊重你。
당신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

지 않을 것이다.

b. 如果他们早一分钟到，他们就会遇到东山。
그들이 1분 일찍 도착했다면 그들은 동산을 만났을 것이다.

따라서 예문(114a)와 (114b)에서 ‘你自己不尊重自己’와 ‘他们早一分钟到’는 각

41) 이 이론에 대한 소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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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别人不尊重你’와 ‘他们遇到东山’의 조건이고, ‘会’는 이러한 조건하에 뒤에 

있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다. 이 연구의 특별한 점은 ‘会’가 추

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즉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용법은 단문이 

아닌 복문의 주절에서 출현하는 ‘会’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明天会下雨”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되는 ‘会’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王晓凌(2007b)은 ‘会’가 비현실의 표지라고 주장하며 그가 제시한 분류 중의 

한 가지가 바로 가정문이다. ‘如果’나 ‘要是’ 등은 가정표지이기 때문에 종속절

의 명제는 비현실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주절의 ‘会’도 명제를 비현실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 그에 의하면 문장에서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생략될 수 

있지만 ‘会’는 그렇지 못하다. 

(115) a. 我们要是不下去，两千万人会给城市造成多大的压力呀。
우리가 (작은 도시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

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줄까?

b. 我们不下去，两千万人会给城市造成多大的压力呀。
c.*我们要是不下去，两千万人∅给城市造成多大的压力呀。

예문(115a) 중의 ‘要是’를 생략한 (115b)는 성립하는 반면 ‘会’를 생략한 

(115c)는 비문이다. 이러한 문장만을 분석할 때 그의 결론은 문제가 없다. 그러

나 실제 사용에서 더 많은 문장들을 고찰해 보면, ‘会’는 생략할 수 있거나 심

지어 출현할 수 없는 문장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116) a. 如果同一个词有两种不同的书写形式，就会显得不够确定。
b. 如果同一个词有两种不同的书写形式，就∅显得不够确定。

같은 단어에 두 개의 다른 쓰기 형식이 있다면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117) a.*保修期刚过，要是早坏两天就会好了。
b. 保修期刚过，要是早坏两天就∅好了。

보증 기간이 막 지났는데, 이틀 일찍 망가졌으면 좋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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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16a)의 ‘会’를 생략한 (116b)는 분명히 성립한다.42) 또한 가정문임에도 

불구하고 ‘会’가 출현하는 예문(117a)는 비문이고, 문장을 성립하려면 ‘会’를 삭

제해야 한다. 이점을 통해 단순히 ‘会’를 비현실의 표지로 해석하는 방식은 가

정문 중의 ‘会’의 역할 및 사용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杨黎黎(2015)는 비진실조건문43)을 분석할 때 이는 미래시제 및 양태와 긴밀

한 관계가 있으며, 주절에서 미래시제의 표지나 양태적 수단을 자주 사용한다

고 논의하였다. 그가 제시한 미래시제를 통해 표현하는 다음 예문(118)을 보면 

‘会’가 미래시제의 표지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에 관

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118) 如果将来有机会写一本自传，我会把书名取做≪走上T台，春暖花开≫。
나중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책 제목을 <패션쇼 무대에 

올라가면 화창한 봄이 오고 꽃이 핀다>로 지을 것이다.

范晓蕾(2016,2017)는 ‘会’의 한 가지 용법을 ‘조건필연(条件必然)’으로 명명하

고 습관(惯常)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일정한 조건하에 어떤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조건은 반복적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조건필연’의 의미

를 나타내는 ‘会’가 출현하는 문장은 모두 조건문으로 바꿀 수 있다.

(119) 如果到零度以下，水会结冰。
0도 이하가 되면 물이 언다.

(120) a. 哈尔滨冬天会下雪。(=如果在冬天，那么哈尔滨就要下雪。)

하얼빈에는 겨울에 눈이 온다. (=겨울이면 하얼빈에는 눈이 온다.)

b. 人会生病。(=如果X是人，那么他会生病。)

사람은 병이 든다. (=X가 인간이면 그는 병이 들 것이다.)

(121) *如果到零度以下，水∅结冰。

42) 두 문장 간의 구체적인 의미 차이는 ‘会’의 사용조건 부분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43) 이 연구에서는 일반언어학 및 유형론적 관점을 기초로 두기 때문에 가정문 대신 비

진실조건문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즉, 가정문을 조건문의 조건절이 진실이 아닌 분류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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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19), (120a), (120b)는 모두 조건필연을 나타내는 문장이고, 그것을 조

건절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결과절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

면 이러한 ‘会’는 문장에서 명확한 조건이 출현할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 그가 제시한 예문(119)는 (120a), (120b)보다 더욱 전형적인 

조건문임에도 불구하고 ‘会’를 생략한 예문(121)은 비문이다. 또한 조건문의 조

건절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방식대

로 조건문의 ‘会’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조건문과 그 중에서 출현하는 ‘会’에 대한 분석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더욱 세밀한 묘사와 검토

가 필요하다.

5.4.1.2 조건문에 관한 유형론적 접근

일반언어학 연구에서는 주로 가정문과 조건문을 구분 없이 조건문

(condition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연구해왔다. 왜냐하면 앞뒷절의 의미관계

의 각도에서 보면 가정문의 종속절도 주절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조건문의 분

류 및 세부 연구는 주로 형식, 의미 및 인지방식 등 세 가지 각도에서 진행해

왔다.

형식의 각도에서는 주로 종속절과 주절에 있는 형태적 수단에 의해 조건문을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각각 시제, 서법과 비현실의 표현방식이다. 다음은 예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검토해 보자. 

첫째, 시제의 변화를 통해 조건문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구어에 

속하는 일부 언어들은 종속절이 미래의 상황일 때 술어동사가 현재시제의 형태

를 취하고, 주절의 술어동사가 미래시제를 통해 표현한다. 다음의 영어 예문

(122a)는 미래의 어떠한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일반적으로 종속절은 현재시제, 

즉 ‘rains’를 통해 미래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며. 주절은 미래를 나타내는 ‘will’

을 통해 표현한다. 조건문은 묘사하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와 발생할 확률에 따

라 체계적인 시제의 변화 규칙이 있다. 예문(122b)는 화자가 비가 오지 않을 것

이라고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묘사한 상황은 미래의 상황이지만 동사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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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a. If it rains tomorrow, the match will be cancelled. 

내일 비가 오면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b. If it rained tomorrow, the match would be cancelled.

내일 비가 온다면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비가 안 온다.)

둘째, 조건문을 동사의 서상법(subjunctive)에 의해 표현한다. 로만스어에 속

하는 언어들은 동사의 굴절형태 중의 일종이 서상법이고, 주로 화자가 말하는 

내용이 가정이나 요망 등일 때 사용한다. 조건문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의 동사

가 모두 서상법의 굴절형태이다. 다음 라틴어 예문(123)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앞의 영어 예문(122b)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의 형태는 다르다. 종속절

의 동사는 현재의 가정 형식이고, 주절도 이와 같다. 즉, 시제 외에 서상법의 

사용 여부에 따라 조건문의 의미를 달리한다.

(123) Si hoc facias,                 erres Palmer(2001:210)

If this do+2SG+PRES+SUBJ  err+2SG+PRES+SUBJ

(If you did this, you would be wrong.)

이렇게 하면 틀릴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조건문을 종속절과 주절에서 비현실(irrealis) 표지의 사용을 통해 표현

한다. 호주나 미주 원주민 언어들은 자주 접사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문장의 현

실성을 나타내며, 조건문일 때는 비현실을 나타내는 접사를 사용한다. 다음 예

문(124)는 호주 원주민 언어 Manam이고, 앞뒷절에서 모두 비현실을 나타내는 

접사가 출현하였다. 

(124) ʔáti   téʔe-o     ŋa-pára-ra         Bogiá n-láʔa

boat  one-3SG   IRR-arrive-assume   Bogia 1SG+IRR

(If a boat should come, I would go to Bogia. /

If a boat had come, I should have gone to Bogia.) Palmer(2001:178)

배가 온다면 보기아로 갈 것이다. / 배가 왔다면 보기아로 갔을 것이

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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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미의 각도에서는 조건문을 종속절의 진리값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종속절의 명제는 참, 거짓 및 화자가 그 명제를 반드시 거짓이라고 생각하

는 상황이 있다. 이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개방(open)/폐쇄

(close)’ 및 ‘진실(reality)/비진실(unreality)’ 등과 같은 이분법, ‘진실(real)/가정

(hypothetical)/반사실(counterfactual)’과 같은 삼분법 등이 모두 존재한다. 다

음은 삼분법을 설명할 수 있는 예이고 (125a), (125b)와 (125c)는 각각 진실, 

가정과 반사실인 상황에 해당한다. 

(125) a. If you heat ice, it melts.

얼음을 데우면 녹는다.

b. If you make a mistake, someone will let you know.

실수를 하면 누군가가 알려 줄 것이다.

c. If I were you, I would go out with that man.

내가 너라면 그 남자랑 데이트할 거야.

예문(125a)의 종속절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상황이고 자연규칙으로 인식되

어 있기 때문에 진실이나 사실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절은 종속절과 같이 일반 

현제시제의 형태를 취한다. 예문(125b)는 미래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서술이고, 

종속절과 주절은 각각 현재와 미래시제의 형태이다. 종속절의 상황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문은 상황이 

발생할 가정 하에 단정하는 표현이다. 예문(125c)의 종속절은 반드시 거짓이며, 

주어가 ‘I’이지만, 일반적인 ‘am’의 형식이 아니라 ‘were’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주절도 ‘will’ 대신 ‘would’를 사용한다.45) 이 세 가지 문장을 통해 종속절의 진

리값에 따라 조건문은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의 각도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이 묘사하는 인지영역에 따라 조

44) Manam은 중국어와 같이 종속절에서 조건이 가정이라는 것만 표현하고, 그러한 상황

의 발생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 과거와 비과거 

두 가지 해석이 있다.
45) 일반언어학에서 이러한 특수용법은 영어의 조건법(conditional mood)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were’와 ‘would’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묘사할 때 사

용하는 서법 중의 일종이다.



- 200 -

건문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 중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정신

공간이론(mental space)을 기초로 둔 Sweetser(1990)의 연구이다. 이에 따라 내

용영역(content-domain), 인식영역(epistemic-domain) 및 화용영역

(speech-act domain)에서 내용조건문, 인식조건문, 화용조건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Sweetser(1990:114-118)에서 제시한 예이다.

(126) a. If Mary goes, John will go.

메리가 가면 존은 갈 것이다.

b. If John went to that party, he was trying to infuriate Miriam.

만약 존이 그 파티에 갔다면, 그는 미리암을 격분시키려고 한 것이다.

c. If it’s not rude to ask, what made you decide to leave IBM?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IBM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예문(126a)는 현실세계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메리가 가게 되면 존도 

따라서 갈 것이라는 현실적인 사건들 간의 조건 관계를 나타낸다. 예문(126b)는 

종속절에서 출현하는 사건이 현실일 수 있지만, 주절인 미리암을 격분시키려고 

하는 행동과의 관계는 화자의 인식세계에서 가공된 것이다. 화가의 인식세계에

서 두 절은 조건의 관계를 갖게 된다. 예문(126c)는 조건문의 표지인 ‘if’를 사

용하지만 현실세계의 사건을 묘사하지 않고 이를 통해 화용적인 효과를 얻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상대에게 이직하는 이유를 예의 있게 묻는 말이다. 

이상으로 형식, 의미와 인지방식의 각도에서 조건문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분류들은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의 합

리적인 면이 있다. 또한 각종 분류를 통해 인류 언어에서 조건문의 성질, 종속

절과 주절의 특징 및 양자 간의 관계 등을 다방면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중국어 조건문에서 출현하는 ‘会’의 사용 양상을 고찰할 때 응용하면 

어떤 방식이 더욱 적합한지는 다음 대조 분석을 통해 자세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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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문장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

5.4.2.1 연구 대상의 설정 및 분류

인류는 언어를 사용하여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자주 연속적으로 

여러 문장을 발화하게 된다.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장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종종 존재한다. 단순히 앞 

문장이 뒤 문장의 발생시간보다 이른 것 외에, 다른 의미적 연관성도 있다. 구

체적으로는 앞뒤 두 문장은 병렬, 인과, 대립 등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일정한 문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 중국

어 예를 보자. 

(127) 他肯出面，事情好办46)。
(128) a. 因为他肯出面，事情好办。

그가 나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겠다.

b. 既然他肯出面，事情好办。
기왕 그가 나서기를 원하니 일이 잘 풀리겠다.

c. 只要他肯出面，事情好办。
그가 나서기를 원하면 일이 잘 풀리겠다.

邢福义(2001:34)는 중국어에서 문장(127)은 일정한 문맥이 없으면 “他肯出面”

과 “事情好办”이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문

(128a), (128b), (128c)와 같이 접속사 ‘因为’, ‘既然’, ‘只要’를 앞 문장에 삽입

하여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 학계에서 조건문의 의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접속

사는 주로 ‘只要’, ‘只有’, ‘除非’ 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영어 조건문의 전형

적인 표지인 ‘if’와 대응된 ‘如果’, ‘要是’, ‘假如’는 중국어 학계에서는 조건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조건문과 가

46) 문맥이 없으면 두 문장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예문의 한국어 번역을 정확히 

할 수 없다. 문맥에 따라 (128a), (128b), (128c)의 해석은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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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을 별개의 복문 분류로 보고 연구를 해 왔다. 본고는 유형론의 시각에 입

각하여 중국어 ‘会’의 이러한 복문에서의 사용을 고찰하고자 하므로 일반언어학

의 처리방식을 따르기로 한다.47) 즉, 중국어의 가정문을 조건문의 일종으로 간

주한다.

사실 중국어 학계에서는 양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도 찾을 수 있

다. 刘月华(2001:875)는 가정문의 종속절은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건문

의 종속절은 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정문과 조건문은 공통점이 

있다고 논의하였다. 다만 전자는 가정의 의미에 치중하는데 후자는 조건의 의

미가 강하다고 하였다. 邢福义(2001:41)도 가정문에 비해 조건문도 가정된 원인

을 추론의 전제로 삼고 있지만 단지 그러한 가정된 원인이 조건임을 강조할 뿐

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가정문과 조건문을 모두 조건문으로 간주하는 처리방식은 

중국어 내부와 기타 언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가정문과 조건문을 이끄는 접속사가 출현하는 상황 및 출현하지 않지만 다시 

삽입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모두 본고의 고찰 대상이 된다.

이 외에, 일반언어학에서 일부 양보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장에서 양보조건문

(concessive conditionals)이라는 하위 부류에 대해서도 연구해 왔다. 즉, 양보

관계를 지닌 문장 중의 일부도 조건문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aspelmath 

& Konig(1998)는 유럽 언어들의 양보조건문을 분석할 때 대부분의 언어들은 

조건절과 부가적인 소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극소수만이 

단순 양보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다음의 중국어 예를 

통해 그 드문 현상을 설명하였다.

(129) a. Má chuireann sé féin,  rachaimid amach.

if   rains     it  even  go:1PL   outside

(Even if it rains, we will go outside.)

비가 와도 우리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47)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했듯이 영어에서 접속사 ‘if’로 이끄는 절은 동사의 시제 변화

를 통해 조건절이 진실, 가정 혹은 반사실인지를 나타내며, 가정인 상황은 단지 조건

문의 한 종류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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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dhe po/sikur të    bjerë shi  do   të    dalim  jashtë.

also  if       SUBJ falls rain FUT SUBJ go:1PL outside

(Even if it rains, we will go outside.)

비가 와도 우리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c. 即使你解释，他也不会同意的。
(Even if you explain it, he will not be able to agree.)

네가 설명해도 그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예문(129a)와 (129b)는 아일랜드어와 알바니아어의 양보조건문 표현이다. 양

자는 모두 조건문의 기본 형태에 ‘-조차(even)’나 ‘도(also)’와 같은 의미를 지니

는 소사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어 예문

(129c)에서는 ‘即使’가 조건이 아니라 양보의 의미를 지니는 접속사이며, 중국

어 학계에서도 양보문이라고 분류하여 조건문과 또 별개의 분류로 간주되고 있

다. 따라서 Haspelmath & Konig(1998)는 이 문장이 양보관계 접속사를 통해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유형이라고 본다. 다만 양보관계 접속사는 항상 조건관계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때 ‘即使’와 같은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들이 조건

관계인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Haspelmath & Konig(1998)의 고찰에 따르면 일부 언어에서는 같은 연결사

(connective)가 앞의 중국어 예문(129c)의 ‘即使’와 같이 동시에 단순 양보와 

양보조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법의 사용에 의해 의미가 

구별된다. 그 연구에서 제시된 다음 예를 자세히 살펴보자.

(130) a. Aunque llueva,      salgo.

though  rains:SUBJ  I:go.out

(Even if it is raining, I am going out.)

비가 오더라도 나는 나갈 것이다.

b. Aunque llueve,     salgo.

though  rains:IND  I:go.out

(Although it is raining, I am going out.)

비록 비가 오지만 나는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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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펜인어인 예문(130a)와 (130b)는 문장의 나머지 성분이 모두 같지만 종속

절 동사의 형태가 다르다. 전자는 동사의 서상법이고 후자는 서실법의 형태이

다. 이에 따라 ‘aunque’는 각각 ‘even if’와 ‘although’의 해석을 얻게 된다. 그

러나 중국어는 이와 같은 서법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131) a. (外面不下雨。) 即使在下雨，我也要出去。
(밖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다.) 비가 오더라도 나는 나갈 것이다.

b. (外面在下雨。) 即使在下雨，我也要出去。
(밖에 비가 오고 있다.) 비록 비가 오지만 나는 나갈 것이다.

예문(1311a)와 (131b)의 대조는 중국어에서 종속절의 내용이 진실인지 혹은 

가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문맥에 의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장에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으면, 단순히 “即使在

下雨”를 통해 이것이 양보절인지 혹은 양보조건절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때로는 중국어 문장에 표지가 있어도 조건관계인지의 여부를 특정한 

문맥이 없으면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장간의 관계

를 명시하는 성분이 없는 문장들 간의 의미관계를 판단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

러므로 조건문의 성질이나 특징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해당 특징을 기준으

로 삼아 문장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일반언어학의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조건문을 판단할 때 주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즉, 앞뒤 문장을 나타내는 명제의 진리값과 의미관계이다. 다음은 구체적

인 예를 통해 이 두 가지 기준을 설명해 보자.

첫째, 조건문의 종속절과 주절의 진리값은 일정한 논리적 특징을 지닌다. 사

실 조건문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논리학의 관심 주제이기도 하다. 논리학의 분

석결과를 이용하여 언어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조건문의 종속절과 주절

은 동시에 참이나 거짓일 수 있으며, 종속절은 거짓이고 주절은 참일 수도 있

다. 조건문이 허용할 수 없는 진리값 상황은 종속절은 참이지만 주절은 거짓인 

조합이다. Comrie(1986)에서 제시한 예(132a)를 통해 이러한 규칙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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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a. If you go out without the umbrella, you’ll get wet.

우산 없이 나가면 젖을 것이다.

b. 不带伞出去会淋湿的。
우산 없이 나가면 젖을 것이다.

c. 不带伞出去也不会淋湿。
우산 없이 나가도 안 젖을 것이다.

예문(132a)의 종속절의 명제 내용은 우산 없이 밖에 나가는 일이고, 주절은 

청자가 젖게 되는 일이다. 만약 청자가 우산 없이 밖에 나갔는데 옷이 젖지 않

았다면, 화자의 발화가 성립될 수 없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청

자가 우산을 안 쓰고 젖게 되는 상황, 청자가 우산을 쓰고 안 젖은 상황, 또는 

우산을 썼지만 몸이 젖은 상황 등이 발생하면, 예문(132a)는 모두 성립된다. 중

국어 예문(132b)는 앞뒷절에서 이것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이 출현하지 않

지만 두 개의 절의 진리값 상황은 (132a)와 같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분석된다. 

앞절은 참이고 뒷절은 거짓인 상황에 대응된 예문(132c)는 조건문의 진리값 요

구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분석될 수 없다. 이는 대립관계를 나

타내는 문장이다.

둘째, 조건문의 두 개의 절의 상관관계는 인과(causal)관계이다. Comrie 

(1986), Dancygier(1993), Dancygier & Sweetser(2005) 등은 모두 인과관계가 

전형적인 조건문의 핵심 특징이라고 본다. 즉, 종속절은 일정한 조건을 나타내

고 주절은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다. 중국어 학계에서도 비슷

한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邢福义(2001:83,94)는 ‘只要’가 이끄는 조건문과 

‘如果’가 이끄는 가정문을 넓은 의미의 인과문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조건과 가

정은 모두 인과적인 의미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문과 인과

문 사이에 확실한 차이도 존재한다. Comrie(1986)에 따르면 인과문에서는 화자

가 두 명제의 사실성에 대해 확신이 있지만, 조건문은 그렇지 못하다. 

(133) a. Since you’re leaving now, I won’t go with you.

네가 지금 떠나니까, 난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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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you’re leaving now, I won’t go with you.

네가 지금 떠난다면, 난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예문(133a)와 (133b)는 접속사 ‘since’와 ‘if’를 제외하면 모두 같지만, 전자는 

인과문이고 후자는 조건문이다. 전자의 상황에서 화자는 상대방이 지금 떠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청자에게 전달한다. 반면 후자에서 화자는 상대방이 

떠나는지의 여부를 단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건문은 앞뒷절의 의미관계가 

인과관계이지만 앞절의 진리값에 대해 단언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상으로 각종 분석을 통해 조건문의 범위 및 선별 방법을 고찰하였다. 지금

부터 조건문의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문장에서 ‘会’의 사용 상황을 토론하고자 

한다. 수량이 무궁무진한 조건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면 이들을 우선 분류

해야 한다. 앞에서 조건문의 유형론적 연구의 결과를 소개할 때 주류의 분류방

식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중국어에 적용하면 ‘会’의 사용이 서로 다

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다음은 구체적으로 시도해 보자.

첫째, 형식 각도의 분류이다. 일부 언어에서 조건문은 형식적인 차이가 존재

하며, 이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중국어는 어휘 자

체가 형식적인 변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 예에서 보여주듯이 이

러한 형식 각도의 분류는 ‘会’의 사용에 대해 영향이 없다. 종속절과 연관된 성

분은 변화가 없고, ‘会’의 사용도 변하지 않는다.

(122) a. If it rains tomorrow, the match will be cancelled. 

b. If it rained tomorrow, the match would be cancelled.

(134) 要是明天下雨，比赛会被取消。
내일 비가 오면/온다면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둘째, 의미 각도에서의 분류이다. 즉, 종속절이 나타내는 명제의 사실성에 따

라 진실조건문, 가정조건문, 반사실조건문 등의 하위 부류가 존재하며, 주절에

서 이와 대응되는 형식이나 특정한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한다. 다음 예문과 

같이 확실한 차이가 존재하는 표현들은 중국어와 대응시키면 차이가 없어진다. 

이러한 조건문의 종속절이 진실, 가정 혹은 반사실인지는 청자가 문맥에 근거



- 207 -

하여 추론해야 하며, 주절에서는 모두 ‘会’를 사용한다. 따라서 종속절에서 묘사

한 명제의 사실성은 ‘会’의 사용 여부와 의미 해석에 대해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125) a. If you heat ice, it melts.

b. If you make a mistake, someone will let you know.

c. If I were you, I would go out with that man.

(135) a. 如果加热冰块，它会融化。
얼음을 데우면 녹는다.

b. 如果你犯了错误，会有人告诉你。
실수를 하면 누군가가 알려 줄 거야.

c. 如果我是你，我会跟那个男人出去。
내가 너라면 그 남자랑 데이트할 거야.

셋째, 인지 각도에서 진행하는 분류이다. 조건문이 표현하는 내용은 화자와 

청자의 머릿속에 구성되는 공간이 현실세계인지, 인식세계인지 혹은 화용세계

인지에 따라 내용조건문, 인식조건문 및 화용조건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

한 분류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126) a. If Mary goes, John will go.

b. If John went to that party, he was trying to infuriate Miriam.

c. If it’s not rude to ask, what made you decide to leave IBM?

(136) a. 要是玛丽去，约翰也会去。
메리가 가면 존도 간다.

b. 要是约翰去了那个派对，(那么)他(*会)想激怒米利亚姆。
만약 존이 그 파티에 갔다면, 그는 미리암을 격분시키려고 한 것이다.

c. 要是问起来不失礼的话，(*会)是什么让你决定离开IBM公司的呢？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IBM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형식과 의미의 각도의 분류와 달리 문장의 내용이 묘사하는 인지세계의 종류 

차이는 ‘会’의 사용 여부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문(136a)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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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묘사하는 조건문이고 주절에 ‘会’가 출현하였다. (136b)와 (136c)는 화자

의 인식세계와 화용세계에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용법이고 주절에 

‘会’가 출현할 수 없다. 

이러한 분류 방식을 적용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지의 각도에서 고찰한 다

음에 ‘会’의 출현 여부나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의미 등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부분에서 현실세계, 인식세계 및 화용세계의 상황을 묘사할 

때 조건문에서 출현하는 ‘会’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4.2.2 내용조건문에 대한 분석

Sweetser(1990:21)에 따르면 인류는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세계의 상황을 그

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 현실세계에 영향을 주고, 

또한 추론을 통해 현실세계에 대해 논리적이거나 인식적인 사고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각각 묘사의 기능, 행위의 기능 및 인식의 기능이다.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다. Sweetser(1990:111)는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는 조건문을 내용영역의 내용

조건문(content conditionals)이라고 부른다. 내용조건문은 현실세계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실현이 다른 사건이나 상태가 실현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보자.

(126) a. If Mary goes, John will go.

(136) a. 要是玛丽去，约翰也会去。
메리가 가면 존도 간다.

Sweetser(1990:114)는 예문(126a)는 현실세계의 사건의 상태로부터 메리가 

가는 것을 포함된다면 그것이 또한 존이 가는 것도 포함한 것을 나타낸다고 본

다. 즉, 예문(126a)는 논리적 원칙에 따라 현실세계에 메리가 집에 있어도 존이 

갈 수 있다는 상황을 허용하지만, ‘if’의 화용적인 추론(pragmatic inference)에 

의하면 청자는 이 문장을 통해 메리가 가는 것이 존이 가게 하는 이유이자 조

건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약 메리가 가는 것이 발생하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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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야기할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조건문을 사용할 때 

종속절과 주절의 인과관계를 중심에 두고 동작이나 상태의 실현을 나타낸다. 

Dancygier(1998:92)는 내용조건문의 구문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

다. 논리학의 분석 방식에 따라 조건문의 종속절을 p로 표시하고 주절을 q로 

표시하면, 내용조건문의 의미는 ‘p는 q를 야기할 것이다(P will cause q)’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중국어 조건문과 ‘会’의 사용 상황을 분석해 보자.

(137) a. 如果不注意保护，它们的数量还会不断减少。
보호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b. 第28条第3款规定了具体行政行为只要违反法定程序就会被撤销。
제28조제3항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 철회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c. 像现在这样的情况，不及时手术的话，会导致失明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때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하게 된다.

다른 요인이나 이유로 인해 예문(137a), (137b), (137c)의 주절에 묘사하는 

사건 ‘不断减少’, ‘被撤销’, ‘导致失明’ 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조건관계를 통

해 주로 종속절인 ‘不注意保护’, ‘违反法定程序’, ‘不及时手术’가 발생하면 주절

에 묘사하는 사건의 발생을 야기할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문의 주절에서 

‘会’는 모두 출현할 수 있다.48) 만약 ‘会’를 사용했으면 다시 생략할 수 없다. 

따라서 (1377a), (137b), (137c)에 있는 ‘会’를 삭제한 후의 예문(138a), (138b), 

(138c)는 모두 비문이다.

(138) a.*如果不注意保护，它们的数量还不断减少。
b.*第28条第3款规定了具体行政行为只要违反法定程序就被撤销。
c.*像现在这样的情况，不及时手术的话，导致失明的。

48) 조건문의 ‘会’의 사용조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会’는 출

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식조건문에서 ‘会’가 절대 출현할 수 없는 상황과는 확실히 

대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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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에서 분석했듯이, 종속절은 현실세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의 강도에 따

라 일부 언어에서 종속절과 주절은 이와 대응하는 형식으로 달리 표현하며, 과

거에 발생한 상황을 반사실적으로 묘사할 때는 또 다른 형식을 취한다. 다음 

영어 예문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39) a. If it rains, the match will be cancelled.

비가 오면 경기가 취소될 것이다.

b. If it rained, the match would be cancelled.

비가 온다면 경기가 취소될 것이다.

c. If it had rained, the match would have been cancelled.

비가 왔더라면 경기가 취소되었을 것이다.

(140) 要是下雨比赛就会被取消。

영어 예문(139a), (139b), (139c)는 중국어로 표현할 때 모두 (140)이다. 영어

의 종속절에서 나타내는 명제의 진리값은 중국어에서는 문맥이나 다른 문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조건문은 

종속절이 나타내는 조건의 성질에 따라 주절이 변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으며, 

내용조건문의 주절에 출현하는 것은 항상 ‘会’이다.

이 외에 앞의 유형론적인 분석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언어에서 내용조건

문은 종속절과 주절이 같은 형식을 취하는 표현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앞뒷절은 모두 일반 현재시제의 형태이다. 이때 이러한 문장은 자연현상의 규

칙이나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141) a. If ice melts, it becomes water.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b. You get water if you mix hydrogen and oxygen.

수소와 산소를 섞으면 물이 나온다.

c. If people eat too much, they get fat.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 211 -

(142) a. 如果冰融化(*会)变成水。
b. 如果把氢和氧混合(*会)得到水。
c. 要是吃得太多(*会)变胖。

예문(141a), (141b), (141c)는 주절의 ‘will’이 출현하지 않아도 모두 성립하지

만, 이와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142a), (142b), (142c)에서는 ‘会’를 생략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종속절이 조건으로 인식되면 주절에는 반드시 ‘会’

가 출현해야 한다. 즉, 종속절과 주절의 인과관계는 자연의 규칙으로 인해 형성

되는 것이라도 중국어는 여전히 조건과 결과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건

문 종속절이 나타내는 명제의 성질,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의 항시성은 모두 

‘会’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조건문의 조건은 화자나 청자에게 단언되

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는 야기되어지는 결과를 묘사할 때 반드시 ‘会’를 사용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각도에서 내용조건문의 사용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조건문의 종속절은 항상 주절의 사건이나 상태가 발생하는 시간 이전에 존재해

야 한다. 내용조건문의 구문 의미인 ‘p는 q를 야기할 것이다’도 이러한 시간적

인 특징이 함축되어 있다.

5.4.2.3 인식조건문에 대한 분석

내용조건문은 인류가 현실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라고 하면, 인식조건문

(epistemic conditionals)은 현실세계의 상황을 인식세계에서 재가공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Sweetser(1990:116)에 따르면, 인식조건문은 종속절이 묘사하

는 가정적인 전제가 화자에게 진실로 인식하게 되면 주절이 묘사하는 명제를 

결론으로 지을 수 있고, 종속절은 주절의 충분조건인 문장이다. 앞에서 제시한 

예를 통해 분석해 보자.

(126) b. If John went to that party, he was trying to infuriate Miriam.

(136) b. 要是约翰去了那个派对，(那么)他想激怒米利亚姆。
만약 존이 그 파티에 갔다면, 그는 미리암을 격분시키려고 한 것이다.



- 212 -

예문(126b)에서 만약 존이 그 파티에 갔다는 것이 사실이면, 화자나 청자는 

존이 미리암을 격분시키려고 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존이 갔다는 사실은 

미리암을 격분시키려고 했다는 결론을 짓기 위해 필요한 충분조건이다. 내용조

건문과 달리 이러한 조건문은 종속절이 묘사하는 사건이 주절이 묘사하는 사건

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없다. 즉, 예문(126b)는 존이 파티에 갔다는 것

이 미리암을 격분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야기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점

은 Dancygier(1993)에서 제시한 다른 예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143) a. If the leaves wither in a day or two, you added too much fertilizer.

b. If she is in the lobby, the plane arrived early.

(144) a. 如果叶子在一两天内枯萎，(那么)你加了太多肥料。
잎이 하루 이틀 사이에 시들면 비료를 너무 많이 넣었을 것이다.

b. 如果她在大厅，(那么)飞机早到了。
그녀가 로비에 있다면 비행기는 일찍 도착했을 것이다.

예문(143a)에서 잎이 시들어 버리는 사건은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러한 사건이 사실이 되면 이를 통해 비료를 많이 넣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내용조건문의 구문 의미 ‘p는 q를 야기할 것이다’에 따르면, 이 문장은 

잎이 시들어 버리는 것은 비료를 많이 넣는 것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

내야 한다. 그러나 문장의 종속절의 동사는 현재형식이고 주절의 동사는 과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취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종속절과 주

절의 관계가 조건문의 특징을 부합하지 못한다. 즉, 종속절과 주절이 전형적인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장은 여전히 조건문의 형

태를 취하는가? Sweetser(1998:117)는 인식조건문의 절들의 관계도 인과관계로 

보고 있으며, 이는 단지 현실세계의 내용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인식영역의 인

식적인 인과관계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식조건문은 현실세계의 조건

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인식세계의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나타내며, 

어떤 전제가 존재하면 특정한 결론을 지을 결과를 야기한다. 이와 유사하게 

Dancygier(1993:92)는 인식조건문의 구문 의미를 ‘나는 p로부터 q를 추론한다

(I infer q from p)’로 개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문(143a)를 해석하면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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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들어 버리는 상황으로부터 비료를 너무 많이 넣었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예문(143b)는 그녀가 로비에 있다는 상황이 있으면 비행기는 

일찍 도착했다는 추론을 짓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식조건문은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을 통해 내용조건문에서 

오는 것이다. 현실세계의 조건과 결과는 각각 인식세계의 전제와 결론으로 사

상되어,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도 현실세계의 사건 간의 인과관계에서 인식세계

의 명제 간의 인식적인 인과관계로 사상된다. 인식조건문은 내용조건문과 같이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인식적인 가공을 통해 인식

세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조건문과 내용조건문은 모두 ‘if’ 

표지를 사용하여 광의의 조건/인과 관계를 나타내지만, 세부적으로는 양자의 

사용규칙에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내용조건문일 때 종속절과 주절의 동

사의 시제, 상이나 서법의 변화가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지만, 예문(143a)와 

(143b)가 보여주듯이 인식조건문은 이러한 변화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종속절

의 동사는 일반현재시제 형태이지만 주절에서 ‘will’이나 ‘would’는 출현하지 

않고 과거시제의 형태를 띤다. 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인 예문(144a)와 

(144b)에서도 ‘会’를 찾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문장에서 ‘会’를 다시 삽입하면 

다음 예문(145a)와 (145b)가 되는데, 이 두 문장은 중국어에서 모두 비문이다. 

(145) a.*如果叶子在一两天内枯萎，(那)你会加了太多肥料。
b.*如果她在大厅，(那么)飞机会早到了。

(146) a. 如果叶子在一两天内枯萎，你会加太多肥料。
잎이 하루 이틀 사이에 시들면 네가 너무 많은 비료를 넣을 거야.

b. 如果她在大厅，飞机会早到。
만약 그녀가 로비에 있다면 비행기는 일찍 도착할 것이다.

일부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예문(145a)와 (145b)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了’의 사용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문장의 ‘了’를 삭제하고 다시 

‘会’를 삽입해 볼 수 있다. 이는 비문이 아닌 예문(146a)와 (146b)이다. 두 문장

은 성립하지만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며, 다시 내용조건문으로 

해석하게 된다. 즉, 종속절은 조건이고 주절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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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분석을 통해 인식조건문은 내용조건문과 완전히 반대로 되는 양상을 발

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용조건문에서 ‘会’는 출현할 수 있고, 출현하게 되

면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 된다. 그러나 인식조건문에서는 ‘会’가 절대 출현할 

수 없다. 왜 이러한 사용 현상이 있는가? 이에 대해 다음절 ‘会’의 역할 분석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5.4.2.4 화용조건문에 대한 분석

화용영역에서 사용되는 조건문은 화용조건문(speech-act conditionals)이라

고 한다. Auwera(1986)와 Sweetser(1990:118)는 전형적인 화용조건문은 주절

에서 묘사하는 화용적 행위의 실행이 종속절에서 나타내는 상태의 실현에 의해 

결정되는 문장이라고 본다. 즉, 종속절에서 먼저 일정한 사태를 제시하고, 그러

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주절에서 제시된 행위를 실행할 것을 나타내는 조건문

이다. 종속절은 조건이고 주절은 참여자가 실행할 행위이며, 종속절이 나타내는 

일정한 조건은 해당 행위를 야기할 것이다. 화용조건문은 내용조건문, 인식조건

문과의 차이가 현실세계나 인식세계에 대한 묘사나 인식이 아니라 문장을 통해 

일정한 명령, 청유 등의 화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화용조건문은 일종의 발

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이다. 앞에서 제시한 예를 자세히 보자.

(126) c. If it’s not rude to ask, what made you decide to leave IBM?

(136) c. 要是问起来不失礼的话，是什么让你决定离开IBM公司的呢？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IBM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예문(126c)는 영어의 비교적 고정된 공손한 용법이다. 일정한 화용적 추론 하

지 않으면 앞뒷절은 관련이 없는 문장이 된다. 이 조건문은 그 상황에서 실례

가 안 되면 화자가 주절인 부분을 질문으로 제시하고 싶은 내용을 나타낸다.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if’를 통해 청자의 양해를 먼저 구하는 표현은 더 

완곡한 방식이다. 조건문에서는 종속절이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

에 주절은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화자가 주절의 행위의 실행 여부는 청

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청자가 종속절이 참이라고 받아들일 때만 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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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를 실행할 것이다. 화용조건문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화자가 얻고 싶

은 화용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많은 언어에서 존재하며, 중국어도 예

외가 아니다.

화용조건문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비교적 다양하고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가 매우 느슨한 용례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weetser 

(1990:119)는 Austin (1961)에서 제시한 예문(147a)와 같은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47) a.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if you want them.

만약 당신이 배고프다면 선반에 과자가 있다.49)

b. 柜子里有吃的，要是你饿了的话。

원래 문장에서 과자가 선반에 있다는 사실은 청자가 배고픈 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은 내용조건문이나 인식조건문으로 해석하는 가

능성이 배제되어, 주절은 화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반

에 과자가 있다는 것은 화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석을 유추하면 바로 화

자가 청자에게 그 과자를 권하는 것이다. 즉, 화자는 청자가 지금 배가 고픈지

는 모르고 있고, 만약에 청자가 그런 상태이면 청자에게 과자를 제공하고자 하

는 의미이다. 따라서 화용조건문은 자주 일정한 화용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

다. 다음 중국어 용례들을 보자.

(148) a. 要是你喜欢这个娃娃，就拿着吧。
이 인형이 마음에 들면 가져.

b. 你喜欢这个娃娃，拿着吧。
이 인형이 마음에 드니 가져.

49) 예문(147a)에서 ‘if you want them’을 한국어로 해석할 때 직역하면 ‘만약 당신이 그

것들을 원한다면 선반에 과자가 있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표현은 비교적 어

색하기 때문에 Sweetser(1990:119)의 해석 방식에 따라 번역하였다. 중국어 예문(147b)
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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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a. 如果你还记得的话，那年我们只有九岁。 彭振川(2009)

만약 당신이 기억한다면, 그 해에 우리는 겨우 9살이었어요.

b. 我告诉你，那年我们只有九岁。
내가 너에게 말하건대, 그 해에 우리는 겨우 9살이었어.

예문(148a)가 사용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화자는 청자가 지금 어떤 인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한 이후이며, (148b)와 같이 직접적으

로 청자가 그 인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게 준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화자 자

신이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 확연히 완곡적이다. 인형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내용이 된다. 예문(149a)에서 그 해

에 두 사람이 9살이라는 사실은 상대방의 기억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는 목적

이면 (149b)보다 (149a)는 더 완곡한 표현이다. 종속절은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

다는 가능성도 함축되어 있으며, 종속절이 참이면 주절은 반드시 참이 되기 때

문에 화자는 청자에게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다고 믿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사용은 Dancygier(1998:92)에서 화용조건문의 구문의미 ‘나는 p를 믿고 

이를 바탕으로 q를 전달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도 p를 믿는지는 확신이 없

다.50)’와 일치한다.

화용조건문에서 ‘会’의 출현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会’가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어의 주절에서 ‘will’이 출현하는 것과 같이 중국어에서도 주

절에서 ‘会’는 대응하여 출현한다. 이때 주절의 주어, 즉 행위의 실행자는 화자 

자신이며, ‘会’는 행위자의 의도(intention)를 나타낸다. 다음 예를 분석해 보자.

(150) a. I’ll help with the dishes, if it’s all right with you. Dancygier(1998:93)

괜찮다면 설거지는 내가 도와줄게.

b. I’ll open the window, if you don’t mind. Dancygier(1998:93)

괜찮으시다면 창문을 열겠습니다.

50) Dancygier(1998:92): “I believe p and I communicate q on this ground. I admit that I’m 
not certain if you believ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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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a. 要是你没什么问题的话，我会/∅帮你洗碗。
b. 要是你不介意的话，我会/?∅打开窗户。
c. 如果你想冒险，我会/∅支持你。

당신이 모험을 하고 싶다면 나는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문들은 모두 화자가 어떤 행위를 실행할 것이라고 서술한 내용이

다. 주절의 주어가 화자이기 때문에 ‘will’이나 ‘会’는 판단이나 추측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주어의 의도 혹은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will’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중국어에서는 ‘会’는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화용조건문에 출현하는 ‘会’의 의미

는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화용적인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문

(151a)와 (151b)는 화자가 간접적으로 공손하게 자신의 행위를 알리고 있거나 

권유하는 상황이고 의지의 의미만 나타낸다. 반면 예문(151c)는 공손한 표현이 

아니고,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면서 청자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会’는 승낙의 화용적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상황은 ‘会’가 주절에서 출현할 수 없는 경우이다. 주절의 주어가 화

자와 동일하지 않거나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성분이 존재하면 ‘会’는 출

현하지 않는다. 

(136) c. 要是问起来不失礼的话，(*会)是什么让你决定离开IBM公司的呢？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IBM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148) a. 要是你喜欢这个娃娃，就(*会)拿着吧。
이 인형이 마음에 들면 가져.

(152) a. 如果你不介意的话，我(*会)想向您请教一个私人问题。 彭振川(2009)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인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b. 如果没事的话，我(*会)要上楼了。
일이 없으면 위층에 올라갈게.

앞에서 분석한 예문(136c)와 (148a)의 주어는 모두 화자가 아니고, ‘会’가 출

현하면 당연히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수 없다. 예문(152a)와 (152b)의 주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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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이지만, ‘想’과 ‘要’와 같은 의지의 의미로 분석될 수 있는 성분이 출현하기 

때문에 다시 ‘会’를 삽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용조건문, 인식조건문 및 화용조건문 외에 최근 연구에서 특수

한 화용적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유형의 조건문도 재분류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문에서는 ‘会’가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투지 

않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Athanasiadou & Dirven(2000) 등을 참조할 수 있

다.51)

5.4.3 상대미래시제 표지 ‘会’의 역할 및 사용조건

5.4.3.1 ‘会’의 역할 분석

앞에서 각 유형의 조건문에서 ‘会’의 출현 상황을 검토하였다. 종합해 보면, 

문장의 주절에서 ‘会’는 내용조건문에서는 자주 출현하고, 인식조건문에서는 출

현할 수 없고, 화용조건문의 일부에서는 출현할 수 있다. 화용조건문에서의 ‘会’

는 비교적 단순하다. 즉, 주절의 주어가 화자이고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타 

성분이 없을 때, ‘会’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면 ‘会’는 내용조건문에서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인식조건문에서는 

왜 출현할 수 없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

여 분석해 보자.

우선, 중국어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부분 조건문의 ‘会’는 화자의 추측이

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문장에서 ‘会’가 생략될 수 

51)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문의 종속절에서 두 사물을 은유적 투사를 통해 관계를 

맺었는데 같은 방식에 따라 주절에서 다른 사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앞절의 은

유적 투사를 인정하면 뒷절의 은유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조건문의 형태를 통해 

표현하게 된다. Dancygier & Sweetser(2005:132)는 이러한 조건문을 메타은유조건문

(meta-metaphorical conditionals)이라고 하기도 한다. 
a. If public transit is the lifeblood of a dynamic city, Vancouver’s in a coma.

대중교통이 역동적인 도시의 생명줄이라면 벤쿠버는 혼수상태이다.
b. 如果说小提琴是音色最美的乐器，那么希腊语就是人类思想的小提琴。

바이올린이 음색이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면 그리스어는 인간사상의 바이올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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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도 다른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앞의 유형론적 연구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 제시한 시제, 서법과 비현실의 방법

을 통해 조건문을 구성하는 예문들을 다시 검토해 보자.

(122) a. If it rains tomorrow, the match will be cancelled. 

내일 비가 오면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b. If it rained tomorrow, the match would be cancelled.

내일 비가 온다면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비가 안 온다.)

(123) Si hoc facias,                 erres Palmer(2001:210)

If this do+2SG+PRES+SUBJ  err+2SG+PRES+SUBJ

(If you did this, you would be wrong.)

이렇게 하면 틀릴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124) ʔáti   téʔe-o     ŋa-pára-ra         Bogiá n-láʔa Palmer(2001:178) 

boat  one-3SG   IRR-arrive-assume   Bogia 1SG+IRR

(If a boat should come, I would go to Bogia. /

If a boat had come, I should have gone to Bogia.)

배가 온다면 보기아로 갈 것이다. / 배가 왔다면 보기아로 갔을 것이다.

(153) a. 要是明天下雨，比赛(*会)被取消。
b. 要是你这么做，你(*会)犯错。
c. 如果有船来，我(*会)去博加的。

영어 예문(122a), (122b)에서 종속절은 ‘if’를 통해 조건을 제시하며 주절에서 

‘will/would’를 통해 그러한 조건하에 발생할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장의 

조동사 ‘will/would’의 성질에 대한 언급은 많이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어 

조건문의 앞뒷절에서 명제의 진리값에 따라 동사는 체계적인 시제와 상의 조합 

방식이 있으며, 자연규칙이나 반복적으로 출현한 상황이 아니면, ‘will’나 

‘would’는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성분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혹 

Swan(2005:213)과 같이 ‘will/would’는 조건문을 나타내는 조건법(conditional 

mood)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따라서 특별히 ‘will’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추

측의 용법으로 보는 학자는 없다. 다음 예문(123)은 라틴어의 조건문이다. 라틴

어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이 모두 동사의 굴절형태, 즉 서상법을 통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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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국어 조건문 주절의 ‘会’가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나 판단의 의미를 나타

낸다고 분석하면, 라틴어에서도 가능성의 의미와 대응하는 성분이 존재해야한

다. 그렇지 않으면 서상법은 추측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예문(123)에서 

그러한 성분을 찾을 수 없고,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서상법의 용법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예문(124)는 호주 원주민 언어 Manam에서 조건문의 

일반적인 표현방식이다. 이는 라틴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절에서 

가능성에 대한 판단 혹은 추측과 연관된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라틴어의 서상법과 대응하는 표현은 비현실의 표지이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조건문을 시제, 서상법 및 비현실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에서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52) 예문(122)-(124)와 같

은 상황을 묘사하는 중국어 문장(153a), (153b), (153c)는 모두 ‘会’가 출현하고 

생략될 수 없다. 그러면 ‘会’는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영어와 같

은 조건법, 라틴어와 같은 서상법 혹은 Manam과 같은 비현실 표지의 용법으

로 봐야 하는가?

Dancygier(1993), Dancygier & Sweetser(2005) 등은 조건문을 크게 두 종

류로 분류하고 토론하였다. 그들은 앞뒷절 동사의 형태, 종속절의 명제에 대한 

태도 및 앞뒷절의 관계에 의거하여, 예측조건문(predictive conditionals)과 비

예측조건문(non-predictive conditionals)으로 조건문을 나누었다. Dancygier 

(1998:92)는 다음과 예문을 통해 예측조건문과 비예측조건문을 대조 분석하였

다.

(154) a. If they arrived at 11:00, they had left at 9:00. 

만약 그들이 11시에 도착했다면, 그들은 9시에 출발했을 것이다.

b. If they leave at 9:00, they will arrive at 11:00.

그들이 9시에 출발하면 11시에 도착할 것이다.

예문(154a)는 비예측조건문이고 (154b)는 예측조건문이다. 후자는 출발한 다

음 도착할 시간에 대한 예측을 나타낸다. 전자는 도착한 시간을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출발한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측조건문은 현실

52) 그러한 성분의 출현은 허용하지만 중국어의 ‘会’와 달리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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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상황을 도상화한 결과이며, 현실세계를 묘사하는 예측조건문은 시간순

서성(sequentiality) 및 인과관계성(causality)의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반

면 비예측조건문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간순서나 인과관계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예문(154b) 주절에 있는 ‘will’은 예측의 의미

를 나타낸다. 사실 이러한 논의에서 ‘would’가 누락되었다. 다음 예문(154c)와 

같은 문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would’는 과거시간에서 그것에 비

해 상대적으로 미래가 되는 상황을 예측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대조가 

보여주는 차이는 중국어에서도 비슷하다. 다음 예문(155)를 보자.

(154) c. If they had left at 9:00, they would have arrived at 11:00.

만약 그들이 9시에 출발했다면 11시에 도착했을 것이다.

(155) a. 要是他们11点到了，那他们∅9点出发的。
a’.*要是他们11点到了，那他们会9点出发的。
b. 要是他们9点出发，他们会11点到。

비예측조건문인 (154a)와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155a)에서 ‘会’는 출현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예측조건문 (154b), (154c)와 대응하는 표현은 중국어에서는 

(155b) 뿐이고, ‘会’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중국어에서의 ‘会’는 과거 시간의 예

측과 진정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중국어 조건문의 주절에서 출현하는 ‘会’는 예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측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가? ‘会’를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해석의 합리성

을 검토해 보자.

첫째, 예문(154)와 (155)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측조건문은 사실상 앞에

서 언급한 내용조건문이고, 비예측조건문은 주로 인식조건문에 해당한다. 예측

조건문 즉 내용조건문은 현실세계에 대한 묘사이지만, 비예측조건문 즉 인식조

건문은 인식세계를 반영하는 사용이다. 후자는 전형적인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이나 사고를 나타낸다. ‘会’가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면 후자에서 

출현할 수 없는 현상과 모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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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a. If Greg read chapter IV, he understands Verner’s law.53)

그렉이 제4장을 읽었으면 베너의 법칙을 알고 있다.

b. If Greg reads chapter IV, he will understand Verner’s Law.

그렉이 제4장을 읽으면 베너의 법칙을 알게 될 것이다.

(157) a. 要是格雷格读了第四章，那么他∅懂维尔纳定律。
b. 要是格雷格读了第四章，那么他会懂维尔纳定律。
c. 要是格雷格读了第四章，那么他一定/可能懂维尔纳定律。

그렉이 제4장을 읽었으면 베너의 법칙을 틀림없이/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예문(156a)는 Dancygier(1993)에서 비예측조건문을 설명할 때 제시한 예이

다. 이 문장은 그렉이 제4장을 이미 읽었으면 화자는 그가 베너의 법칙을 알고 

있다는 상황을 추측한 것이다. 따라서 책의 제4장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미

리 베너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예문

(156b)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고, 그렉이 제4장을 읽는 행위를 하

면 베너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들

과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157a), (157b)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된다. ‘会’가 가능

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一定’이나 ‘可能’과 같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을 삽입한 예문(157c)와 같은 해석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예문(157b)는 제

4장을 읽은 후에 베너의 법칙을 알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157a)와 (157c)

는 제4장을 읽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전에 베너의 법칙을 이미 알고 있다는 상

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분석의 시간적 순서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读了第四章  懂维尔纳定律

                    会

<도식 5-9> 예문(157a)와 (157c)의 시간순서
 

读了第四章  懂维尔纳定律

                 Ø/一定/可能

<도식 5-10> 예문(157b)의 시간순서

53) 베너의 법칙은 언어학자 베너가 발견한 원시 게르만어에서 일어난 음성적인 변화의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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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57a)와 (157c)가 묘사하는 상황의 시간 선후관계는 ‘读了第四章’은 후

이고, ‘懂维尔纳定律’는 전이다. 반면 예문(157b)가 나타내는 상황의 시간순서는 

‘读了第四章’은 전이고, ‘懂维尔纳定律’는 후이다. 예문(157c)와 같이 인식조건문

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성분을 삽입한 결과는 단지 가능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会’는 그렇지 않다. ‘会’를 삽입한 

예문(157b)는 (157a), (157c)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会’가 

이끈 내용인 ‘懂维尔纳定律’는 ‘读了第四章’의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会’는 ‘一定’, ‘可能’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성

분과 달리 미래의 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들도 ‘会’를 통해 다른 해석 방식을 얻게 된다.

(158) a. If Mary is late, she (definitly/possiblely) went to the dentist.

메리가 늦으면 (틀림없이/아마도) 치과에 갔을 것이다.

b. If Mary is late, she will go to the dentist.

메리가 늦으면, 치과에 갈 것이다.

(159) a. 要是玛丽迟到了，她(一定/可能)去了牙医那儿。
b. 要是玛丽迟到，她会去牙医那儿。
c. 要是玛丽迟到，她一定/可能会去牙医那儿。

메리가 늦으면, 치과에 틀림없이/아마도 갈 것이다.

예문(158a)와 (159a)는 메리가 늦는 이유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며, 화자는 메

리가 치과에 갔기 때문에 늦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메리는 먼저 

치과에 갔다가 지각하게 되는 상황을 화자의 인식세계에서 인식하게 된다. 이

에 비해 예문(158b)와 (159b)는 메리가 늦으면 치과에 갈 결정을 한 것을 나타

낸다. 늦는 상황이 먼저 발생한 다음에 치과에 가는 행위를 실행한 것이다. 예

문(159a)에서 (159b)의 해석으로 변화시키는 성분은 바로 ‘会’이다. ‘会’는 사건

이나 상태를 미래의 시간에 발생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

나는 것이다. 이 외에 예문(159c)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一定’이

나 ‘可能’도 출현할 수 있으며, 미래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

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会’는 단지 사건이나 상태가 미래에 출현하는 것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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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미래시제의 표지로 볼 수 있다. 미래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주로 ‘一

定’이나 ‘可能’과 같은 부사를 통해 표현해야 한다.

둘째, 유형론적 각도에서 보면 내용조건문, 즉 예측조건문의 주절은 미래시제

에 해당하는 성분이나 미래시제로부터 유래된 성분을 통해 표시하는 언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일부 언어의 조건문을 검토해 보자.

(160) Wenn ich an deiner Stelle wäre, ich würde  ihn verklagen.

Konig & Auwera(1988)

if    I   at  your  place were,  I  would  him sue.

If I were in your position, I would sue him.  

내가 네 입장이라면 그를 고소할 거야.

(161) a. Si hoc facias,                 erres Mulder(2010)

If this do+2SG+PRES+SUBJ  err+2SG+PRES+SUBJ

If you did this, you would be wrong.

이렇게 하면 틀릴 것이다.

b. Qu’  on   me permette   de sortir,  et  je  serai   heureux.

that they me allow.SUBJ to go_out, and I  be.FUT happy.

If they allow me to go out, I will be happy.

그들이 내가 외출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162) a. John k-a-cha       inú   ngé-kora     machalári.

John if-SUBJ-come today I-cook(FUT) bananas. 

Thompson, Longacre & Hwang(2007)

If John came today, I would cook bananas.

존이 오늘 왔다면 나는 바나나를 요리했을 것이다.

b. Koróya John na-icha      inú   ngé-kora     machalári.

if      John SUBJ-come today  I-cook(FUT) bananas.

If John comes today, I will cook bananas. 

존이 오늘 온다면 나는 바나나를 요리할 것이다.

예문(160)는 네덜란드어의 조건문이다. 네덜란드어는 영어와 같이 게르만어파

(Germanic)에 속하는데, 조건문일 때 어순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절의 동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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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표현 방식과 같이 미래시제의 표지를 사용한다. 예문(161a)는 앞에서 제

시한 라틴어인 예문(123)이고, 주절의 동사는 서상법의 굴절형태를 취한다. 그

러나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서상법의 용법은 사실상 미래시제의 용법에

서 유래되는 것이다.54) 라틴어에서 발전해 온 불어의 조건문은 예문(161b)와 

같이 서상법에서 미래시제의 형태로 변했다. 라틴어와 불어는 로망스어파

(Romance)에 속한다. 예문(162a)와 (162b)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사용하는 차가

어(Chagga)의 조건문이다. 이 언어는 중국어와 똑같이 종속절이 나타내는 명제

의 진리값이 달라져도 주절에서 같은 형태를 취한다. 차가어의 이러한 주절의 

동사의 굴절형태는 미래시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예문들을 통해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많은 언어들의 예측조건문은 

모두 미래시제와 관련된 성분으로 표현하는 현상이 비교적 보편적인 상황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측조건문은 원래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나

중에 어떤 결과가 출현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시제는 이러한 시

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형론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어 조건문의 주절에서 사용되는 ‘会’도 미래시제의 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会’가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구비한다고 보는 것은 문법화 각도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Bybee et al.(1994:280)은 각종 언어에서 미래

를 나타내는 문법소들(future grams)의 문법화 경로를 고찰하여, 미래 문법소의 

핵심 기능은 의지(intention)와 예측(prediction)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Dancygier(1993), Dancygier & Sweetser(2005) 등

은 예측조건문에서 주절이 예측된 내용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영어의 

‘will/would’와 중국어의 ‘会’가 그러한 예측을 나타내는 성분으로서 미래 문법

소로 봐도 무리가 없다. 다만 Bybee et al.(1994:280)은 미래시제는 시제 범주

보다 행위자지향 양태나 인식양태와 더 가깝고, 단지 시간적 함축의미만 지니

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기존의 중국어에 관한 연구는 모두 ‘会’가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속절에서 출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코퍼스를 통해 고찰하

54) Palmer(2001:105)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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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반대로 종속절에서 ‘会’

가 출현하는 현상은 ‘会’가 미래시제의 용법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방증할 수 있다.

闵星雅(2007)는 ‘会’와 ‘能’의 차이 중의 한 가지는 ‘能’은 종속절에서 출현할 

수 있는 반면 ‘会’는 출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鲁晓琨(2004a:151)도 

‘会’는 가정문의 종속절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고 다음과 같은 예문

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163) a.*如果你会把车给我留一个礼拜，我给你五千块。
네가 나에게 차를 일주일 동안 남겨 둔다면 너에게 5천원을 주겠어.

b.*假若这个主意会实现，他算是又拉上了自己的车。
이 생각이 실현된다면 그는 다시 자신의 차를 끄는 셈이다.

鲁晓琨(2004a:151)은 가정문의 종속절은 가정한 상황을 나타내지만 조건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절에게 사실성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

라서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성분인 ‘会’는 사실성을 요구하는 종

속절에서 출현할 수 없으므로 예문(163a)와 (163b)는 모두 비문이다. 그러나 코

퍼스를 검색하면 종속절에서 ‘会’가 출현하는 사용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164) a. 如果银元会溶解的话，您一定不舍得投进硫酸里。
은화가 녹게 된다면, 너는 틀림없이 아까워서 황산에 던지지 않을 거야.

b. 要是我会因此受到迫害，那这个国家，这个民族就没有希望了。
내가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없

을 것이다.

c. 如果这样会让你们身心愉悦，那就做吧！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즐겁게 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d. 他要是会心疼，就不会把她留下了。
그가 만약 마음이 아프게 된다면 그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예문(164)에서 ‘会’는 모두 종속절에 위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나타낸다. 그러

면 왜 ‘会’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예문(163)과 같은 문장에서는 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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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가? 대부분 학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예문(164)는 모두 비문이어야 한다. 따

라서 ‘会’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예문(163)과 

(164)는 반드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会’의 출현을 허용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내는 것이다. 앞의 조건문의 분류방식에 따라 양자의 종속절과 주

절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문(163)은 내용조건문에 해당하고 예문(164)는 인식조

건문이나 화용조건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예문(163a)에서 차를 남겨 두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돈을 줄 것을 야기할 것이며, 종속절의 상황이 우선 실

현되고 주절의 상황이 그 다음에 발생할 것이다. 반면 예문(164a)에서 은화가 

녹게 될 상황이 은화를 황산에 던지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종속절의 

상황은 결과이고 결과로부터 반대로 추론하는 것이다. ‘会’를 미래시제의 용법

으로 분석하면, 종속절이 묘사하는 상황이 주절의 상황보다 일찍 발생할 때 

‘会’는 종속절이 아니라 주절에서만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예문(163)조의 문

장들은 모두 비문이다. 그러나 인식조건문과 화용조건문은 종속절의 상황시간

을 기준으로 삼고 주절의 상황시간이 상대적으로 미래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会’가 종속절에서 출현할 수도 있으며, 예문(164)조의 문장들이 

모두 성립한다. 

이상으로 유형론, 문법화 등의 각도에서 조건문의 ‘会’가 미래시제의 표지라

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会’는 일반적으로 종속절이 묘사하는 사건이나 상

태가 출현한 후의 시간을 지시하기 때문에 상대시제에 해당한다. 

Comrie(1985:36,56)는 시제를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로 나누었다. 절대시제는 화

자가 발화하는 시간, 즉 발화시(speech time)를 기준으로 삼고 사건이 발생하

는 시간, 즉 사건시(event time)를 시간축에서 확정하는 방식이다. 상대시제는 

문맥에서 제시되는 다른 참조 시간, 즉 참조시(reference time)를 통해 사건시

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절대시제인 단순미래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사건시는 이보다 늦은 상황이지만, 상대시제인 

상대미래는 발화하는 시간과 관련이 없고 사건이 참조시보다 늦게 발생하는 상

황이다. 단순미래와 상대미래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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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시    사건시

<도식 5-11> 단순미래시제  
참조시     사건시

<도식 5-12> 상대미래시제

본장 앞에서 분석한 단문에서 출현하는 ‘会’는 단순미래이고 <도식 5-11>에 

해당하며, 조건문에서 출현하는 ‘会’는 상대미래이고 <도식 5-12>에 해당한다. 

단순미래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와 달리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현실의 성질을 지닌다. 상대미래의 비현실의 속성은 더 두드러진

다. 왜냐하면 문맥에서 제공하는 참조시는 종속절이 묘사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실현되는 시간이고, 조건문의 종속절은 화자에게 이미 발생한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원래 비현실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른 언어에 비해 중국어 조

건문의 비현실성은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예문을 다시 보자. 

(139) a. If it rains, the match will be cancelled.

b. If it rained, the match would be cancelled.

c. If it had rained, the match would have been cancelled.

(140) 要是下雨比赛就会被取消。

영어에서 예문(139)와 같이 종속절의 동사와 주절의 ‘will’은 상황에 따라 현

재, 과거나 과거 완료 형태를 취하지만, 중국어는 그렇지 않고 한 가지 형태만 

있다. 따라서 중국어는 종속절의 사건이나 상태의 비현실성만 중시하는데 그러

한 상황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는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会’가 출현하는 중국어 조건문은 어떤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면 그 후에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나타내는 복문이다. 조건문의 주절에서 사용하는 ‘会’는 

비현실성이 강한 상대미래시제의 표지이다.

5.4.3.2 ‘会’의 사용조건

조건문에서의 ‘会’의 사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이 미래시간을 지시하

는지 에 달려 있다. 즉, 주절이 나타내는 사건은 종속절이 나타내는 사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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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다음 발생하게 되면 ‘会’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사용에 대한 고찰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会’의 사용 여부는 문장의 일부 성분이나 어떤 특수용법

의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다음 구체적으로 ‘会’의 사용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5.4.3.2.1 ‘会’가 생략 가능한 경우

코퍼스의 조건문에서 ‘会’의 사용상황을 고찰해 보면, 일부 문장에서 ‘会’가 

생략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会’가 생략된 다음에 문장의 전체적인 의

미의 변화가 생기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会’가 사용되면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조건문

에서 주절의 술어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일 때, ‘会’가 출현하지 않

으면 그러한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会’가 출현하

면 종속절이 묘사하는 사건이나 상태로 인해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의

미를 나타낸다. 다음 예를 자세히 보자.

(165) a. 要是你糊涂，那他们也∅糊涂。
네가 얼떨떨하면 그들도 얼떨떨해.

b. 要是你糊涂，那他们也会糊涂。
네가 얼떨떨하면 그들도 얼떨떨할 거야.

(166) a. 如果您是POCKETPC的拥护者，相信您一定∅喜欢这款。
당신이 POCKETPC의 옹호자라면, 분명히 이 모델을 좋아한다고 믿는다.

b. 如果您是POCKETPC的拥护者，相信您一定会喜欢这款。
당신이 POCKETPC의 옹호자라면, 분명히 이 모델을 좋아 할 것이라

고 믿는다.

예문(165a)는 지금 청자가 얼떨떨한 상태이면 그들도 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

라는 추측을 나타낸다. 화자는 청자가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그들이 멍청한 사

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될 것이다. 비록 주절에 가능성 판단을 

나타내는 어휘가 출현하지 않지만 추측의 의미는 문장에 함축되어 있다. 예문

(165b)는 청자가 얼떨떨한 상태이면 그들을 얼떨떨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종속절은 조건이고 주절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 230 -

결과로 봐야 한다. 예문(166a)와 (166b)도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

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 상태인 것에 대한 추측이고, 후자

는 나중에 그 제품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会’의 출현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국어에서는 상태는 시제적인 표

지가 없어도 시간적인 위치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성분이 없으면 문장은 현재로 인식되고, ‘会’가 출현하면 미래의 상태로 해석된

다. 이는 일반동사를 사용할 때의 상황과 대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167) a.?如果您是POCKETPC的拥护者，相信您一定∅选择这款。
b. 如果您是POCKETPC的拥护者，相信您一定会选择这款。

당신이 POCKETPC의 옹호자라면, 분명히 이 모델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예문(166)에서 주절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喜欢’을 대신해 동태성을 

지닌 동사 ‘选择’를 사용하면 예문(167b)는 성립하지만, ‘会’가 출현하지 않은 

예문(167a)는 매우 어색하다. 왜냐하면 동사 ‘选择’는 지금의 상태로 해석할 수 

없고 나중에 행위를 실행하는 의미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문

에서 주절의 술어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이면 ‘会’가 무조건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8) a.*电影海报如果装进相框，∅是不错的装饰品。
b. 电影海报如果装进相框，会是不错的装饰品。

영화 포스터를 액자에 넣으면 꽤 좋은 장식품이 될 것이다.

(169) a.*要是买到了∅很高兴。
b. 要是买到了会很高兴。

만약 산다면 기분이 좋을 거야.

예문(168)과 (169)의 주절에도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형용사이지만, ‘会’가 

출현하지 않은 문장은 모두 비문이다. 예문(168b)는 영화 포스터를 액자에 넣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물건이 장식품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액자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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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예문(169b)의 기분이 좋은 상태도 

사고 싶은 물건을 구하게 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종속절과 주절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이자 의미적으로 인과관계를 구비해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会’는 

반드시 출현한다. 다시 이러한 문장들을 예문(165)와 (166)이 묘사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양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문(165a)와 

(166a)의 종속절과 주절은 시간적 선후관계 없이 화자는 종속절을 전재로 삼고 

이미 존재하는 다른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会’가 없으면 기존에 있

는 상태를 추론하는 해석이고, ‘会’가 출현하면 종속절이 야기하는 상태가 출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会’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시 세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주절의 술어가 평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이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 일정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과 화자가 어떤 상황이 실현되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분석을 얻게 된다. 다음 예를 보자.

(170) a. 如果都是这样的话，中国的汽车工业就∅很危险。
모두 이렇다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위험하다.

b. 如果都是这样的话，中国的汽车工业就会很危险。
모두 이렇다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위험할 것이다.

예문(170a)는 화자가 모두 그러한 상태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전

달하는데, 예문(170b)는 그러한 상태가 자동차 산업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러한 이중 분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은 종속절에 조

건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71) a. 别接近我，接近我∅很危险。
나에게 접근하지마, 접근하는 것은 위험해.

b. 别接近我，接近我会很危险。
나에게 접근하지마, 접근하면 위험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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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a. 任何一个环节的阻碍都∅妨害经济和社会的正常循环。
어느 한 고리의 장애도 경제와 사회의 정상적인 순환을 방해한다.

b. 任何一个环节的阻碍都会妨害经济和社会的正常循环。
어느 한 고리의 장애도 경제와 사회의 정상적인 순환을 방해할 것이다.

중국어의 복문은 다른 언어와 달리 접속사를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

니며, 접속사 없이 축소되는 형태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문(171)과 (172)는 바

로 이러한 축소된 형식인 문장이고, 단문이나 복문으로 모두 분석될 수 있다. 

예문(171a)의 ‘接近我’를 단문의 주어 혹은 화제(topic)로 보면, ‘很危险’은 ‘接

近我’에 대한 평어(comment)이다. 반면 예문(171b)의 ‘接近我’의 앞에 ‘如果’나 

‘要是’와 같은 조건의 의미를 지닌 접속사가 생략되는 복문으로 분석하면, 만약 

‘接近我’가 현실이 되면 ‘很危险’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

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Haiman(1978)에 따르면 서로 연관되지 않은 언어들은 화제 및 조건문의 종속

절은 같은 표지 혹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다.55) 그러나 Comrie(1986)과 

Sweetser(1990:125,126) 등은 조건문의 종속절을 화제로 보는 것은 모든 상황

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어의 조건문은 이러한 현상과 유사하다. 

종속절에서 접속사가 출현하지 않고 주절이 종속절에 대한 평가를 나타낼 때만 

종속절은 화제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Rescher(2007:13)는 성향

(disposition)에 대한 서술은 항상 조건문과 대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 예

문을 제시하였다.

(173) a. Wood is combustible.

나무는 가연성이 있다.

b. If wood is exposed to fire, it will burn.

나무가 불에 노출되면 타버릴 것이다.

(174) a. 木头可燃。
b. 如果木头碰到火会燃烧。

(175) a. Don’t get close. It’s dangerous to get close to me.

55) Sweetser(1990:1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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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on’t get close. If you get close to me, it will be dangerous.

예문(173a)는 나무의 내재적인 속성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조건문의 형식으로 

예문(173b)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속성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도 예문

(174a), (174b)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앞의 중국어 예문

(171)도 영어로 표현할 때 각각 일반 주술관계의 단문과 조건 형식의 복문이 

될 수 있다. 양자가 묘사하는 대상은 차이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서는 같은 문장에서 ‘会’가 출현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176) a. 找到了，文章的展开就会顺利，也∅容易写好。
찾았다면 글의 전개가 잘 되고 잘 쓰일 것이다.

b. 比如，医生在治病用药时，就必须首先明确用药过多会危害性命，用药过
少则∅对病情不起作用这两个节点。
예를 들어,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약물을 너무 많이 쓰면 목숨을 잃

을 수 있고, 적게 쓰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예문(176a)에서 주절의 술어는 ‘顺利’와 ‘容易写好’인데 전자는 ‘会’와 공기하

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이 문장에서는 ‘会’를 모두 삽입하거나 생략하는 것

을 허용하며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예문(176b)에서도 ‘用药过多’와 ‘用药过少’

가 병렬된 성분이지만 ‘会’와의 공기 현상은 다르다. 이는 화제 혹은 조건으로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会’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상황은 조

건문의 주절에서 사건이 반드시 미래시간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부사가 출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부사는 주로 ‘将’, ‘必然’, ‘难免’, ‘势必’ 등이 있다. 앞에

서 언급했듯이 일부 학자들은 이미 ‘将’을 미래시제의 표지라고 보고 있다. 다

만 ‘将’은 부사의 성질이 강하고 ‘会’는 일반 조동사이기 때문에 양자는 공기할 

수 있다. 이는 ‘将会’를 ‘必然会’ 등과 같은 품사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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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a. 如果海湾油田遭到破坏，将∅严重影响世界经济。
b. 如果海湾油田遭到破坏，将会严重影响世界经济。

걸프유전이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8) a. 各种力量的发展一旦改变了原有的力量对比关系，国际政治格局就必然∅发生变化。
b. 各种力量的发展一旦改变了原有的力量对比关系，国际政治格局就必然会
发生变化。
각종 힘의 발전이 기존 힘의 대조관계를 바꾸면 국제정치 구도는 달

라질 수밖에 없다.

c.*各种力量的发展一旦改变了原有的力量对比关系，国际政治格局就一定∅
发生变化。

d. 各种力量的发展一旦改变了原有的力量对比关系，国际政治格局就一定会
发生变化。
각종 힘의 발전이 기존 힘의 대조관계를 바꾸면 국제정치 구도는 틀

림없이 달라질 것이다.

(179) a. 如果只有其中一种研究倾向，心理学研究难免∅走到偏窄的道路上去。
b. 如果只有其中一种研究倾向，心理学研究难免会走到偏窄的道路上去。

이 중 한 가지 연구 경향만 있다면 심리학 연구는 좁은 길을 걷기 마

련이다.

c.*如果只有其中一种研究倾向，心理学研究大概∅走到偏窄的道路上去。
d. 如果只有其中一种研究倾向，心理学研究大概会走到偏窄的道路上去。

이 중 한 가지 연구 경향만 있다면 심리학 연구는 아마도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예문(178)과 (179)에서 사용한 ‘必然’과 ‘难免’은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

단을 나타내는데, 특별한 점은 뒤에 출현하는 사건이나 상태의 시간적인 요구

가 있다. 즉, 그러한 상황은 반드시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56) 이는 가능성 판단

을 나타내는 부사 ‘一定’이나 ‘大概’로 대체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必然’을 사용한 예문(178a)는 ‘会’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一定’을 

사용한 예문(178c)는 ‘会’가 출현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마찬가지로 ‘大概’만 

56) 조건문에서 ‘必然’과 ‘难免’을 통해 나타내는 판단은 조건절이 발생하면 이에 비해 

상대미래의 시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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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예문(179c)도 성립하지 못하며, 반드시 ‘会’를 사용한 (179d)로 표현해야 

한다. 예문(178a)와 (179a)가 성립하지만 (178c)와 (179c)가 비문이 되는 이유

는 ‘一定’이나 ‘大概’ 등은 가능성의 판단만 나타내고 시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시간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부사들과 공기할 때 

‘会’를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会’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비슷한 상황은 종속절을 반복적

으로 출현하는 시간이나 조건으로 이중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이다. 김아영

(2007a)은 이러한 조건문이 무표지 반복 조건문이라고 하며, 다음 예문을 제시

하였다. 

(180) 每逢这种情况，一向温和的陆大夫就∅变了颜色，很严厉地责备器械护士。
(181) a.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면 늘 자상하던 육문정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간호사를 심하게 꾸짖었다.

b.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늘 자상하던 육문정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간호사를 심하게 꾸짖었다.

(182) 每逢这种情况，一向温和的陆大夫就会变了颜色，很严厉地责备器械护士。

예문(180)의 ‘每逢这种情况’을 조건으로 보면 (181a)로 번역하는데, 시간으로 

보면 (181b)로 번역해도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조건문에서 ‘会’의 사용 상

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문장은 ‘会’를 삽입할 수 있고, (181a)

와 대응하는 중국어 조건문 표현은 (182)이다. 왜냐하면 앞절의 내용이 먼저 발

생하고, 뒷절의 상황이 나중에 야기되는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 상대미래를 

지시하는 ‘会’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기 때문이다. 예문(180)과 (182)는 

화자가 현실세계의 어떤 상황을 시간 혹은 조건 이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인

식하여 가공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57) 이러한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민숙(1987)은 한국어 조건문 접속어미인 ‘-으면’의 중심 

의미는 일반 상황을 묘사하는 것58) 외에 자연 법칙이나 습관적 현상의 당연한 

57) 반복적으로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사용은 앞의 제3장에서 토론한 

습관상인 ‘会’의 용법에 해당한다.
58) 즉, 조건절이 일회성을 지니는 조건을 묘사하는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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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음 예문을 보자. 

(183) a. 겨울이 되면, 눈이 온다.

b. 여름 방학이 되면, 수많은 청년 학도들이 농촌으로 봉사 활동을 떠난다.

예문(183a)와 (183b)의 ‘겨울’과 ‘여름 방학’은 전형적인 시간의 의미를 나타

내는 어휘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이것들을 조건으로 인식하고 조건문의 방식으

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의 복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속절과 주절에서 

양자의 관계를 명시하는 성분이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 분석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중국어 문장을 반복적인 시간 혹은 조건으로 간주

할 수 있을 때는 ‘会’를 생략할 수 있으며, 문장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이중 분석 될 수 있는 문장은 단지 일부이고, 또한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 문장에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출현하면, ‘会’는 대부

분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다음절에서 다룬다.

5.4.3.2.2 ‘会’가 출현할 수 없는 경우

앞에서 분석했듯이 조건문 주절에 있는 ‘会’는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절이 묘사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미래에 발생할 것이 아니라면, 

‘会’는 당연히 출현할 수 없다. 화용조건문의 일부 및 인식조건문의 주절은 ‘会’

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184) a. 如果你只看到这一面，看不到那一面，那就∅是片面性。
당신이 이 면만을 보고 그 면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단편성이다.

b. 如果来得及的话，我想∅先去一趟青岛。
늦지 않는다면 먼저 칭다오에 한번 가보고 싶다.

c. 如果说，十年前他参加工作之初还完全没有经验的话，那么现在他的工作
经验就∅丰富多了。
십 년 전만 해도 그가 근무 초기에 경험이 전무했다면 지금 그의 경

험은 훨씬 풍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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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84a)는 吕叔湘(1999:469)이 제시한 ‘如果’의 한 가지 용법의 예이다. 

그는 ‘如果’가 이끄는 앞절이 가정을 나타내고 뒷절이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나타

내는 가장 전형적인 용법 외에, 예문(184a)와 같은 용법도 제시하였다. 즉, 앞

절과 뒷절은 각각 가정한 상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달하는 상황이다. 이 연

구의 논의에서 인식조건문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토론한 조

건문의 분류에 일반적인 내용조건문이 아니라 인식조건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조건문의 주절은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을 나타내지 

않고 화자의 추론을 전달하기 때문에, ‘会’는 출현할 수 없다. 그 다음 예문

(184b)는 화용조건문이고 화자는 지금의 계획을 서술하고 있지만, ‘想’이 미래

에 어떤 행위를 실행하고 싶은 의미를 이미 드러내고 있으므로 ‘会’를 삽입할 

수 없다. 그러나 화자의 계획을 전달하는 ‘想’을 대신해 ‘会’를 사용하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며, 화자가 그러한 행위를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문

(184c)도 吕叔湘(1999:469)에서 제시된 조건문의 한 종류의 특수한 용법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앞절은 일정한 사실이나 판단을 제시함으로서 뒷절을 더욱 부

각시킬 수 있고 대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李晋霞(2009)는 이러한 용

법이 일정한 화용적 환경에서 은유적인 추리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 사실 이러한 문장은 넓은 의미의 인식조건문으로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앞절은 전제이고 뒷절은 화자의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

문과 같은 사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는 여기서 깊이 토론할 필

요가 없다. 그 이유는 문장이 내용조건문일 때, 즉 뒷절은 상대미래에 발생하고 

앞절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인 상황일 때만 ‘会’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머지 분류의 조건문에서는 ‘会’가 모두 출현할 수 없다.

이 외에, 설령 문장이 내용조건문일지라도 상대미래시제의 표지인 ‘会’를 반

드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문장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의 필요에 따라 다른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

적인 것은 내용조건문에서의 동적양태와 의미양태를 나타내는 양태동사를 사용

하면 미래를 지시하는 ‘会’가 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 예를 자세히 분석

해 보자.

(185) a. 如果在10月20日前不能完成选房，会由通州区先行垫付购房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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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까지 집을 고르지 못하면 통저우구가 먼저 주택 구입 대금을 

줄 것이다.

b. 如果在10月20日前不能完成选房，可以/*可以会由通州区先行垫付购房款｡
10월20일까지 집을 고르지 못하면 통저우구가 먼저 주택 구입 대금을 

대신 내줄 수 있다.

c. 如果在10月20日前不能完成选房，得/*得会由通州区先行垫付购房款。
10월20일까지 집을 고르지 못하면 통저우구가 먼저 주택 구입 대금을 

대신 내주어야 한다.

예문(185a)는 주절에 ‘会’가 출현하는 일반 내용조건문이며, ‘会’는 집을 고르

는 것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정부가 돈을 대신 내줄 것이라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만약 화자가 묘사하는 현실 상황이 주절의 일정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

라면, 예문(185b)와 같이 ‘会’를 대신해 ‘可以’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구정부

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는 ‘得’가 출현하는 예문(185c)를 사용할 

것이다. 반면 예문(185b)와 (185c)에서 ‘会’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이는 앞에

서 언급한 절대시제인 ‘会’의 부분에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하다. 동적양태와 의

미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문장 심층구조의 측면에서 미래시제 표지인 ‘会’의 

아래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可以会’와 같은 배열은 성립하지 못한다. 이는 의무

양태와 인식양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인 ‘应该’의 사용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186) a. 要是那样，他应该去。
그렇다면 그는 가야 한다.

b. 要是那样，他应该(会)去。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갈 것이다.

예문(186a)와 (186b)에서 모두 ‘应该’가 출현하지만 양자는 다른 의미로 해석

된 다. 전자는 의무양태의 용법에 해당하고 그 사람이 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 후자는 인식양태로 해석되고 미래에 갈 가능성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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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나타낸다. 양자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원인은 ‘会’의 사용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여기서 ‘会’는 동적양태에 해당하는 능력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

기 때문에,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함으로서 ‘会’의 앞에서 

출현하는 ‘应该’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양태의 용법으로 해석

된다.59)

이는 ‘会’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에서 토론한 상황과도 대조가 된다. 앞에서 

토론했듯이 ‘必然’, ‘难免’ 등은 미래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출현하면 ‘会’를 생략할 수 있다. 조건문 주절에 ‘会’가 출현하면, 다음 (187)과 

같이 문장을 배열할 수 있다.

(187) [인식양태 [미래시제의 ‘会’ [의무양태 [동적양태 [동사]]]]].

따라서 ‘必然’, ‘难免’과 같은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하는 미래의 의미가 함축되

어 있는 어휘와 공기하면 ‘会’를 생략해도 문장이 묘사하는 상황이 미래에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없으면 문맥이 명확

하지 않을 때 ‘会’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다. 또한 의무양태나 동적양태

를 나타내는 성분이 출현하면 이것들의 아래층에 미래시제인 ‘会’는 출현할 수 

없다. 만약 의무양태의 아래층에 ‘会’가 출현하면, 반드시 동적양태에 속하는 능

력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만으로 이해해야 한다.

5.4.3.2.3 ‘会’가 반드시 출현하는 경우

앞에서 분석한 ‘会’가 생략 가능한 경우와 출현할 수 없는 경우 외에 ‘会’가 

항상 출현해야 하는 경우이다. 즉, 조건문은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상대적 미래

에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会’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会’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이러한 

59) 일정한 문맥이 있으면 ‘应该会’ 중의 ‘会’도 능력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要是你是外语专业的学生，你应该会两门以上的外语。

당신이 외국어 전공자라면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应该会’는 의무양태와 능력양태의 조합인지 혹은 인식양태와 미래시제의 배

열인지는 문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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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중국어 

학습자가 ‘会’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누락되

는 오류의 각도에서 ‘会’가 반드시 출현하는 상황을 분류하여 자세히 토론해 보자. 

첫째, 중국어에서 화자가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어휘 수단

은 인식양태에 속하는 조동사와 부사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그러한 어휘

를 사용할 때 ‘会’까지 출현하면, 의미적 잉여가 생겨 당연히 더 이상 필요 없

다고 생각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발

생한 오류이다. 

(188) a.*如果盲目地追求流行歌曲和歌星的话，恐怕∅造成不好的后果。
如果盲目地追求流行歌曲和歌星的话，恐怕会造成不好的后果。
유행가와 가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아마도 나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b.*要是社会常常举行父母和子女一起做事的活动，他们的关系一定∅好起来｡
要是社会常常举行父母和子女一起做事的活动，他们的关系一定会好起来｡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하는 행사가 사회에서 자주 열린다면 그들의 

관계는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사실 앞의 ‘会’가 생략 가능한 경우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이에 대해 이미 언

급하였다. ‘难免’, ‘必然’류의 어휘는 원래 미래시간을 지시하기 때문에 ‘会’는 

이것들과 공기할 때 생략할 수 있지만, 예문(188a)와 (188b)의 ‘恐怕’, ‘一定’을 

통해 그러한 사건이나 상태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会’를 사용하

지 않은 문장은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화자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어휘는 미래에서만 발생할 것을 제시하지 못할 때, ‘会’는 조건문의 주절에서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이러한 어휘는 ‘大概’, ‘可能’, ‘肯定’ 등 다수가 있다. 이

는 또 다른 방면에서 ‘会’가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기능만 하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 어떤 결과가 반드시 출현하는 것을 표현

하고자 할 때도 ‘会’를 자주 누락한다. ‘会’가 주관적인 가능성 판단을 나타내는 

어휘라면, 결과는 화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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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있는 상황일 때, ‘会’는 당연히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자

들이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도 자주 범한다.

(189) a.*韩国已经出台一项规定，在公共场所抽烟∅被罚款。
韩国已经出台一项规定，在公共场所抽烟会被罚款。
한국은 이미 규정을 제정하였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부과된다.

b.*我也喜欢流行歌曲，有的歌感觉不错的话∅一直听。
我也喜欢流行歌曲，有的歌感觉不错的话会一直听。
나도 유행가를 좋아하는데 어떤 노래는 느낌이 좋으면 계속 듣게 된다.

예문(189a)는 한국 정부가 이미 제정한 법률이고,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주관적인 가능을 나타내는 ‘会’가 출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문(189b)는 

화자 자신의 행위를 묘사하는 문장이고, 지금까지 좋은 노래이면 계속 듣게 되

는 상황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주관성이 있는 ‘会’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라 조건문의 ‘会’는 주절에서 일정한 조건의 결과를 나타

내는데, 문장이 조건문이면 주절에 상대적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려면, ‘会’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문(189a)는 만약 흡연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정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내며, (189b)는 좋은 노래

이면 계속 듣게 되는 것을 묘사한다.

이 두 문장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조건절은 이미 실현한 상황

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내용조건문이며 ‘会’는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또한, 

예문(189b)는 제3장에서 토론한 습관상의 용법과 유사하지만, 여기서 ‘的话’는 

조건문의 명확한 표지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봐야 한다. 

반복성은 단지 조건절의 부차적인 특징이다. 조건문이 묘사하는 사건이 반복적

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으면 일부 언어에서는 주절이 특수한 사용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Dancygier & Sweetser(2005:95)는 이는 조건문 중

의 하나의 특수 분류, 즉 총칭성 조건문(generic conditionals)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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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a. If you heat water to 100 degrees, it boils.

b. If you heat water to 100 degrees, it will boil.

물을 100도까지 끓이면 끓는다.

(191) a. He gets angry if I leave the house.

b. He will get angry if I leave the house.

그는 내가 집을 나서면 화를 낸다.

(192) a.*如果把水加热到100度，水∅沸腾。
b. 如果把水加热到100度，水会沸腾。

(193) a.*如果我离开房间，他就∅生气。
b. 如果我离开房间，他就会生气。

예문(190)과 (191)은 Dancygier & Sweetser(2005:95, 100)에서 제시한 영어

의 총칭성 조건문이다. 전형적인 조건문이면 일반적으로 주절에 ‘will’을 사용하

는데, 총칭성 조건문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will’이 없는 표현이 더 일

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문(190)은 자연 법칙이고, 물의 비등점은 

100도라는 것을 조건문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물을 100도까지 끓이

면 끓게 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연 법칙을 묘사할 때 영어는 예문

(190b)보다 (190a)를 선호한다. 예문(191)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현실 상황에 근거하여 항상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영어는 이러한 조건절과 주절이 항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총칭성 조건

문으로 간주하며, 예문(191a)와 같이 ‘will’은 출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

나 영어의 이러한 총칭성 조건문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

문(192b)와 (193b)는 성립하는 반면 ‘会’가 출현하지 않는 (192a)와 (193a)는 

비문이다. 이는 영어는 조건문 일부가 총칭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인식

하여 특별한 형식을 사용하지만, 중국어는 총칭성을 지닌 문장도 여전히 일반

적인 조건문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조건절이 

반복적으로 실현되어도 결과절에60) ‘会’는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60) 결과절은 내용조건문의 주절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식조건문의 주절은 화자의 추

론을 나타내며, 화용조건문의 주절은 일정한 화용적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자의 

주절은 모두 결과가 아니다. 결과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더욱 간략하고 종속절과 

주절 간의 의미관계도 잘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논의의 편이상 결과절이라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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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중국어는 영어와 같은 총칭성 조건문을 다르게 표현하는 언어들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학습자들은 자기 모국어의 표현 방식을 그

대도 중국어로 대응시겨 ‘会’가 누락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오류 문장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어떠한 상황인지를 검토해 보자.

(194) a.*如果你常常吸烟，肺就∅变黑。
b. 如果你常常吸烟，肺就会变黑。

(195) a. 담배를 자주 피운다면 폐는 검게 변한다.

b. 담배를 자주 피운다면 폐는 검게 변할 것이다.

예문(194a)는 ‘会’를 삽입한 (194b)로 표현해야 성립할 수 있지만, 한국어 예

문(195a), 즉 중국어의 ‘会’를 표현하지 않는 문장도 성립한다. 특히 ‘会’를 화

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간주할 때, 한국어의 ‘-을 것이다’로 

대응시킨 (195b)는 화자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흡연이 폐를 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면 일반적으로 (195a)를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조건과 결과의 관계가 자연 규칙과 유사하고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시간이나 조건으로 이중 분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会’는 생략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코퍼스의 실제 사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러한 상황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시간과 조건으로 이중 분석될 수 있는 문장의 주절에서 ‘会’는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문장도 있다. Dancygier & Sweetser(2005:12)는 조건문의 

조건이 반복적으로 출현할 수 있을 때 ‘if’ 대신 ‘when’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

였는데, 여기서 분석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다음 예문(196)은 그 연구에서 제시

된 예이다.

(196) a. If you heat water to 100 degrees, it boils.

물을 100도까지 끓이면 끓는다.

b. When you heat water to 100 degrees, it boils.

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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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100도까지 끓일 때 끓는다.

(197) a. [如果]你把水加热到100度，水会沸腾。
b. [当]你把水加热到100度[时]，水*(会)沸腾。

앞에서 토론했듯이 영어 예문(196a)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인 (197a)는 반

드시 주절에서 ‘会’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앞절을 시간으로 간주하는 영어 

예문(196b)와 대응하는 (197b)도 이와 같으며, ‘会’를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앞의 ‘会’가 생략 가능한 상황에 대한 논의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반복적인 시간이나 조건으로 볼 때 주절에 ‘会’는 항상 출현해야 하는가? 앞에

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분석해 보자.

(180) 每逢这种情况，一向温和的陆大夫就∅变了颜色，很严厉地责备器械护士。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늘 자상하던 육문정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간

호사를 심하게 꾸짖었다.

(182) 每逢这种情况，一向温和的陆大夫就会变了颜色，很严厉地责备器械护士。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면 늘 자상하던 육문정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간호

사를 심하게 꾸짖었다. 

자세히 비교해 보면, 사실 예문(180)과 (182)가 묘사하는 상황은 예문(196), 

(197)과 매우 다르다. 예문(180)과 (182)에서 ‘这种情况’은 조건의 성질이 매우 

약하고 시간의 의미와 더 가깝다. 반면 예문(197)에서 ‘把水加热到100度’는 설

령 시간절로 처리되어도 조건의 특징이 여전히 강하다. 일반적으로는 100도까

지 물을 끓이는 시간이 되면 물이 비등하다는 의미보다 100도까지 가열하는 상

황이 물이 끓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러므로 ‘会’의 사용을 통해 예문(197)의 앞뒷절의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합리성은 학습자의 ‘会’의 오류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다

음 ‘会’가 누락되는 오류를 보자.

(198)*当他们在公共场所吸烟时，∅侵害非吸烟者的自由。
当他们在公共场所吸烟时，会侵害非吸烟者的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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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때 비흡연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장(198)에서 ‘当…时’를 사용하여 앞절이 묘사하는 시간이 되면 어떤 상황

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습자는 ‘会’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어도 이 문장은 조건과 결과의 

특징이 더 강하다. 즉, 담배를 피우는 시간에 비흡연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보

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발생하면 남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

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会’는 당연히 출현해야 한다. 따라서 앞절에 시간이

나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사의 사용은 ‘会’의 출현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며, 

앞뒷절 사이의 원래 의미적 관계가 ‘会’의 사용을 결정한다. 앞뒷절의 조건과 

결과의 의미가 강하면 ‘会’가 출현해야 하며, 시간과 해당 시간에 발생하는 사

건을 나타낼 때 ‘会’를 대부분 생략할 수 있다.

이 외에 반복되는 시간 혹은 조건으로 모두 분석될 수 있는 특정한 구조에서 

‘会’의 사용 상황을 고찰하면 ‘会’의 이러한 역할도 드러낼 수 있다. 王春辉

(2013)는 ‘一…就…’는 시간과 조건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조라고 

언급하였다. 现代汉语词典(2008:1596)에 따르면 ‘一…就…’는 두 사건이 시간

적으로 곧 바로 이어서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했듯이 두 

사건의 발생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면, 화자는 두 사건 간에 조건과 결과의 관계

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一…就…’가 이끄는 성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일 때 뒷절의 ‘会’의 출현 상황을 검토해 보자.

(199) a. 每天早上我们一起床就∅去厨房。
b. 每天早上我们一起床就会去厨房。

매일 아침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간다.

(200) a. 她一哭起来就∅没完没了。
b. 她一哭起来就会没完没了。

그녀는 울기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른다.

(201) a.?一登陆到含有恶意代码的网页时就∅感染病毒。
b. 一登陆到含有恶意代码的网页时就会感染病毒。

악성코드가 담긴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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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a.*二姐这两天忽然生起病来，她就有这本事，心里一想就∅生病。
b. 二姐这两天忽然生起病来，她就有这本事，心里一想就会生病。

둘째 언니가 요 며칠 갑자기 병이 났는데, 그녀는 정말 이런 능력이 

있다. 생각만 하면 곧 병이 난다.

예문(199)에서 일어나고 나서 부엌으로 가는 사건은 매일 아침에 발생하지만, 

앞뒷절의 사건은 시간의 방면에서만 관련되어 있다. 예문(200)도 이와 비슷하

며,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상황도 출현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앞절은 조건으로 볼 수 있어도 뒷절은 결과라고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울기 시작하는 것은 그치지 않는다의 결과를 야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예문(199)와 (200)에서 출현하는 ‘会’는 본고 3장에서 고찰한 습관

상의 용법에 해당하며,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이에 비해 예문(201)과 

(202)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하지만, ‘会’가 출현하지 않은 문장은 

매우 어색하거나 비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반복성보다 앞절의 사건은 

뒷절의 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문장의 중점이다. 예문(201)은 접속할 때

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행위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나타낸다. 

예문(202)는 둘째 언니가 생각만 해도 병이 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전달하기 

때문에 ‘会’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토론했듯이 조건문의 조건절은 화자에게 단언된 확실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절에 있는 ‘会’의 비현실의 성질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각도에

서 보면 예문(199), (200)과 예문(201), (202)는 앞절이 묘사하는 상황의 현실성

도 차이가 확연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현실적인 사건이지만 후

자는 비현실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는 총칭성 조건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의 예문을 다시 보자.

(196) a. If you heat water to 100 degrees, it boils.

b. When you heat water to 100 degrees, it boils.

(197) a. [如果]你把水加热到100度，水会沸腾。
b. [当]你把水加热到100度[时]，水会沸腾。



- 247 -

예문(196)과 (197)에서 물을 100도까지 끓이는 행위는 현실세계에서 발생하

는 것이 아니다. 설령 앞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해도 그 행위는 

여전히 화자에게 현실로 인식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절에서 비현실을 나타

내는 ‘会’가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5.4.3.3 ‘会’를 통해 다시 본 중국어 조건문

이상 기존의 유형론적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조건문에서 ‘会’의 사용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중국어 조건문에 대해 더 깊은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会’의 사용 현상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어 조건문의 범주는 보편적으

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인정된 조건복문 외에, 가

정복문, 일부의 양보복문도 넓은 의미의 조건문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

들의 종속절은 모두 특정한 조건을 나타내며, ‘会’는 조건절과 결과절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한 복문에서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다만 이 복문들의 더 

세부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조건절과 주절에 다른 종속사나 부사 등을 사

용하게 된다.

둘째, 유형론적인 연구의 결과는 중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비슷한 양상

을 많이 보이고 있다. 중국어의 조건문도 다른 언어와 같이 원형 범주와 비원

형 범주가 있다. 원형적인 조건문은 내용조건문이며, 종속절은 화자가 단언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건이고 주절은 이로 인해 야기하는 결과이다. 종속절과 주

절은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순서의 방면에서 선후관계를 지닌다. 인식

조건문이나 화용조건문 등의 비원형 조건문은 인과관계나 시간적 선후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셋째, 중국어 조건문의 주절에서 출현하는 ‘会’는 다른 언어들과 유사한 상대

미래의 표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형적인 조건문, 즉 내용조건문에서 다른 

특별한 의미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会’ 및 다른 언어들의 대응되는 성

분은 대부분 필수적이다.

넷째, 세부적으로 ‘会’의 사용 여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국어는 다른 

언어들과 일정한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연 법칙이나 반복적으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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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발생하는 현상을 묘사할 때, 영어, 한국어 등과 같은 언어는 ‘会’와 대응

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세이지만, 중국어는 ‘会’가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즉, 중국어에서는 소위 총칭성 조건문을 또 다른 분류로 인지하고 표현하

지 않는다.

5.5 미래시제 표지 ‘会’의 성질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会’는 미래시간 지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면 이 기능은 인식양태동사로서의 ‘会’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

사실상 본장에서 고찰한 ‘会’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전혀 없고 미래시

간을 지시하는 역할만 한다. 단지 미래시제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양태의 특징

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미래는 원래 100%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요인이 미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상황이 100%로 되는

지를 미래가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会’의 주요기능은 미래

시간을 지시하는 것이고, 불확정성을 띠는 양태적 특징은 부차적인 내부 요소

이다.

양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현실(realis)이

고 이외의 부분은 비현실(irrealis)이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는 

확실한 현실이고 미래는 비현실이다. 따라서 미래시제를 처리할 때는 시간적 

양태적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시간과 양태는 인류가 객

관세계를 인식할 때 서로 뗄 수 없는 범주이다.

또한 미래세계는 화자의 인식에 의해 현실과 비현실,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도 있다. Langacker(1999a:277)는 인지문법의 각도에서 시간과 양태는 어떠한 

인지 방식으로 화자에게 인식되는지를 제시하였다. 그러한 분석을 도식화한 결

과는 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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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5-13> Langacker(1999a)의 시간과 양태의 관계 분석 

<도식 5-13>에서 ‘reality(진실)’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현재 발생

하고 있거나 곧 발생할 사실만 포함되어 있으며, ‘irreality(비진실)’는 나머지 

부분이다. 그러나 비진실 세계의 일부는 화자의 인지적 가공을 통해 

‘projected(계획된)’와 ‘potential(잠재적)’ 진실로 인식될 수 있다. 계획된 진실

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我明天有课(나는 내일 수업이 있다)’와 같은 표현이고 

잠재적 진실은 ‘他明天会来(그는 내일 올 것이다)’와 같은 문장이 묘사하는 상황

이다. 따라서 중국어의 미래시제 범주는 계획된 진실을 포함하지 않고 잠재적 

진실만 묘사할 때 출현할 것이다. Langacker(1999a:277)의 도식에서 표시된 

‘reality’를 중국어로 묘사할 때 ‘会’의 출현은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즉, ‘会’가 

출현하지 않는 과거와 현재(일반적인 개념상의 계획된 미래도 포함함) 및 ‘会’가 

출현하는 미래이다. ‘irreality’는 양태동사가 출현하여 묘사하는 상황이다. 그러

나 지금 일반언어학에서 ‘reality’, ‘irreality’를 대신 ‘realis(현실)’와 ‘irrealis(비

현실)’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도식 5-13>을 이 두 범주로 다시 그리면 다음 

도식과 같다. 

<도식 5-14> 미래를 지시하는 ‘会’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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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미래)’의 부분은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 단계에 있다. 

Langacker(1999a:277)은 이를 ‘reality(진실)’로 간주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will’, ‘会’와 같은 성분이 출현하는 문장은 양태, 즉 ‘irrealis(비현실)’에 속한다

고 본다. 따라서 ‘会’로 묘사하는 상황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미래에 위치하고 

양태적인 측면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단계에 위치한다.

5.6 소결

본장에서 ‘会’는 기존의 연구에서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의미가 사실상 

미래시간의 지시기능을 실현하고 미래시제의 표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미래에 발생하는 사태가 원래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시제

가 존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양태의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주장은 일반언어학 

및 유형론적인 토론에 근거하여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일부 언어에서는 

단순히 사태의 발생하는 시간이 발화하는 시간보다 늦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기타 양태동사나 양태부사들과의 비교, 공기성분과의 사용 양상 

및 기타 언어와의 대조를 통해 ‘会’를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살펴보았

다. ‘会’가 나타내는 미래시제는 절대미래와 상대미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절대미래시제의 표지로서의 ‘会’의 사용조건을 고찰하기 위해 본장에서

는 기존 연구에서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기타 성분의 유형에 따

라 각각 분석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会’는 절대미래시제의 표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문장이 묘사하는 사태가 발화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会’

의 출현을 통해 시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조건문의 주절에서 출현하는 ‘会’는 상대미래시제의 표지로 볼 수 있

다. ‘会’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문의 종속절과 주절은 시간적인 선후관계 및 논

리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절에 쓰인 ‘会’는 종속절이 실현되면 그 

후에 주절이 묘사하는 사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절대미래

시제의 용법과 달리 발화시간과 화제시간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

절이 묘사하는 사태의 발생시간과 주절의 사태의 발생시간의 선후관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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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미래시제 표지로서의 ‘会’는 과거시제, 현재시제와 같이 모두 시제의 하위 범

주이지만, 미래에 발생하는 사태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비현실성의 특징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会’의 사용 여부는 미래와 비현실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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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会’의 다중 기능영역 및 성질 

앞서 ‘会’의 각종 기능을 자세히 토론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 일부 문

장은 단순하게 한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만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 용법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현상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장은 ‘会’가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심지어 세 가지의 해석 방식이 있는 현상을 제시하며, 이

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원인, 구분 및 ‘会’의 근본적인 성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6.1 ‘会’의 다중 기능 및 구분

6.1.1 ‘会’의 다중 기능

앞에서 ‘会’의 용법들을 상, 서법, 시제의 각도에서 각각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법은 두 가지 기능을 겸하는 현상도 언급하였다. 상, 서법과 시제는 원

래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인데 실제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또한 뚜렷한 경계를 

그릴 수 없는 범주들이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언어의 경제성 원칙으로 인해 한 가지 문법 수단을 통해 몇 가지 기능

범주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과거 형태인 양태동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서법의 의미도 나타낸다. 본고의 제2장에서 양태동사 ‘can’은 일반 현재

형일 때 긍정문에서 인식양태에 속하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낼 수 없

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can’의 과거형은 인식양태의 의미를 자주 나타낸다.

(1) a. When I was younger I could stay up all night and then go to work.

내가 젊었을 때는 밤을 새고 나서 일하러 갈 수도 있었다.

b. It could be an toadstool.

독버섯일 수도 있다.

c. We could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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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는 예문(1a)에서 단순히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can’의 과거 형태이

지만, 예문(1b)에서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식양태

의 의미로 봐야 한다. 또한 예문(1c)에서는 과거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명제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화자가 건의할 때 ‘can’보다 

공손한 표현 방식이다. 예문(1b)와 (1c)에서 출현하는 ‘could’는 시제 지시의 기

능이 전혀 없으므로 과거형을 통해 서법의 기능을 실현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1) 이러한 현상과 같이 중국어의 ‘会’도 다른 문맥에서 하나의 형식을 통해 

다기능을 갖출 수 있다.

둘째, 원래 일부 기능법주는 상, 서법 혹은 시제의 성질을 동시에 지닐 수 있

다. 총칭상(gnomic/generic)은 이러한 범주의 예로 자주 언급되었다. 총칭상은 

다음 예문과 같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속담을 전달하며, 가장 중립적인(neutral) 

기능범주이다. 

(2) a. 1 더하기 1은 2이다.

b. 물고기는 물속에서 산다.

c. Water boils/will boil at 212℉.

물은 화씨 212도에서 끓는다.

예문(2a)-(2c)가 묘사하는 상황은 상의 각도에서 보면 지속, 반복, 완정 등의 

특징을 모두 구비하지 않고 중립적인 존재이다. 시제의 각도에서는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특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서법의 측면에서는 서

실법이나 서상법과 같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언어에 

따라 총칭상은 현재시제, 미래시제, 완정상, 비완정상 등의 수단으로 표현하게 

된다. 예문(2c)는 총칭상을 나타내는 영어 문장인데, 일반 현재시세의 형태 혹

은 양태동사 ‘will’을 통해 표현하며, 양자는 의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의 기능범주가 몇 가지의 해석 각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 서법 혹

은 시제에 속하는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을 보여 주

고 있다.

본고는 앞의 고찰 결과에 따라 ‘会’의 습관상 표지, 서상법 표지 및 미래시제 

 1) Taylor(1995:177)는 과거형태의 용법들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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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능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특정한 

문맥이 없으면 ‘会’는 독립된 하나의 문장에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해석이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주로 다음과 같다.

<도식 6-1> ‘会’의 다중 기능영역

도식에서 원형은 앞의 제3, 4, 5장에서 고찰한 ‘会’의 각 기능을 의미하며, 

숫자 1은 동시에 미래시제 및 습관상의 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숫자 

2는 미래시제 및 서상법의 표지로 이중 분석될 수 있는 부분이며, 숫자 3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미래, 습관상 및 서상법의 기능을 모두 실현하는 현상을 의미

한다. 다음 숫자 1-3 부분의 구체적인 용례들을 보자.

첫째, 숫자 1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会’가 미래시제의 용법일 때 상대미래와 

절대미래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상대미래를 지시하는 ‘会’는 문장의 주절에서 

출현하며, 종속절은 확정되지 않은 어떤 상황을 나타낸다. 종속절이 묘사하는 

어떤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주절이 묘사하는 상황이 그 후에 실현되

는 것이다. ‘X1’과 ‘Y1’로 종속절과 주절을 표시하면, 상대미래를 지시하는 ‘会’

가 출현하는 문장은 ‘X1→会Y1’이다. 반면 ‘会’가 습관상 표지로 사용되는 문장 

중의 한 가지는 특정한 시간이나 조건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상황이다. 즉, 특

정한 시간이나 조건이 출현할 때마다 어떤 사태가 항상 동반한다. ‘Xn’과 ‘Yn’으

로 양자를 표시하면, ‘会’가 습관상의 표지로 사용되는 문장은 ‘Xn→会Yn’이다. 

그러므로 상대미래와 습관상의 표지인 ‘会’가 사용되는 문장의 논리적인 형식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구체적으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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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有人[一]坐上交通艇[就]会鼾声大作。
어떤 사람은 경찰정2)을 타자마자 코를 세게 골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경찰정을 타기만 하면 코를 세게 곤다.

b. [当]他跳进内伊湖，湖水就会沸腾起来。
그가 네이이호수로 뛰어들면 호수는 끓게 될 것이다.

/그가 네이이호수로 뛰어들 때마다 호수는 끓는다.

c. 他们在批判作家的错误[时]也会想到自己的责任，想到自己有义务帮助作
家完成从失败到成功的转化。
그들은 작가의 잘못을 비판할 때(마다) 자신의 책임도 생각하게 되

고, 작가가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전환을 완성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

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예문에서 ‘一…就…’, ‘当’, ‘时’는 ‘会’가 이끄는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 혹

은 조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문(3c)는 다른 작가의 잘못을 비판

할 때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비판할 때마다 그러한 결과가 항상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 ‘会’는 사태의 반복과 상대적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X→会Y’의 형식을 갖추는 문장에서 ‘会’는 미래시제의 표지, 

습관상의 표지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숫자 2로 표시하는 미래시제와 서상법의 기능을 겸하는 부분이다. ‘会’

가 서상법의 용법으로 분석될 때 문장에는 항상 특정한 공기성분이 출현한다. 

그러한 공기성분은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술어성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

며, 목적어절이 묘사하는 사태의 발생시간은 문장의 주요 술어가 묘사하는 사

태의 이전 혹은 이후가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문장에서 ‘会’가 동시에 미래시

제의 표지로 분석될 수 있는 상황은 주요 목적어절이 묘사하는 사태가 상대적

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살펴보자.

(4) a. 然而他[不曾想到]，自己[竟]会牺牲在他向往的这神圣的土地上。
그러나 그가 가고 싶어서 꿈꾸던 이 거룩한 땅에 자신이 희생될 줄

 2) 경찰이 업무에 이용하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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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각지도 못했다.

b. [原以为]今年会比往年能多赚一点钱，可以高高兴兴地回家过年，[没想

到]会变成这样。
올해는 예년보다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고 즐겁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c. 这是由于网页上的恶意代码修改了您的计算机名，[所以]会出现以上的提

示｡
이것은 웹 페이지에 있는 악성코드가 귀하의 컴퓨터 이름을 수정했

기 때문에 이러한 알림 창이 나타납니다.

예문(4a), (4b)와 (4c)의 마지막 문장이 묘사하는 상황은 모두 화자나 청자에

게 예상하지 못하고 의아하게 생각되는 사태이다. 예를 들어, 예문(4a)를 통해 

그가 원래 자신이 그 땅에서 희생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전제가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想(생각하다)’이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牺牲(희생되다)’이

라는 사건이 그 후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술어가 묘사하는 사태를 

‘X’로 표시하고 목적어절이 묘사하는 사태를 ‘Y’로 표시하면, 이러한 문장들은 

‘X→会Y’로 공식화할 수 있다. 앞에서 상대미래의 ‘会’의 용법에 대한 논의에서

도 ‘X→会Y’라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会’가 서상법과 상대미래를 

나타낼 때 일부의 사용이 겹치게 된다. 다만 문법화의 정도가 높은 서상법일수

록 ‘会’의 이러한 상대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사라지며, 화자의 주관적인 심리

태도만 나타낸다.

셋째, 숫자 3으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속하는 ‘会’는 특정한 문맥

이 없으면 미래시제, 습관상 및 서상법의 표지의 기능을 모두 나태낼 수 있다. 

우선 다음 예문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보자.

(5) a. 战争时冲在前排的士兵几乎是必死的，为什么还是会义无反顾地冲杀。
전쟁 때 앞에 있는 병사는 거의 다 죽을 것인데, 왜 그래도 용감하게 

앞으로 돌격을 감행할 것인가? 

b. 由于法律的威慑力以及人们对动物的保护意识不断提高，日本国内滥捕
滥杀野生动物的现象多少年都没发生过。动物们有时也会“恩将仇报”，



- 257 -

有的地方乌鸦袭击人，猴子咬伤人。
법의 억지력과 사람들의 동물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본 국내 야

생 동물을 남획하는 현상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동물들은 때

때로 배은망덕한데, 어떤 곳에서는 까마귀가 사람을 습격하고 원숭이

가 사람을 물기도 한다.

예문(5a)는 화자가 전쟁 때 발생하는 현상이 출현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다. 

우선 문맥을 통해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士兵(병사)’이며, 특정한 대상이 아니

고 임의지시된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병사가 용감하게 앞으로 

돌격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건의 발생 시

간은 과거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같은 사건도 발생할 것을 함축

하고 있다. 즉, 나중에 전쟁이 일어면 병사들은 여전히 용감하게 행동할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문맥에 의해 사건이 적어도 이미 한 번 발생하였기 때문에 

‘为什么’와 공기하는 ‘会’는 화자의 의아함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예문(5a)

에서 ‘会’의 세 가지 기능을 다음예문(6a), (6b), (6c)와 같이 전환하면 더 쉽게 

드러낼 수 있다.

(6) a. 战争时士兵[总是]会义无反顾地冲杀。
전쟁 때 병사는 항상 용감하게 앞으로 돌격을 감행한다.

b. 战争时士兵[为什么]会义无反顾地冲杀？
전쟁 때 왜 병사는 용감하게 앞으로 돌격을 감행하는가?

c. 战争时士兵会义无反顾地冲杀。
전쟁 때 병사는 용감하게 앞으로 돌격을 감행할 것이다.

단순화된 예문(6a)에서 ‘会’는 ‘总是(항상)’와 공기하여 습관상의 해석을 얻게 

되며, (6b)에서 ‘为什么’는 ‘会’가 서상법의 표지로 해석되는 전형적인 표지이다. 

다른 연관된 성분이 없는 단순한 형식인 예문(6c)에서 ‘会’는 미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会’가 동시에 세 가지의 기능을 실현하는 상황이 많지 않

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용례는 아주 보기 드물다. 이는 현실세계에서 이 세 

가지 의미범주가 동시에 한 상황에서 공존하는 사태는 원래 많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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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추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원래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A, B, C라는 세 

개의 범주가 있으면 AB, AC와 BC의 조합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

로는 ‘会’의 세 가지 용법이 겹치는 현상이 앞에서 분석한 상황 외에, 습관상과 

서상법의 표지로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6.1.2 ‘会’의 다중 기능의 구분

앞에서 토론했듯이 ‘会’는 다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의 일부는 겹

치게 된다. 그러나 코퍼스에서 ‘会’의 사용 상황을 검색해 보면, 실제로 대부분

의 문장은 이중해석이 될 수 없으며, 이중해석이 되는 문장은 그 중의 극소수

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会’는 뚜렷하게 한 가지의 기능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会’의 각 기능에 따라 분석해 보자.

첫째, 습관상의 표지로서의 ‘会’는 문장이 서술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태의 복수성은 ‘会’가 습관상 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결정한다. 습관상과 미래시제로 이중해석이 되는 부분은 단지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사태가 다른 사태와 관련이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인 문장이다. 이를 제

외한 대다수의 문장에서 ‘会’를 단순히 습관상의 표지로 분석해야 한다. 다음 

예문은 바로 이에 해당한다.

(7) a. 上下班的时候那里[常常]会堵车。
출퇴근할 때 그곳은 종종 차가 막히곤 한다.

b. [明星们]都会保养得很好。
연예인들은 모두 피부와 몸을 잘 관리한다.

예문(7a)는 그곳에 차가 자주 막히는 상황에 대한 묘사이며, 예문(7b)는 연예

인들이 피부와 몸을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서술한다. ‘常常(자주)’과 

‘们(-들)’을 통해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예문에 

출현하는 ‘会’는 모두 습관상 표지의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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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 습관상에 해당하는 문장의 ‘会’는 미래시제의 용법과 겹치지 않

는다.

둘째, 서상법 표지인 ‘会’는 화자가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

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장에 화자의 감정적인 평가가 내재하고 있

어야 하며, 이는 ‘会’가 어떤 기능이 실현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용법은 미

래시제 중의 상대미래의 기능과 겹칠 수 있지만, ‘会’는 반드시 상대미래의 성

질을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다. ‘会’가 서상법의 표지로 분석되는 많은 문장에

서 ‘会’는 시간을 지시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

(8) a. [为什么]会有这样一个习俗呢？
왜 이런 풍습이 있을까?

b. 一向冷清的商场今天[竟然]会有这么多客人！
줄곧 한산하던 상가에 오늘 뜻밖에도 이렇게 많은 손님이 있다니!

예문(8a)와 (8b)는 모두 현재 존재하는 사태에 대한 서술이며, ‘会’에 의해 화

자가 의아한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에서 ‘会’는 상

대미래 혹은 절대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이 전혀 없고, 이중으로 해석될 가능성

도 보이지 않는다. ‘会’는 단순히 서상법의 표지로서 사용된다.

셋째, 미래시제의 표지인 ‘会’가 습관상, 서상법의 기능과 모두 겹치는 경우

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미래시제의 표지로만 분석해야 한다. ‘会’

가 절대미래의 표지일 때 화자는 발화 후에 어떤 시간에 사태가 발생할 것을 

서술하기 때문에 습관상, 서상법 용법의 성질과 상반한다. 또한 상대미래와 습

관상이 겹칠 때 상대미래가 참조하는 사건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하지

만, 대부분 ‘会’가 상대미래시제의 표지로 분석되는 문장은 반복성이 없다. 다음 

예문을 구체적으로 보자.

(9) a. 他们明天十二点就会准时出发。
그들은 내일 12시 정각에 출발할 것이다.

b. 这一点只要你打过太极拳就会深有体会。
이 점은 네가 태극권을 해 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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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9a)는 사태가 내일 발생할 것을 기술하며, 예문(9b)는 태극권을 한 후에 

있을 사태를 기술한다. 양자는 모두 반복성을 지니는 습관상 혹은 화자의 감정

평가를 부각하는 서상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해석을 할 수 

없다. ‘会’는 오직 미래의 시간을 지시하는 기능만 한다. 

이 외에 앞의 논의에서 소수의 문장의 ‘会’를 이중해석 할 수 있는 상황을 언

급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문장은 특정한 문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해석만 존재한다. 앞의 예문(3a)와 (3b)를 더 넓은 문맥에서 살펴보자. 

(3) a. 有人[一]坐上交通艇[就]会鼾声大作。
b. [当]他跳进内伊湖，湖水就会沸腾起来。

(10) a. 有人困得站着也能睡上一两分钟，[一]坐上交通艇[就]会鼾声大作。
어떤 사람은 졸려서 서서도 1, 2분은 잘 수 있으며, 경찰정을 타자마

자 코를 세게 골 것이다.

b. 库胡林进行伟大的战斗后，[常常]到这里来游泳。打仗后，库胡林的身体
[总]会特别热，[当]他跳进内伊湖，湖水就会沸腾起来。
쿠훌린은 위대한 전투를 한 후 자주 이곳에 와서 수영을 하곤 했다. 

전쟁 후에 쿠훌린의 몸은 항상 유달리 덥고, 그가 네이이호수로 뛰어

들 때마다 호수는 끓었다.

원래 예문(3a)와 (3b)에 사용하는 ‘会’는 반복성을 나타내는 습관상 및 앞의 

사태의 이후에 발생하는 상대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따라

서 이중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 영역이 겹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넓은 문맥이 출현하는 예문(10a)와 (10b)에서 

‘会’는 그 중의 한 가지 기능으로 해석해야 한다. 자세히 보면, 예문(10a)의 앞 

문장은 어떤 사람이 매우 졸린 상태에 대한 서술이다. 졸린 상태를 더 구체적

으로 묘사하기 위해 배를 탄 후에 바로 잠이 드는 것도 추가로 설명하였다. 따

라서 이때의 ‘会’는 반복성을 나타내지 않고 배를 탄 이후의 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문(10b)의 앞 문장들에 각각 ‘常常(자주)’과 ‘总(항상)’이 출현하

는데, 이에 의해 문장이 쿠훌린이 자주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문(3b)가 뒤 문장으로서 출현하기 때문에 ‘会’를 습관상의 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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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会’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중의성을 가

지고 있지 않다. 또한 중의성이 존재할 때 문맥에 의해 특정한 기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6.2 ‘会’의 공통된 성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습관상, 서상법 및 미래시제 표지로서의 ‘会’를 사

용할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겹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범주들을 하나

의 표지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부합한다. 사실상 이러한 범주

들을 동시에 ‘会’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 높은 측

면에서 보면 습관상, 서상법 및 미래시제는 모두 공통된 성질도 지니고 있다. 

본고 제3, 4, 5장에서 각 용법을 토론할 때 ‘会’의 비현실의 성질을 모두 언급

하였다. 종합해 보면 습관상, 서상법 및 미래시제라는 기능범주는 모두 현실과 

비현실의 일부 성질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우선, 현실(realis)과 비현실(irrealis)은 언어유형론 연구자들이 일부의 언어에

서 부정, 의문, 의도, 조건, 미래 등을 나타낼 때 하나의 표현 수단을 사용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원래 이것들은 서로 거리가 먼 범주이

고, 기존의 연구에서 전혀 다른 상위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같은 표현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이것들이 묘사하는 사태가 실현되지 않는(unactualized) 점이다. 따라서 실현되

는 사태에 대한 묘사는 현실에 속하고, 이와 반대되는 상황은 비현실에 속한다. 

현실/비현실의 각도에서 습관상, 서상법 및 미래시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습관상의 성질을 보자. 습관상의 명칭 때문에 이는 상 범주에 속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상 기능주의에 관점에서 습관상이 지칭하는 대상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특징이다. 즉, 화자가 특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사

태의 반복성을 묘사할 수 있으면, 그러한 수단은 바로 습관상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Bhatt(1999:177)는 유형론적 고찰의 결과에 따라 습관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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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범주의 표현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다. 상을 부각시키는 언어

(aspect-prominent)는 이를 구체적인 하나의 사태의 완정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비완정상의 수단을 통해 표현한다. 시제를 부각시키는 언어

(tense-prominent)는 사태의 지속적인 반복성에 의거하여 주로 현재시제의 표

지를 사용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습관상은 현실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습관상은 비교적 높은 확신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특징을 지니고 있

는 반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사태 하나하나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현실

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Givon(1995)은 습관상을 일종의 혼합체적 양태(hybrid 

modality)라고 하였다3). Palmer(2001)의 유형론적 고찰 결과에 따르면 서법을 

부각시키는 언어(mood-prominent)에서 습관상을 나타낼 때 현실과 비현실의 

표지를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존재한다. 이는 습관상이 원래 현실과 비현실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론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두어 다시 되돌아 중국어에 습관상을 

나타내는 문장을 분석해 보자. 다음 예문(11a)와 (11b)는 모두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현상을 묘사하며, 습관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1) a. 金铮有个习惯，[常常]∅半夜三更给你打电话。
b. 金铮有个习惯，[常常]会半夜三更给你打电话。

진정은 하나의 습관이 있다. 자주 한밤중에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원래 예문(11a)와 같은 문장은 이미 ‘常常(자주)’ 등 빈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수단만을 통해 사태의 반복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예

문(11b)와 같이 ‘会’를 삽입한 문장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습관상은 원래 현

실과 비현실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会’가 출현하지 않으면 현실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반면 ‘会’의 삽입을 통해 이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현실적

인 사태를 지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성을 부각하게 되며, 비현

실의 성질이 더 두드러진다. 따라서 특정한 문맥이 없을 때 ‘会’의 사용 여부에 

따라 문장의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문맥이 현실이나 비현실을 전달하는 

 3) Palmer(2001:1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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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인해 ‘会’의 사용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会’의 이러한 비현실의 성질은 반복성을 지니는 문장이 ‘会’의 사

용을 허용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문장이 서술한 사태가 반

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에 ‘会’가 출현할 수 없고 또는 반드시 출현해

야 할 수도 있다. 다음 예문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자.

(12) a. 上司批评他常常(*会)玩游戏。
상사는 그가 자주 게임을 하는 것을 꾸짖었다.

b. 这种压力经常*(会)使你心理极度紧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주 당신의 마음을 극도로 긴장시킨다.

예문(12a)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그가 자주 하는 행위이고, 습관상의 전형적

인 특징인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장 전체는 상사가 그 사람을 꾸짖

는 상황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그가 게임을 자주 하는 행위는 현실적인 사

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 비현실성을 지니는 ‘会’가 출현할 수 없다. 이와 반

대로 예문(12b)는 비현실성이 더 강하며 ‘会’의 출현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문

장은 현실세계에서 한 사람이 긴장하는 상태가 자주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일정한 가정하에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상태를 나태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현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会’는 반

드시 출현해야 한다.

둘째, 서상법의 성질을 보자. 제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会’의 일부 해석

하기 힘든 용법은 다른 언어에서 서상법에 해당하는 방식 혹은 비현실의 표지

를 통해 표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언어에서 서상법이나 비현실

의 표지는 모두 가정, 반사실, 부정 등의 현실이 아닌 사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다. 그러나 중국어의 ‘会’와 같이 이것들은 이미 발생한 사태, 즉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태를 묘사하는 문장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화자가 이미 현실이 

된 사태의 현실성을 부정함으로서 자신의 태도를 강하게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용법이라고 해석되었다. 다시 중국어의 ‘会’를 서상법의 표지로 분석되는 예문

(13a)와 (13b)를 대조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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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 他也[没想到]屋里∅有人。
그도 방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b. 他也[没想到]屋里会有人。
그도 방에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두 개의 예문은 모두 그가 방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던 상황에 대한 묘사

이지만, 목적어절의 화자가 목적어절이 묘사하는 사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방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4) ‘会’가 없는 예문(12a)는 단지 그가 방에 사람이 

있는 상황을 몰랐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며, 예문(12b)는 그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의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서상법의 사용

은 이미 사실이 되는 현실을 기초로 두어, 비현실의 수단으로 화자의 사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현실인 사태는 화자에게 인식적인 가공, 즉 비

현실의 표지의 삽입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없는 사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자의 인식세계에서는 원래 어떤 사태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비현실인데, 결과적으로 현실이 되면 화자는 당연히 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

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현실의 표지를 통해 화자는 현실인 사태에 대한 감정적

인 평가를 강하게 드러내게 되며, 이로 인해 서상법 표지인 ‘会’는 비현실의 성

질이 더 두드러진다.

반면에 ‘会’의 비현실성의 존재는 문장에서 ‘会’의 출현의 허용도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문장의 현실성이 강할수록 비현실의 성질을 지니는 ‘会’가 

출현할 수 없는데, 문장의 비현실성이 강하면 ‘会’의 출현을 더 강하게 요구한

다. 다음 예문은 바로 이를 보여주고 있다. 

(14) a. 让我意外的是他下面(*会)用了一个动词。
나를 놀랍게 한 것은 그가 아래에 동사를 사용하였다.

b. 我很意外他下面*(会)用一个动词。
그가 아래에 동사를 사용하다니 놀랍다.

 4) 여기서 화자라는 명칭 대신 목적어절의 화자를 사용하는 것은 서상법 표지로서의 

‘会’가 대체로 내포문의 목적어절에서 출현하고 감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목적어절 내포문의 화자는 전체 문장의 주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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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4a)와 (14b)에서 화자는 의외의 태도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문

(14a)는 화자를 놀랍게 하는 원인을 서술하는 문장이다. 그 사람이 동사를 사용

한 행위가 이미 발생하였으며, 문맥에 따라 화자가 이를 현실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은 화자가 의외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A是B(A는 B이

다)’는 가장 전형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서술을 진행할 때 취하는 형식이다. 따

라서 비현실의 성질을 지니는 ‘会’는 이 문장에서 출현할 수 없다. 예문(14b)는 

이와 상반된 상황이다. 화자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예상외의 사건이라고 생각하

며,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건을 비현실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会’가 문장에 출현하면 화자의 발화 의도를 부각할 수 있다.

셋째, 미래시제의 성질을 보자. 미래시제는 원래 시제 범주의 하위 부류 중의 

일종이고, 과거 및 현재와 같이 사태를 현실 세계에서 자리매김한다. 즉, 사태

가 흐르는 시간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 시제를 절대와 상대

로 나누면, 절대미래는 어떤 사태가 발화시간 이후에 실현된다는 정보, 상대미

래는 사태가 참조시간 이후에 발생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래시제를 

양태 범주로 처리하는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미래는 원래 불확실한 요인도 동

시에 갖고 있다. 왜냐하면 설령 화자가 어떤 사태의 발생에 대해 확고한 확신

이 있어도 알 수 없는 각종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상황은 진리로 인식되는 보편적인 자

연법칙이나 현재에 이미 확인되는 사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제의 표현 방식

을 선택할 때 현재시제를 선호한다. 다음 중국어 예문의 비교를 통해 미래시제

의 불확실성을 자세히 보자. 

(15) a. 机构主席在赛后表示，明年的世界小姐大赛还∅在中国举行。
조직위원장은 경기 후에 내년 미스유니버스 대회도 계속 중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b. 机构主席在赛后表示，明年的世界小姐大赛还会在中国举行。
조직위원장은 경기 후에 내년 미스유니버스 대회도 계속 중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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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5a)와 (15b)가 묘사하는 사태는 같지만, 화자가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입장은 다르다. 전자는 확정된 미스유니버스 대회의 일정에 대한 묘

사이며,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에 사태의 발생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발화시

간과 사건시간이 겹치게 되는 현재시제에 해당한다. 후자는 발화시간 이후의 

내년에 대회가 열릴 것을 반영하며, 대회의 개최는 미래의 시간이 되어야 실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시제의 표지가 출현하는 문장이 나중에 확인되는 사

태에 대한 묘사는 당연히 비현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정표대로 발생하는 

사태, 화자의 의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은 현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시

제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사태들은 화자가 반드시 나중에 확인하기 

때문에 미래시제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태의 현실성이다. 

과거와 현재시제는 현실에 속하고, 미래시제는 비현실에 속한다.

또한 문장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지만 ‘会’의 출현에 대한 요구가 다른 점은 

미래시제 표지인 ‘会’의 비현실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건이 미래

에 발생할 것이지만 화자가 이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비현실의 성질을 지니는 

‘会’는 출현할 수 없다. 반면에 화자가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이미 현실로 여겨

질 수 없으면, ‘会’는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6) a. 我明天(*会)有课。
나는 내일 수업이 있다.

b. 中国队明天*(会)打败美国队。
중국팀은 내일 미국팀을 물리칠 것이다.

예문(16a)의 주어는 화자 자신이고, 학교의 수업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

문에 다음날 수업이 있는 것이 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현실의 표지인 ‘会’가 출현하면 문장이 매우 어색하다. 이와 반대로 

예문(16b)는 나중의 경기 결과를 기술하는 문장인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화자에게 변하지 않는 현실적인 사실이라고 인식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비현실

성을 나타내는 ‘会’가 출현하지 않으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이상으로 습관상, 서상법 및 미래시제는 모두 비현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논의하였다. 원래 이 세 가지 범주는 각각 상, 서법, 시제 영역에 속하



- 267 -

는데, 비현실이라는 공통된 성질이 ‘会’ 하나를 통해 세 개의 범주를 모두 나타

낼 수 있다는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268 -

제 7 장 결 론

본고는 현대 중국어 ‘会’의 용법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会’의 의미를 주로 능력과 가능성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가능성의 의미에 대

해 서로 다른 분석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유형론의 시각에서 코퍼스의 

실제 사용 양상을 고찰하여, ‘会’의 가능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본고

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고는 ‘会’의 용법을 능력, 인식가능, 습관상의 표지, 서상법의 표지 및 미래

시제의 표지 등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1. ‘会’는 유생물이 학습을 통해 획득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문

장의 행위 동사의 속성에 따라 또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학습에 의해 

획득하는 능력 외에, 누구나 모두 할 수 있는 행위일 때 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수준이 높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는 화용적인 추론을 통해 얻은 

것이다. ‘会’는 능력의 의미를 나타낼 때 동적양태의 용법에 속한다. 

2. ‘会’는 문장이 서술하는 사태가 참이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나타내는

데, 사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사태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会’는 부정문, 의문문, 반어문에서만 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나 현재

의 사태에 대한 가능성의 판단일 때 ‘会’는 많은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용법만 

진정한 명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즉 인식양태에 속한다. 범언어적으로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수단은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 특수한 요구가 없는 것

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미래시제의 표지로서의 용법과 구별해야 

한다. 

3. 과거 혹은 현재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会’는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유형론적인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습관상의 

표지로 볼 수 있다. 즉, ‘会’는 유생물의 습관이나 습성 혹은 무생물의 규율을 

나타낸다. 습관상의 표지로 사용되는 ‘会’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사태의 복수성을 부여하는 연관된 성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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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빈도부사, 시간사, 조건절 등이 있다. ‘我以前经常会来这儿’와 같이 습관상의 

표지인 ‘会’는 문법화의 정도가 비교적 낮고 아직까지 복수성과 관련된 성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극소수이지만 다른 복수성 성분과 공기하

지 않고 ‘会’만을 통해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해석이 있는 용례도 존재

한다. 이러한 ‘会’의 어휘적인 의미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기능성 성분으

로 분석할 수 있고, 상 체계의 기능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습관상 원래

의 특수한 성질, 즉 특정한 구체적인 사태를 지시하지 않고 화자가 이미 몇 번

이나 존재하는 사태에 근거하여 귀납한 사태의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会’는 비현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성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을 묘사할 때 ‘会’의 출현 여부를 결정한다. ‘上司批评他常常(*会)玩游戏’와 ‘这

种压力经常*(会)使你心理极度紧张’의 대조처럼 문장의 현실성이 강하면 ‘会’를 사

용할 수 없고, 비현실성이 두드러지면 ‘会’는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4. 과거 혹은 현재에 발생하는 일회성 상황을 묘사할 때도 ‘会’는 출현하는

데, 유형론적인 각도에서 다른 언어에 있는 유사한 현상을 참조하여 서상법의 

표지로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会’는 사실성 종속절에 출현하여 주

절의 심리동사, 평가류 형용사, 평가류 부사 등이 나타내는 감정적인 평가를 강

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会’의 이러한 용법은 문장에서 서상법을 나타내는 

연관된 성분과 항상 공기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문법화의 정도는 낮

고, 출현하는 강제성이 비교적 약하다. 서상법 표지로서의 ‘会’는 일반적인 실사

와 달리 구체적인 어휘의미가 완전히 손실되며, 단지 서법의 용법으로 사용되

고 일정한 문법 기능만 실현하고 있다. 또한 영어의 서상법 표지의 문법화 경

로를 참조하여 중국어 서상법 표지인 ‘会’의 문법화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

다. 이러한 ‘会’는 원래 상대미래시제를 지시하는데, ‘没想到今天会这么忙’처럼 

예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문장 주절의 주요 동사이고 ‘会’가 종속절

에서 사용되면, 서상법의 일부 기능을 갖게 된다. 그 후에 주절 동사가 예상류

로부터 점점 확장되어 서상법의 기능이 강해지며, ‘会’가 출현하는 종속절의 사

태가 주절의 사태보다 일찍 발생할 때 ‘会’는 진정한 서상법의 표지가 되었다. 

종속절의 사태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이미 실현된 사태이지만, 화자

가 문장을 통해 묘사하는 세계에서, 즉 화자의 인식세계에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절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서상법의 표지인 ‘会’는 비현실의 범주



- 270 -

로 분류할 수 있다. 습관상을 나타낼 때의 ‘会’의 출현 상황과 같이 이러한 ‘会’

도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사용된다. ‘会’가 생략되면 화자의 감

정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我早知道你*(会)这样说’와 ‘你竟然(*

会)来了’의 대조를 통해 보여주듯이, 상대미래를 지시하는 역할도 동시에 나타

낼 때 ‘会’는 반드시 출현하는 반면, 그러한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을 때 

‘会’는 출현할 수 없다.

5. 기존의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会’가 반복적인 사태 혹은 감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성분과 공기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미래시제의 표지로 봐야 한다. 

즉, 특정한 공기성분이 없으면 ‘会’의 암묵적인 해석은 사태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고는 Klein(2009)의 시제에 대한 분석 방식을 따른다. 

즉, 시제가 나타내는 것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과 참조시간의 선후 관계가 아

니라, 발화시간과 사태의 발생을 확인되는 화제시간의 선후 관계이다. 우선 미

래시제의 성질은 과거시제, 현재시제와 같이 모두 문장이 묘사하는 사태의 시

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며, 인식양태와 별개의 개념으로 처리해야 

한다. ‘会’가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할 때 절대미래와 상대미래 이 두 가

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会’가 절대미래의 표지로 사용되는 현상은 기존 중국어학계의 연구에

서는 모두 가능성, 심지어 인식양태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타 양태동사와의 비교, 공기성분의 사용양상, 기타 언어와의 대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会’는 긍정형식의 서술문에서 가능성을 나타내지 없고, 단지 사

태의 시간적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 즉, ‘会’는 절대미래의 표지라

고 볼 수 있다. 미래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미래시제는 양태의 성질도 띠고 있

지만, ‘会’의 주요 기능은 여전히 미래시간을 지시하는 것이고, 불확정성을 지니

고 있는 양태적 특징은 미래시제의 부차적인 요소뿐이다. 미래시간의 지시 기

능과 불확정성은 또한 ‘会’의 출현여부를 결정한다. 문장에서 미래를 지시하는 

시간부사가 출현할 때, 사태 발생의 확정여부는 ‘会’의 생략 가능여부의 관건이

다. ‘中国队明天(会)迎战美国队’처럼 만약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에 나중에 사태

의 발생이 이미 계획된 것을 알고 있다면, ‘会’가 출현하지 않고 현재시제의 방

식을 통해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中国队明天*(会)打败美国队’처럼 

시간부사는 단지 시간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会’는 미래와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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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이외에, 문장 술어의 상적 특징도 

‘会’와 일정한 조합을 이룬다. 중국어에서 문장의 상적 특징은 사태의 시제 해

석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유계성 사태이면 문장의 암묵적인 시제 해석

은 과거이고, 무계성 사태는 현재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적 수단을 통해 미래를 

나타낼 수 없으며, ‘会’의 사용에 의해 표현해야 한다. 

둘째, ‘会’가 상대미래의 표지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연

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상대시제는 두 개의 사태를 동시에 묘사할 때 

그 중의 한 사태가 다른 사태의 참조시간이 되는 상황이다. ‘会’가 상대미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할 때 일반적으로 조건문의 주절에서 출현한다. 조건, 가정 등

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속절이 묘사하는 사태의 발생시간은 참조시간으로 삼고 

있다. 주절이 묘사하는 사태의 발생시간이 이보다 늦으면 상대미래에 해당하며, 

‘会’는 상대미래의 표지로서 주절에서 출현해야 한다. 그러나 유형론적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조건문의 종속절과 주절은 항상 시간적 선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세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때, 즉 ‘只要打败美国队就会成

为冠军’과 같이 종속절과 주절은 인과관계 및 시간순서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

에서만 ‘会’는 상대미래의 표지로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会’가 습관상, 서상법, 미래시제의 표지로 사용되는 현상은 원래 

각각 상, 서법, 시제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본고는 코퍼스에 대한 고찰을 통

해 일부 문장에서 ‘会’가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현상도 발견하였

다. 이는 습관상, 서상법 및 미래시제는 원래 상, 서법과 시제가 일부 공통된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会’의 각 기능이 서로 겹

치는 양상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특정한 공기성분이나 더 넓은 문맥에서 ‘会’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会’의 각 기

능은 모두 비현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질은 ‘会’가 해당 기능

을 실현할 때 사용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설명할 수 없거나 해석하기 모호한 현상을 깊이 고

찰하였으며, 유형론적 시각에서 중국어의 ‘会’를 유일한 특수 존재로 보지 않고 

인류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공통된 인식방식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가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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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타 언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중국어 ‘会’의 사용을 상, 서법 및 시제의 기능을 모두 실현할 수 있

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会’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좋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는 ‘会’의 용법을 광범위하게 가능성 하나로 묶었는데, 가능성이라

는 의미는 서로 다른 양태동사, 양태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

에서 보면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결과는 중국어 교육도 

돕는데 의미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고는 중국어 ‘会’에 대해 공시적인 고찰만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시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습관상, 서상법 혹은 미래시제 중의 하나를 선

택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은 언어의 표현 방식들을 고찰하는 작업도 향후에 

기대되는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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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축약어 대조표

축약어 원어 한국어표현

2 secondperson 2인칭

3 thirdperson 3인칭

ACC accusative 대격

ADM admirative 감탄

AG agent 행위주, 주체

BEN benefactive 수혜자

CERT certain 확실

DEF definite 확실한

F feminine 여성

FUT future 미래

INFREQ infrequentative 드문

IND; INDIC indicative 서실법, 직설법

M male 남성

NEG negative 부정

PAST past 과거

PL plural 복수

POSS possibility 가능성

PRES present 현재

PROG progressive 진행

IMPERF imperfective 비완정상

IRR irrealis 비현실

S singular 단수

SM subjectmarker 주어표지

SUB; SUBJ; SUBJUN subjunctive 사성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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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现代汉语“会”时体态功能的类型学研究

首尔大学中文系

刘亚菲

“会”是现代汉语中使用频度较高的一个助动词。在现有研究中大多数学者认为
它主要表达“能力”和“可能性”两种意义。现代汉语中存在较多能表达“可能性”意义的

词语，因此为了准确区分它们，针对“会”的语义学者们进行了大量的研究。目前现
有研究可以说取得了不少的成果，但同时也仍存在一些问题。如虽然学者们都认为
“会”可以表达“可能性”的意义，可是关于这种“可能性”意义的强度却有着各种不同的

看法。有学者认为“会”表达的是极高的可能性，有学者认为“会”表达的可能性属于中

等程度，也有学者认为该可能性较低。正是因为现有研究存在的问题，导致我们对
“会”的意义和用法把握得仍不够准确，也带来了教学中的各种问题。句中已经出现
了表达可能性的词语，可是仍必须使用“会”，或者说话人认为某事态不是可能发
生，而是自然应该如此也必须使用表达可能性的“会”。想要向汉语学习者解释这些
问题，就需要我们对“会”进行更深入的研究。因此本文希望从更高的视角对“会”进行

全面细致的考察。
根据本文的考察“会”的用法可以分为五种。除了已经被词典收录的“能力”和“可

能性”意义以外，“会”明显还有其他的功能。这些功能都是对“可能性”意义进行的细

部分类。被学者公认的属于认识情态范畴的“可能性”意义的“会”，事实上只是那些出
现在否定句、疑问句、反问句中的用法。除此之外的用法如果只使用“可能性”进行

宽泛的说明明显存在一定问题。本文将这些用法根据具体功能的不同分为三类，它
们分别是表达惯常体、虚拟语气和将来时的用法。这三种用法同时也是本文考察的
重点。

第一，表达惯常体的用法。从体范畴的角度出发来观察句子描述的事态时，有
一种事态是反复出现的，在描写这一情况时“会”常常出现且很难用“可能性”来解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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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别是反复出现的事态在过去发生的情况。这种体范畴在一般语言学中被称为“惯常

体”。让句子得到惯常体解读的相关句子成分有主语、状语和谓语动词，通过它们可
以赋予句子描写的事态以复数性。出现这些有表达复数性功能的主语、状语和谓语
时，“会”也经常与它们共现。在一些语言中表达某些语法范畴时会使用两个标记，
被称为协同系统，两个标记合作表达一个语法范畴。汉语可以分析为惯常体的句子
中，其他表达复数性的成分和“会”共现，因此可以把它们看作一种协同系统。因为
复数性本身是现实性的范畴，所以惯性体的趋势性，即一定意义上的非现实性是由
“会”来表达的。从这一点出发也可以找到“会”在这些句子中的使用条件限制。

第二，表达虚拟语气的用法。句子在描写过去或现在已经发生的，且说话者和
听话者都已知的一些事态时，可以发现使用了被广泛认为表达“可能性”语义的“会”。
因此在该类句子中“会”的语义功能是什么成为了一个疑问。从类型学的相关研究
中，我们可以发现与汉语类似的情况。印欧语系的一些语言存在语气范畴，一般虚
拟语气表达说话人的假设、判断等非现实性的内容。可是有些情况下，描述听和说
双方都已知的信息时句子的谓语动词是虚拟语气的形态。这时句子的宾语一般是一
个小句，主句的谓语动词一般表达情感评价意义。当使用虚实语气时该句解读为对
某事件的客观描述，而虚拟语气则突出了说话人对小句描写的事态的感情评价。反
过来看汉语使用“会”的这类句子也是如此。因此本文认为这种“会”实现了印欧语系中

虚拟语气的功能，是一种表达虚拟语气的标记。
第三，表达将来时的用法。“会”除了被用作惯常体和虚拟语气标记的用法以

外，其他的句子全部都是描述在将来某时间将发生某一事件，而且通过语料考察也
可以发现句中的“会”并不表达某种具体的语义。因此本文通过汉语内部和与其他语
言的外部比较分析，认为这一“会”的用法应该看作将来时的标记。关于将来时，学
界多数认为由于将来发生的事件都是无法百分之百确定的，因此可以直接归入情态
范畴。可是根据大量的类型学研究结果可以确认两者是各自独立的语义功能范畴。
虽然将来的事态确实存在不确定性，可是情态却不能等同于将来时，因为情态与过
去时、现在时都是兼容的。不确定性只是将来时本来蕴含的一种特性，将来时的本
质和核心是将句子描述的事件在时间轴上进行定位。本文支持把将来时看作确认事
件发生的时间点晚于说话时间的处理方式。也就是说，句子描写了某个事件，可是
该事件的发生要在这之后才能得到确认。也正因如此，事件的发生不能被作为当前
现实，即用现在时的视角进行描述。作为将来时标记的“会”有绝对将来和相对将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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两种用法，后者是以句中或前句描述的其他事件为参照点，而不是以说话事件为参
照的。

“会”表达惯常体、虚拟语气和将来时的用法虽然分别属于体、语气和时制三个
完全不同的上位范畴，可是却存在共同点，即三者都具有非现实性。虽然本文没有
对“会”进行历时的考察，但是根据现有的共时考察结果，我们可以对“会”的五种用法

进行意义联系上的再构拟。以相对将来时的用法为中心其他用法间存在直接或间接
的联系。

本文从功能主义的角度出发，参考了现有的类型学研究成果。作为语言使用者
所以要认识的对象即客观世界是相同的，基本的认知方式是相同的。但是受各种因
素的影响，具体个别语言中，某一具体语法语义范畴的内涵和外延也可能与其他语
言不尽相同。因此本文从体、语气和时制的角度对现代汉语“会”进行的考察，希望
不仅能帮助我们正确理解它的各种用法，进一步管中窥豹发现汉语与其他语言某些
范畴的共性和个性，给从更广的视角来把握汉语提供一定的参考。

关键词: “会”, 认识情态, 非现实, 惯常体, 虚拟语气, 复数性, 将来时, 相对将来时, 

绝对将来时, 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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