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大學校 師大論驚 第33輯( 1986. 12 . 30)

國語 活用語尾의 網究

--- ‘-다’ 終結 寂述語尾의 意、味---

李 庸 周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과 전달의 도구다. 특정한 사물을 지시하고 특정한 의미를

표현(1)하도록 만들어진 기호의 체계이며 표현의 형식이다. 언어에 의해서 상호 이해가 성

립되고 협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용자들끼리 휴정 형식이 특정 의미블 표현하도록 묵시적

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많은 言‘語理論과 記述이냐 說明의 방법이 연구되었2...나， 그것아 크게 유행하고

유행하지 뭇한 것과는 별로 관계 없이， 언어학자들은 지구상의 한 언어를 완벽하게 기술하

고 설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때로는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여 염청난 욕심을 부린 일

도 없지 않았￡냐 언어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이다. 물

론 상당한 진전이나 개선이 있은 것응 사실이다.

언어를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연구 조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특정언어가 사용되는 현실을 관찰하고 어떤 형식이 어떤 사물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오며 어떤 형식이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느냐를 기술하는 것이다. 대

상언어를 관찰하고 그 의미· 용법을 기술하는 것이 실용 중심의 평범한 작엽이라 하여 가볍

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철저하게 언어사용의 현실에 입각한 의미 용법의 기술이야말로 언어

연구의 기본적인 과제이며 언어를 대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한된 일 중의 하나라 생

각된다. 언어는 본질적오호 사람들이 표현 전달의 수단오로 만든 것이기 때운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어의 의미 용볍의 기술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장구한 세월을 두고 이 일을 시도했으나 어떤 한 언어에서도 만족할만한 성

과를 얻지 못했다.

본고는 한국어의 의미 용볍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인 동사의 ‘-다’終結 寂述形을 중섬으로

* 이 논문은 1985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환 결과엄.

(1) 언어형식이 사물을 대표하는 것에 ‘指示’라는 용어활 사용하고 언어형식이 意味를 나타내는 것

을 ‘表現’ 이 라고 하겠다마.

내용과 그것을 대표하는 語離와의 곡관f계에도 적용한다. 또 sentence가 현실세계의 어떤 사건이

나 현상등을 대표할 대도 ‘指示’릎 사용하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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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語尾의 의미폰척인 구조와 그 용법의 일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S로 말하면 ‘-는I L다’ ‘-았/었다’ ‘~겠다’ ‘ 았었/었었다’등 활용어미를 근간A로

하고 이들 어마를 구성하는 일부 형태소듭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았/었겠다’ ‘-았었/었

었겠다’와 이들 각각에 이른바 敬語法과 관련된 主體尊待 ‘ 시~’의 첨가 여부， 相對尊待의

階層的인 다양성 o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각종 어미의 용볍과 그 의미흔적인 구조를， 指示的

意味를 중심으로， 분석 기술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만족

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해결해야 할 난

제가 너무 많다.

R

동사 활용에서는 ‘-다’가 직접 語幹에 연결되어 寂述終結形을 이루지 않는다L 화자가 표

현하고자하는 心的內容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필요한 만큼

‘ 다’에 선행하도록 첨가된다. 다만 형용사의 경우는 어간에 직접 ‘-다’가 연결되어 종결

될 수 있다.

(1) a. 철수는 매일 산에 오른다.

b. 영회는 어제도 학교에 갔다.

c. 복남이는 지금 서울에서 살겠다.

d. 순이는 어제 여기 왔었다.

e. *철수는 매일 밥을 먹다.

f. 이 꽃은 매우 아름답다.

g. 너는 아직도 젊다.

(l)의 arvd는 동사의 어 간 다읍에 각각 ‘-다’ 에 ‘ - L ’ ‘-았-’ ‘ 겠-’ ‘-았었-’ 이 선행

한 語尾가 나타난 동사의 사용예다. 그리고 e는 현실적인 발화로서 부적격이다. 동사의 어

간에 ‘-다’가 직정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f와 g는 형용사인데 이들의 경우는 어간에

직접 ‘{다’가 연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마의 형태옳 用言의 서술종결어미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arvd에서 처 럼 ‘-다’에 선행하는 형태소들은 모두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선택 사용된 것￡로 간주한다.

다음 (2)는 (1)에서 예시한 ‘~다’에 선행하는 네 개의 형식이 두 개씩 겸쳐서 사용된 발

화다.

(2) 8. 철수는 어제도 학교에 갔겠다.

b. 순이는 어제도 여기 왔었겠다.

c. 청이도 어렸을 때는 매우 귀여웠겠다.

d. 이 꽂이 만말했을 때는 매우 아름다웠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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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a b는 동사， c d는 형용사의 예다. 모두 ‘-았-겠-’ ‘-았었-겠-’의 결합이 ‘-다’에

선행한 어미들이다. 동사에만 사용되는 것ι로 설명되는 ‘-는j L -'은 ‘-았-’ ‘-겠-’ ‘-았

었-’등 세 개의 형식과 결합되지 않는다. 또 이들의 결합에서 ‘-겠-’은 항상 다른 형식 뒤

에 오며 결코 선행하는 법이 없다.

소위 主體尊待의 ‘-시-’는 어미를 구성하는 여러 형태소 중에서 제일 앞에 나타나는 것

이다. 즉 어간 바로 다음에 쓰인다. 굳이 예를 들 것도 없으나 설명의 필요상 (3)의 예릎

들어 둔다.

(3) 선생님이 오신다(오시었다， 오시겠다， 오시었었다， 요시었겠다， 오시었었겠다).

지금까지 예로 든 발화는 모두 소위 相對尊待에서 가장 낮은 話階의 발화들이다. 지금까

지 예로 든 모든 발화는 ‘-다’ 바로 앞에 ‘-습니/닙니」를 삽입하면 가장 높은 話階의 발

화들이 된다. 그 중간 話階에 있는 것들은 ‘-다’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편의상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예를 하냐씩만 들어 둔다. (4)의 a는 가장 낮은 화계의 발화이고 b는 가장

높은 화계의 발화다.

(4) a. 얘， 영회가 저기 온다.

b. 선생님， 영회가 저기 옵니다.

결국 동사의 ‘-다’終結 寂述語尾는 앞에서 거흔한 몇 개의 형태소가 단독으로 또는 복합

적ξ로 어떤 것이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의마를 나타내게 된다.

우선 여러가지 시간사와 함께 쓰인 동사의 ‘-는j L다’ ‘-았/었다’ ‘-겠다’ ‘-았었/었었

다’形의 의미와 용법을 개관한다 (2)

m

現tE와 未來 指示의 時間詞와 함께 쓰얀 ·‘v -는다’ 활용형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 發話時

이후의 動作 • 過程 • 狀態 등과 말화시 현재 지속중언 動作 • 過程 • 狀態등이 지 시 대 상이 된

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v-는다’도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적격문을 만들지

는뭇한다.

騎時完結動作動詞의 ‘v-는다’형은 현재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후의 동

작 • 과정 • 상태등을 지시한다. 이들 지시대상은 시간사가 지시하는 時間園에 속한다.

(5) 철수는 {혈} 출발한다

시간사가 ‘지금’인 경우에도 ‘오늘’인 경우에도 발화 (5) 가 지시하는 풍작은 향상 말화

(2) 이 부분은 각각 별개 주제로 발표한 바 있는 내용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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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후다. 말화시 현재 진행중인 봉작을 지시하지 않는다. 이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

어가 지시하는 동작의 購時完結이라는속성 때문이다.

缺如狀態가 지시 대상언 동사 ‘결석하다’의 ‘v-는다’형이 현재 시간사 ‘오늘’과 함께

쓰인 (6) a는 발화시 이후의 ‘오늘’ 있을 동작을 지시하지만 시간사 ‘지금’과 함께 쓰언

(6) b는 부적격이다.

(6) a. 철수는 오늘 컬석한다.

b. *철수는 지금 결석한다.

(6) a는 오전 9시 가 등교 시간언 철수가 9시 이전에 학교 아난 장소에 있고 9시 이후 하

교 시간까지 학교에 있지 않을 것임을 나다내는 말화다. 발화시 현재 철수는 아직 缺席인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다. 만일 등교 시간이 9시 이고 하교 시간이 17시 인 철수가 9'"'-'17시

현재 학교에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6) a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誤用

이다. 거듭 말하지만 (6) a는 발화시 현재 지속중인 缺如狀態를 지시하거나 표현하는 발화

가 아니다.

持續未完結動作動詞 ·過程動詞의 ‘v-는다’형이 현재 지시의 시간사 ‘지금’과 함께 쓰

인 (7) a b는 모두 발화시 현재 진행중인 동착이 나 과청을 나타낸다.

(7) a. 철수는 지금 영희네 집에서 공부한다.

b. 네가 성은 나무는 지금도 무럭무럭 찰 차란다.

그러나 현재 지시의 시간사 ‘오늘’과 함께 쓰인 (8)의 a'"'"'c는 말화시 현재의 통착 • 과정

을 나타낼 수도 있고， 말화시 이 훈의 ‘오늘’ 있을 동작 •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8) a. 철수는 오늘 영희네 집에서 공부한다.

b. 세계 정세는 오늘도 끊임없이 변한다.

c. 두고 보아라. 오늘은 사정 이 많이 달라진다.

(8) a, b의 지시대상은 말화시 현재의 행동이나 변화일 수도 발화시 이후의 행동이나 변

화일 수도 있다. 그러나 (8) c의 지시대상은 반드시 발화시 이후의 ‘오늘’ 있을 변화다.

‘두고 보아라’와 같은 맥락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의마가 제한된다.

어떤 종류의 동사블 막론하고 그 ‘v-는다’형이 미래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적격

하게 만들어진 발화는 모두 발화시 이후의 동작 • 과정 • 상태등을 나타낸다.

{이따가1
(잉 a. 철수는 i내 일 t 출발한다.

b 철수는 {않햄} 영희너l 집에서 공부한다

C. 내일 정세는 틀럼없이 호전펀다.

d. 철수는 내일 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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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arvd는 차례 로 聯時完結動作動詞 • 持續未完結動作動詞 •過程動詞 • 缺如(狀態)動詞

다.

어떤 종류의 동사도 그 ‘v-는다’형이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적격문을 만들

지 않는다. (10)의 arvd는 모두 부적 격 이 다.

(10) a. *철수는 {짧} 출발한다

b. *철수는 {짧} 영희네 집에서 공부한다

c. *철수가 섬은 나무는 {짧}도 무럭우럭 자란다

d. *철수는 {짧} 결석한다

대체로 ‘v-는다’형이 현재 시제와의 관련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시

제와 무관하다는 의견도 나요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v-는다’ 형은 발

화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동작 • 과정 • 상태등보다는 발화시 이후의 동작 • 과정 • 상태등을

나타내는 기능이 절대 우제하다. 그러므로 ‘v-는다’는 그것이 아우리 현재지시의 시간사

와 함께 쓰인다 해도 시제법주의 ‘현재’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앞에서 예로 든 말화들의 ‘v -는다’ 형은 어 간이 지시하는 동작 • 과정 • 상태등에 대한 話

者의 判斷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다만 다음과 같이 화자 자

신이 주체 안 1λ、稱主語의 발화의 경 우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

(11) a 냐는 {짧} 출발한다

b 냐는 {옮휠} 영희네 집에서 공부한다

c 나는 {옮룹} 결석한다

이들의 지시대상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겠다. (1I) arvc의 ‘ v-는다’는 ‘ v-겠다’로

대치해도 적격이며 현실적￡로 이 두 활용형이 함께 쓰이고 있다. 그래서 ζv-겠다’ 와 같

이 ‘v-는다’도 화자의 결심이냐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

나 필자는 일단 이 두 어형을 구벨하는 방볍을 택하고 ‘v-는다’는 화자 자신의 결심 내지

의도에 대한 스스로의 判斷을 나타내는 것￡로 보고자 한다.

행용사에서는 이 ‘-는/ L -’이 쓰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W

‘ v-었다’ 활용형은 현재 •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전인， 시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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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는 시 간권에 있어서의 동작 • 과정 • 상태등을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

부 동사의 경우는 ‘v-었다’형이 현재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현재의 상태나

관계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있어서의 사건을 나다내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그리

고 원칙적우로 미래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적격문을 만들지 않￡나 예외에 속하는

특벨한 용법도 있다.

특수한 경우블·재외하면 현재 • 과거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v..，었다’형은 발화시 이

전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권에 있어서의 동작 • 과정 • 상태등을 나타낸다.

hI 二:1..\

(12) a. 냐는 {강료} 도착하였다.
‘~ "- J

(71 二2 1

b. 철수는 {끼료} 열심히 공부하였다.
‘..>--근 J

c. 고추가 오늘 많이 붉었다.

d. 오늘 하늘의 별물은 유난히도 반짝거렸다.

e. 철수는 오늘 결석하였다.

(12)의 a"-'e는 순서 대로 購時完結動作動詞 • 持續末完結動作動詞 • 過程動詞 • 狀態動詞 •

缺如動詞의 ‘v-었다’형이 현재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발화다. 이듭은 모두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 간권에 있어서의 발화시 이전의 동작 • 과정 • 상태가 지시대상이다. 이것이 대

부분 동사의 일반적인 용법이다.

그런데 (12) e는 그것이 사용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교한 철수의 친구가 다른 사

람에게 (12) e와 같이 말할 때는 분명히 말화시 아전의 ‘요늘’의 결여이고， 다른 학급의

친구가 화자에게 ‘오늘 철수 왔니 ?’하고 물었을 때 ‘철수 오늘 결석이다’와 같은 의미로

(12) e와 같이 말했다면 이것은 말화시 현재의 결여다. 또 다음 (13)을 보자.

(13) a. 너 지금 돈 얼마나 가졌니 ?

b. 지금 만원 가졌다.

(13) a는 의문이기 때문에 ‘가졌니’가 되었지만 (13)은 a b 모두 ‘v-었다’가 현재지시

의 시간사 ‘지금’과 함께 쓰인 것인데， 이 발화가 나타내는 것은 발화시 현재의 금전의 소

유다 (3)

。l 와 같이 현재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v-었다’형이 현재의 사건이나 관계등을 나

타내기도 하는 점 간과할 수 없다. 다음 (14)의 a b와 같온 용법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

는 것이다.

(14) a. 배탈이 났으나 이제 저녁은 다 먹었다.

b. 철수의 욕을 했으니 너 이제 죽었다.

(3) ‘지금 만원을 내 것으로 하커 위하여 칩었다’와 같은 의미로 (13)b가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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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다 .. ‘ v -었다’ 형식인 (14) a가 더 일반적이나 ，‘다’가 없는 (14) b와 같은 형식도 쓰이

고 있다. 이런 발화에서의 ‘v-었다’블 과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15) a"-'e에 서와 같이， 동사의 종류와 관계 없이 과거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 V 었

다’형이 발화시 이전， 시간사가지시하는 시간권에 있어서의 동작·과정 ·상태를 나타내는

데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15) a 영회는 {짧} 출발했다

f아까1b. 복남이는 t어 저1 학교에서 놀았다.

c. 꽃나무는 어 제 많이 자랐다.

d. 벌은 어제밤에도 반짝거렸다.

e. 나는 어제 결석했다.

일반적으로 ‘v-었다’형이 미래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얘서 척격한 발화를 만들지 않는

다. (16) a"-'e는 모두 부적격 이 다.

(16) a. *철수는 내일 도착하였다.

b. *영회는 이따가 학교에서 놀았다.

c. *이 묘목은 내 일도 많이 자랐다.

d. *벌은 내 얼도 반짝거 혔다.

e *철수는 내일도 결석하였다.

그러나 다음 (17) a'"'"'c와 같은 용법도 있다. 앞에서 거론한 (14)도 이러한 例에 속한다.

(17) a. 비가 온다니 내일 낚시는 다 갔다.

b. (고칩 부리지 말고 내일 너도 함께 떠나자)

그래， 내일 출말했다.

c. 내일은 모처럼 공부했다.

(17) a"-'c가 모두， ‘v-었다’가미래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발화들이지만 현재지시의

‘오늘’과 함께 쓰여도 적격이다. 일반적인 용볍은 아니지만 현실적오로 사용되고 있는 말

들이다. (17) a의 ‘다 갔다’는 ‘뭇가게 되었다’이고 b와 C는 모두 主體가 話者 자신이며

출발하고 공부하는 데 대한 모처럼의 결의를 나타내는 발화들이다.

이와 같은 용볍으로 보아 ‘v-었다’블 과거시제로 설명하기보다는 불완전하나마 完了의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발화 (18) "-' (21) 에 서 좀더 확실해질 것이다.

(18) a.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가다가‘왔다.

b.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갔다가 왔다.

(19) a.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가다가 왔다.

b.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갔다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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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가다가 왔다.

b.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가 왔다.

(21) a. 철수야， 내일은 착교에 가다가(도중에서) 되돌아 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b. 철수야， 내 일은 학교에 갔다가 요너 라.

(18) "-' (21)은 각각 현재(지금) .현재(오늘) .과거 ·미래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얀 발화

들이 며 a와 b는 각각 ‘가다가 왔다’ 와 ‘갔다가 왔다’ 인데 a는 목적지 인 학교에 다 가지 않

고 되돌아온 것이며 b는 목적지인 학교까지 다 간 것이다. 이런 것은 시제로 설병하기 어

렵고 1末完了와 完了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형용사의 경우는 통사에서처럼 ‘-았/었-’을 시제로 보지 않고 完7로 보기가 어

렵다.

(22) a. 그 칩은 어제 대단히 조용했다.

b. 어렸을 때의 그의 성격은 매우 사나웠다.

C. 네 요라는 어제도 매우 았다.

(22)의 a"-'c는 어느것 하냐 完了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다. 더 예를 들 것도 없다.

형용사는 動詞化의 경우를 빼고는 본다 성질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完r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22) 의 딸화와 같이 語尾 ‘-았/었-’을 취하기도 하고 (23)의

발화와 같이 어마 ‘-았었/었었-’을 취하기도 한다.

(23) a. 그 집은 어제 대단히 조용했었다.

b. 어렸을 때의 그의 성격은 매우 사나웠었다.

C. 네 요리는 어제도 매우 썼었다.

이러한 형용사의 서술종결어미는， 그 상태가 過去라는 시간권의 것이었음을 나타내기 위

하여 사용되는 것a로 생각된다 (4)

V

‘ v-겠다’형은 대체로 현채 • 미래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후 시간사가 지

시하는 시간권에 있어서의 동작 • 과정 • 상태등을 나다낸다. 다만 2，3A稱 主語일 때 持續

末完結動作動詞·過程動詞·狀態動詞등의 ‘v-겠다’행이 현재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현재 지속되는 동작 • 과정 • 상태등을 지시하기도 한다.

(4) ‘-았었-’은 ‘-았-’과 ‘-었-’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방법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방법이

있다. 필자는， 이미 南基心‘1972’가 밝힌 바와 같이， ‘-았었-’의 前者 ‘-았-’은 어간모음에 따

라 ‘보았었다’ ‘먹었었다’와 같이 ‘-았-’￡로도 ‘-었-’￡로도 나타나나 後者 ‘-었-’은 항상 ‘
었-’ ξ로만 나다냐는 점등을 고려하여 ‘-았었-’을 하나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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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지시의 시간사와 'v-겠다’ 가 함께 쓰여서 적격한 발화를 만들지는 못한다.

(24)의 a'"'-'e처 럼 어떤 종류의 동사를 막론하고 현재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 V 겠다’

형이， 화자 자신이 주체일 때는 반드시 말화시 이후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권에 있어서의

동작 • 과정 • 상태 등을 나타낸다.

(24) a 나는 {꿇} 출발하겠다

b 나는 {쪼훌} 칩에서 공부하겠다

c. 나는 오늘 많이 젊어지겠다.

d. 나는 오늘 학교에 냥아 있겠다.

e. 냐는 오늘 결석하겠다.

이들 동사는 각각 그 의미자질이 갈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용볍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

이지만 여기서는 모두 발화시 이후의 사건들을 나타낸다. 시간사가 ‘지금’일 때는 발화시

로부터 사건시까지의 간격이 짧고， 시간사가 ‘오늘’일 때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간격이 長

短 여러가지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이들 두 시간사가 지시하는 時間園의 長短

때문이며 발화시 현재 진행 • 지속되는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때의 ‘v-겠다’는 화자의 동작에 대한 자신의 의도 결심을 나다내는 것오로 설명될

수 있다.

주최가 2·3.A稱의 경우는 형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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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b의 옹사는 순시완결동작동사다. 이러한 경우는 화자와 주체가 한 자리에 있기 때

문에 그 출발이 발화시 이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b의 주체언 철수는 화자와 한 자리

에 있을 경우도 있고 서로 멜리 떨어져 있을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 출발은 분명

히 말화시 이후의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발화시 이전에 철수가 이미 출발했을 수도 있고

마출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b는 그러한 시간쉰에 철수가 출발할 예정엄을 아는 사람으

로서의 막연한 추측이다. 그러나 질제로 ‘출발’이란 동작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말화시 현재 진행중인 출발’아 지시대상이 아넘은 분명하다.

(26) a. 너는 지금 집에서 일하겠다.

b. 철수는 지금 집에서 일하겠다.

(26) a는 화자와 챙자가 함께 학교에 있으면서 하는 대화로서는 부적격이다청자가 집

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의 접￡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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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발화가 된다. b도 마찬가지다. 화자가 철수와 함께 집 아닌 다른 곳에 있우면서 이렇

게 말하지는 않는다. 철수가 집에 있는 것을 알거나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화자만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24시 간을 지시하는 ‘오늘’이 사용되면 청자와 주체가 다른 곳에 함께 있어도 적격이 될

수 있다.

(27) a. 너는 오늘 집에서 일하겠다.

h 철수는 오늘 집에서 일하겠다.

(27) a는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아침 일찍 산보길에 청자인 주체를 만나서 한

말이라면 a가 지시하는 사건은 발화시 이후의 오늘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집에

있는 ‘너’에게 전화로 한 말이라면 발화시 현재가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b는， 3人稱이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은 발화시 현재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고

말화시 이 후의 사건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 V 겠다’는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에 있어서 진행중이거나 장차 있을， 동사

어간이 지시하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

(28) arvd에서와 같이 과정동사 기타 지속성을 띈 동사의 ‘v-겠다’형의 용법도 이와 비

슷하다.

(28) a. 지금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리겠다.

b. 오늘밤도 하늘에셔는 별들이 반짝거리겠다.

C. 그 화초는 지금도 잘 자라겠다.

d. 정세는 오늘도 달라지겠다.

미래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v-겠다’형이 발화시 이후，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권

에 있어서의 동작 • 과정 •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9) a. 나는 내일 출발하겠다.

b. 나는 내일 학교에서 운동하겠다.

C. 나는 내일 결석하겠다.

(29) arvc에 서와 같이 화자가 주체인 경우 ‘v-겠다’는 화자의 의지 또는 결심을 나다낸

다. 시간사는 몽사 어간이 지시하는 동착 • 상태등의 시간권을 밝혀는 구실을 한다.

현재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였을 경우 그러했듯이 2'3人稱 주체의 경우 미래지시의 시

깐사와 함께 쓰인 ‘v-겠다’는 (30) arvd에 서 와 같이，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권에 있어서

의 주체의 동작 • 과정 • 상태등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로 설명될 수 있다.

(30) a. 너는 내일 떠나겠다.

b. 영희는 내일도 등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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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형편은 내 일도 호전되겠다.

d. 그렇게 잠을 자지 않2-띤 내 일은 모두 결석하겠다.

‘v-겠다’형이 과거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31) arvd는 모두 부적격이다.

(31) a. *철수는 아까 출발하겠다.

b. *영회는 어제 술을 마시겠다.

c. *묘목은 어 제 많이 자라겠다.

d. *철수는 어제 컬석하겠다.

31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v-겠다’형은 화자 자신이 주체인 경우 화자의 의지나 결심을 나

타내고 다른 사람이 주체 인 경 우 화자의 추측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겠-’ 이 형용사 어 간에 연결된 (32) arvc는 모두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32) a. 지금은 꽃들이 매우 아음답겠다.

b. 어제도 꽤 더웠겠다.

c. 어제 그의 연기는 매우 흘륭했었겠다.

W

'v-었었다’ 는 과거 • 현재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적격한 발화를 만들지만 마래지

시의 시간사와 어울려서는 적격한 발화를 만들지 않는다.

(33) a. 청수는 아까 그 일을 시 작하였었다.

b. 어제 네가 전화했을 째， 차돌아는 밥을 먹었었다.

c. 이 나무는 작년까지만 해도 잘 자랐었다.

d. 이 지구상에는 일찍부터 생명이 존재하였었다.

e. 어제， 사고 현장에 의사가 달려왔을 왜 그 부상자는 아마 죽었었다.

(33) arve는 ‘ v-었었다’가 과거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발화들이다. 이블응 모두 시

간사가 지시하는 시간권에 있어서의 동작 • 과정 • 상태등을 냐타낸다.

다음 (34) arve는 ‘ v-었었다’가 현재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발화둘이다.

(34) a. 철수는 오늘 여기 왔었다.

b. 오늘 네가 전화했을 때 칠수는 밥을 먹었었다.

c. 오늘 형편은 매우 호전되었었다.

d. 오늘 벌은 유난히 반작거 렸었다.

e. 오늘， 사고 현장에 의사가 달려 왔을 때 부상자는 거의 죽었었다.

현재지시의 시간사라고는 하나 ‘오늘’은 24시 간이 라는 긴 시간대이므로 발화시 이전에 상

당한 시 간이 있다. 밤화시로부터 소급하는 시 간이 걸면 걸수록 과거 라는 의 식 이 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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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지시의 시간사 ‘지금’은 원칙적S로 발화시 또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앞 뒤의 짧

은 시간대를 지시하므로 (35) arve의 ‘지금 y-었었다’ 는 발화시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

을 소급한 시 간에 있어서의 동작 • 과정 • 싱태등을 지시한다.

(35) a. 철수는 지금 여기 왔었다.

b. 지금 네가 전화했을 때 철수는 공부했었다.

C. 시험지의 빛깔은 지금도 변했었다.

d. 지금 지구상에는 어떤 위기가 존재했었다.

a 지금 철수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해 그는 거의 죽었었다.

‘v-었었다’가 미래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 적격한 발화를 만들지는못한다. (36) arv

e는 모두 부적격이다.

(36) a. *철수는 내얼 여기 왔었다.

b. *철수는 。1 딱가 낚시하였었다.

c. *그 나무는 내일도 많이 자랐었다.

d. *내일도 별은 반짝거렀었다.

e. *그 기차는 내일 이곳에서 정거하였었다.

이와 같이 ‘y-었었다’는 미래지시의 시간사를 제외한 과거나 현재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권에 있어서의 동작· 과정 • 상태블 지시하거나와 현재지

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었을 때도 그것이 지시하는 사건은 발화시 이전의 것이다.

‘y-었었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동작· 과정 • 상태등이 繼組되거나 持續되는 것과 관계없

이 사용된다.

(37) a. 철수는 이곳을 출발했었다. 그러나 차가 고장이 냐서 30분 후에 되돌아왔다.

b. 어제 내가 철수를 만나려 서울에 갔을 때 철수는 우리집에 오기 위하여 이미 서울을 출발

하였었다.아직 이 곳에 있지만 내일은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

(38) a. 어제 네가 전화했을 째， 철수는 밥을 먹었었다. 네 전화를 받고 먹던 밥을 그대로 놓아 두

고 나가 버렸다.

h 어제 네가 전화했을 때， 철수는 밥을 벡었었다. 내가 전화를 받는 동안에도 철수는 밥을

먹느라고 정시이 없었다.

(37)은 購時完結動作이고 (38)은 持續未完結動作이 다. (37) a는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

지 못하고 되돌아 온 것이고 (37) b는 목척지까지 갔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 y 

었었다’형을 사용하고 있다. (38) a는 밥먹던 행동이 단절되었고 (38) b는 단정 없이 계속

되었다. 역시 ιy-었었다’ 형 이 사용되었다. 단절과 지속은 助詞 • 접속사 • 부사 그리고 先

行되거나 後續되는 문장에 의해서 명시되었다.

결론적으로 'y~었었다’ 는 과거나 현채지시의 시간사와 함께쓰여서 발화시 이전， 시간사

가 지시하는 시 간쉰에 있어서의 동작 • 과정 • 상태등을 지시하거니와 그들은 사건의 단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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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과는 무관하다. ‘ v-었었다’는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권에 동사 어간이 지시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하는 話者의 심적태도를 나타내는 형식이다.

‘-았었-’ 이 형용사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W

한국어 동사의 서술종결형 내지 그 어미를 거론하는 경우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른바 主體尊待의 ‘-시 -’와 相對尊待의 ‘-습니 / 닙 니 -’ 다.

이들은 話者와 主體， 화자와 聽者 사이의 인간관계와 主體냐 聽者에 대한 화자의 心的態

度 여하에 따라 구분 사용되는 것이다. 발화 (39)로 설명하기로 한다.

I 옵니 다.

(39) a 저기 철수가{ 짧
l 온다.

(오십니다.

b 저기 선생닝이 { 울지$:
l 오신다.

(39) a는 주체존대의 ‘-시-’가 첩가되지 않음 발화다. 주체가 화자와 대등하거나 손 아

래 사람의 경우다. 적어도 손위 어른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b는 주체가 ‘선

생넘’이묘로 ‘-시-’가 펄요하다. 화자와 주체와의 관계에 따라 ‘-시-’의 첨가 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

서술종결어미의 경우 청자와 화자와의 관계 여하가 그 선택을 결정한다. 부모나 스승과

같은 손위 어른이 청자인 경우에는 ‘-습니 / 8니-’가 쓰여야 하며， ‘-오， -게， -L다’ 가 쓰

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 오，게， -L다’ 가 쓰일 자리， 화자와 대등하거나 화자의 손

아래 사람이 청자인 경우에 ‘-습니 / 8니-’가 쓰일 수는 있다. ‘-오， -게’는 대등하거나 손

아래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형식이다. 다만 부부간에는 ‘-게’가 아니라 ‘-오’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 상대에게 사용된 ‘-오’는 ‘-게’보다 좀더 청중한 표현이 된다. 그

러나 이 두 형식은 젊은 학생들 사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는/L -’ 기타 (1) '"'-'(38)

에서 예시한 모든 서술종결형들은 상대존대의 가장 낮은 화계에 속하는 것우로 〔敬意〕라는

자질이 전무한 형식이다. 이것은 원칙적￡로 대등하거나 손아래 사람에게만 사용하되 대퉁

한 경우에도 부부간에 사용하지 않고 화자나 청자나 서로 체변을 차려야 할 처지에서 사용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만 경의의 표지가 전무할 뿐 상대방을 낮추거나 하는 형식이 아니

라는 견해에 펄자도 옹의한다. 이것도 손위 어른에게 사용될 수 없는 형식이다.

결국， 상대존대는 손위 사람에 사용하는 것과， 대등하거나 손아래 사람에 사용하는 구;분

이 있고， 후자의 경우， 다시 경외즐 표하는 형식과 겸의의 표지가 전무한 형식의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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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체존대나 상대존대나 경어법은 결국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른 일정

한 제약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의 사용은 객관적얀 인간관계만￡로 구분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화자와 청

자가 나이 지긋한 친구끼리라고 하자. 이때 서술종결어미는 상황에 따라 어느것이든 사용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객관적인 언간관계가 아닌 청자를 대하는 화자의 여러가지 態度

에 의한다. 존경의 여부， 사랑과 미움， 친근과 소원 등 여러 가지의 화자의 心的態度 여하

가 어느 어미블 택하는가를 결정한다. 주체존대의 ‘-시-’도 마찬가지다. 同-‘ 主體라도 그

에 대한 화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시-’를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컨대 주체존대의 ‘-시-’의 사용 여부나 상대존대 화계의 선태운 화자의 주체나 청자에

대한 태도의 표현이다.

W

이상 고찰한 바를 근거로 ‘ 다’終結의 寂述語尾를 구성하는 각 형식의 의미폰척 기능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5)

CD-다 :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반 서술종결어미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간에 직

결되나 동사의 경우는 다른 성분이 하나 이상 선행한다.

~-시- - 동작주체와 회-자와의 객관적인 上下의 관계와 주체에 대한 화자의 心的態度에

따라 ‘-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Q)-았/었- - 흔히 時制範購의 過去로 설명 하기 도 한다. 그런데 동사의 경우는 시 제 보다

完了相￡로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다만 形容詞에서는 相￡로 설명될 수 없다.

@-았었- - 동작 • 과정 • 상태등이 發話時 以前에 있었던 것임을 표현한다.

@ 겠- 主體가 화자 자신인 경우는 화자의 의지 결섬등을 나타내고， 주체가 2-3人稱인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推測 기타블 표현한다.

@-는/L - : 동사의 종류에 따라 發話時 현재냐 발화시 이훈의 동작 • 과정 • 상태에 대한

判斷을 표현한다고 생각된다. 형용사의 활용에서는 나타나지 않오며 동사의 활용에서만 나

타난다. 동사의 標識 내지는 動詞化素로 설명될 수도 있다.

@ 습니/닙니 聽者에 대한 화자의 敬意， 정중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相

對尊待에서 가장 높은 話階다.

이들 각 형식의 복합으로 형성되는 동사의 ‘-다’終結 寂述語尾는 ‘-는/ L다’ ‘-았/었다’

(5)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별자 나름으로 엠시적인 견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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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었었다’

기능을 일괄 圖示하면

‘-시었다’

國語活用語尾의 맑究

‘-았었/었었다’ ‘-겠다’

‘-시겠다’ ‘-시었겠다’ ‘-시었었겠다’흥 12개 다.

이들 여러 형식이 어미를 구성하는 방법과 각 성분의 의미론적인

다음과 같다.

‘-신다’‘-았었/었었겠다’‘-았/었겠다’

……

웠
述
終
結

냐

←

l
」

-

펴
(
有
標
)

F

@
해
→

……

j相
對
尊
待

“
-
-
좁
니

-
「
/
셔
、

H

觀
-
…
…

…

1判
斷
기
타

L끼

얘
」
/

-:;?)

ι

…

ι

L
」

1
니
l

鍵
{싹…

…

i

씬

의
-
‘
‘
‘
‘
…

…
‘
‘
-
-
歸
據
心
的
範
뽑
-
-
-
-
’
’

1推
測
기
타
‘

￠

”ψ

한
-
」

“

事
件
에
대
한

…

-
」
‘

話
-
{

“

…

-
기
」

-…

…

--•

、
“
/

尾
-
→

‘

…11t前
違
件
志
向
j
}

었

었

語
~씬…

發
컴
뼈
멸
以
1
A
얘

찌
찌파
시

-
카

/
「

…)

카

싸

1
」
l

“…

’
(
有
標
)

主
體
尊
待

객
장
녕
{i11
”ι

|語幹:專件指示 l

이 것은 펄차나름의 하나의 試圖에 불과하다. 아직 ‘ 다’ 終結寂述語尾를 구성하는 각 형

식의 의미 • 용법도 확실히 밝히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대로 고쳐 쓰겠다.

부분적으로 본고의 내용과 관련이 있거냐 유사한 주제의 필자의 기발표 내용이 본고와 다른

것은， 본고에서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敵文考흉쫓

곡f樓出版社 (1972， 現代國語 時制에

單行本

高永根(1983) . r國語文法의 짧究J . 搭出版社.

金敏洙(1971) . r國語文法論J . ~懶關.

金敏洙(1981) . r國語文法論J. 一湖聞.

김석득(1971) . r국어구조론J . 연세대 출판부.

金宗澤(1984) . r國語話用論J . 螢雪出版社.

羅鎭錫(1972) . r우리 말의 때매김 연구J . 과학사.

南基心(1978) . r國語文法의 時制問題에 관한 昭究J .

1.



36 師 大 論 靈 (33)

한 問題 ; 1975, 이 른바 國語時制의 基準時點問題에 대하여 등 6編의 論文)

서청수 (1978) . I"국어구문론연구J. 탑출판사.

서정수 (1984) . I"존대법의 연구J . 한신문화사.

nJ(;著澈(1985) . I"現代國語 待週法 船究J . 開文社.

朴榮順(1985) . I"韓國語 統離論J . 集文堂.

李翊燮 • 任洪秘(1983) . r國語文法論J. 學文社.

張京姬(1985) . I"現代國語의 樣態範鷹昭究J. 챙出版社.

宋錫重 (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η Korean. Indina Univ. 박사학위 논문.

Lee, Hong Bae (1970). A Stμdy of Korean. Syntax, 범한서 적 주식 회 사.

황적륜(1975) . Role of Socioli:ηgμistics in Foreign Langμage Ed，α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탑출판사.

2. 論 文

高永根(1965) . “現代國語의 寂法體系에 대한 빠究"， r國語陽究J ， 15.

高永根(1966) . “現代國語의 直說法에 대 한 構造的昭究， r語學짧究J， 3-1.

高永根(1974) .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陽究， r語學찜究J， 10

高永根(1974) . 現代國語의 尊명法에 대 한 船究， r語學陽究J ， 10-2.

金相大 (1976) . “國語時制表示의 特徵"， I"국어교육J， 26.

金錫得(1968) . “現代國語尊待法의 一致와 그 據大構造"， r국어국문학J ， 41.

金錫得(1968) . “韓國語 尊待法의 據大構造， I"A文科學J， 20.

金錫得(1974) . “한국어의 시상"， r한불연구J 1, 연세대학교 한불연구소.

金昇坤(1972) . “用言의 大過去 時制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55. 56. 57.

金昇坤(1983) . “現代國語의 尊待法 船究"， r文湖j 8, 건국대교학.

金宗澤(198 1) . “國語 待遇法體系를 再論함" -聽、者待遇를 中心우로， r한글J， 172.

김차균(1980) .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r한글J， 169.

검차균 (1980) . “국어 시제의 기본적 의마”， 池憲英 先生 古精紀念論盡.

남기심 (1981). “국어존대법의 기능"， r人文科學J ， 45.

노대규 (1979) . “상황소 (deixis)와 한국어의 시제"， r문법 연구j， 4.

朴榮順(1976) . “국어경어법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 r국어국문학J， 721'-'73‘

서 정수 (1972) . “現代國語의 待遇法 將究"， r語學隔究j， 8-2.

서정수 (1976) . “국어시상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r문볍 연구J ， 3.

石￡올燈(1977) . “한국어 연화층의 화용흔적 근거"， r言語와 言語學J， 5.

成暑澈(1970) . “尊單法의 한 考察"， r語文學J ， 23.

成暑澈(1970) . “國語尊待法昭究"， r忠北大論文集J ， 4.



國語活Jfl語尾의 陽究 37

성기철(1974) . 經驗의 形態， ‘었’에 대하여， r문법 연구J ， 1.

이기용 (1975) . “時相에 관한 意味公準의 設定"， r語學昭究J， 11"'2.

이기용(1976) . “時間論 : 지금의 意味"， r語學%究J ， 12"'2.

이기용(1980) . “몬테규 문법에 입각한 한국어 시제의 분석"， r언어 J， 5'" 1.

李南淳(1981) . “現代 國語의 時制와 相에 대한 없究"， r國語짧究J， 46. ’

李굶成(1975) . “韓國語 終結語尾와 對A關係몇素의 相關 關係에 관한 연구(1)"， r人文科

學J， 33,34.

李承:fIg (1958). “國語의 時制陽究"， r國語陽究J ， 6.

李庸周(1983) . “韓國語 動詞의 意味論的 分類와 ‘"，-L다j-는다’形의 意味에 관한 연구”，

「師大論盡J . 27,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李庸周(1984) ‘ “時間副詞와 動詞의 ‘'"겠다’ 活用形이 나타내는 動作의 時間的 樣相"， r師

大論覆J， 28.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李庸周(1984) . “時間副詞+었다’ 가 나타내는 動作의 時間的 樣相"， r師大論靈J ， 29, 서울

大學校 師範大學.

李庸周 (1985) . “‘v-는다’ ‘v-었다’ ‘v-겠다’의 意味， 時制範廳와 관련하여"， r師大論

靈J， 31.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李庸周 (1986) . “‘ V -jA-었었다’ 指示對象외 時間과 推移"， r국어교육J， 55,56.

李翊燮(1974) . “國語敬語法의 體系化 問題， r國語學J ， 2.

李翊燮( 1979) . “相對時制에 대하여"， r冠織語文昭究J， 3.

이 정 (1978) . “시제와 시상"， r허웅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J .

이정민 (198 1) . “한국어 敬語 체제 연구의 제문제”， 한국인과 한국문화， 섬성당.

李鍾微(1964) .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의 짧究"， r國語昭究J， 12.

李鍾澈(1969) . “바로때매김(直接時制) 이제이음(現在繼續에 對한 Aktionsart的 解釋-統蘇

論的 同心構成에서 deep structure를 中心으로-"， r국어 국문학J， 42,43.

任洪秘(1976) . “尊待讓讓의 統蘇節次에 대하여"， r문볍 연구J， 3.

張奭鎭(1973) . “時相의 樣相 ‘계속’ ‘완료’의 生成的 考察"， r語學昭究J ， 9"'2.

趙멀鐘(1980) . “國語動詞의 時制昭究"， r忠北大學校 論文集J， 4.

黃뼈倫(1976) . “韓國語 尊待法의 社會言語學的 記述， -그 形式化의 可能性 記述， r言語

와 言語學J， 4.

黃週倫(1976) . “國語의 尊待法" (공동토흔)， r언 어 J， 1"-'2.

김남걸 (1974). “Double Past in Korean", Foundations of Laηguage， 12.

朴榮II頂 (1978). Aspectin the Developηzent of Commμηicative Competeηce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Deference System.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학위논문.



38 師 大 論 驚 (33)

李료효成 (1973). “ Variation oj Speech Leνels aηd lvterpersonal Social Relationship iπ Kore

an", r閔山李鍾洙博士 領壽論靈J .

Lee, Chung-min. (1973) . “The Korean Modality in the Speech Act", rPapersiπ Linguis

ticsJ, University of Michigan. 1"-'2.

기다. 時制， 相， 寂法， 用言의 終結語尾， 敬語法과 直接間接흐로 관련된 論著.



國語活用語尾의 없究 39

Etude des Terminaisons Declinables du Coreen

-Sur la terminaison finale declarative '-ta’ -

Resume

Y01ig-Joo Lee

En coreen, les terminaisons declaratives e:xpriment 1’ attitude mentale du sujet parlant

vis-a.-vis de 1’actant, I’evenement et I’ interlocuteur. Pour completer une terminaison, plus

d’un element parmi ceux qu’on appelle des terminaisons avant-dernieres, ‘- Sl - ’ , ‘ ass/dss-’ ,

'-ass dSS-’ , ‘- kess- ’ ‘- nin/ n- ’ , ‘- sipnij pni-’ , s’associe(nt) a. ‘- ta’ et constitue (nt) une

forme composee.

Le schema ci-dessous visualise la maniere de composition des terminaisons ainsi que la

fonction semantique de chaqu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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