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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tiality is a grammatical category indicating the information source.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on evidentiality, six etic categories can be posited: 

visual perception, non-visual perception, introspection, inference, reasoning, and 

hearsay. These six etic categories can be lumped together to form emic categories 

in each language. Mirativity is a grammatical category expressing a new, unex-

pected, unassimilated or non-internalized information. Some languages have a 

obligatory grammatical category of evidentiality and/or mirativity. Korean is not 

such a language. While Korean has many verbal endings and periphrastic con-

structions which contain an evidential and/or mirative component as a subsidiary 

semantic component, they are scattered here and there in the language, and there 

are very few elements which have an evidential and/or mirative component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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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emantic component. Such a situation can be hardly characterized as a evi-

dential or mirative system. However, evidentiality and mirativity are useful for 

describing the meaning of various verbal endings and periphrastic constructions. 

-kwuna and –ney have mirativity as their core semantic components, but they 

differ in evidentiality. -kwuna has few evidential constraints, whereas –ney tends 

to express only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perception or introspection. When 

combined with a past tense element, they can express hindsight, i.e. deferred 

realization both in Middle and Contemporary Korean. -te- was a past imperfec-

tive marker in Middle Korean, but it came to contain additional semantic compo-

nents due to competition with the newly emerging past marker –ess-. As a result, 

-te- has come to express mirativity in the past, and can only express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perception or introspection. -keyss- and –ul kes-i- express 

guessing, but they differ in evidentiality. -keyss- tend to express a guess from 

inference based on perceptual information, whereas –ul kes-i- tend to express a 

guess from reasoning based on general knowledge/assumption. -keyss-, but not 

–ul kes-i-, contains mirativity as a subsidiary semantic component.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elements, there are many periphrastic constructions which 

can be usefully described using evidentiality and/or mirativity.

keywords:  evidentiality, mirativity, modality, perception, introspection, infer-

ence, reasoning, hearsay, 증거성, 의외성, 양태, 지각, 내성, 추리, 

추론, 전문

최근 언어유형론 학계에서 증거성 및 의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유형론적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이 문법요

소들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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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성 및 의외성의 개념 및 양태와의 관계

증거성(evidentiality)이란, 문장에 표현된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입수

했는가, 즉 정보의 근원(information source)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예컨

대, 문장에 표현된 사실을 자신이 직접 감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남으

로부터 전해 들었는지[傳聞(hearsay)],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추리한 것

인지 등을 나타낸다. 영어의 ‘reportedly’ 같은 어휘요소도 傳聞을 나타내는

데, 이것은 어휘요소이기 때문에 증거성 표지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정보의 

근원을 나타내는 어휘요소는 모든 언어에 다 존재하지만, 정보의 근원을 나타

내는 문법요소는 모든 언어에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500개 이상의 언어를 

조사한 Aikhenvald(2004)에 따르면, 전세계 언어의 약 1/4에만 증거성이 문

법범주로서 존재한다고 한다.

증거성을 양태(modality), 특히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의 하위범주

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인식양태는,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참일 확률에 대한 화

자의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확실하게 참

이라든지[확실성(certainty)], 확실하지는 않지만 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든

지[추측], 거짓일 확률보다는 참일 확률이 높다든지[개연성(probability)], 참

일 확률이 0보다는 높다든지[가능성(possibility)] 등을 나타낸다. 하나의 문법

요소가 인식양태의 의미성분과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함께 지니는 일이 흔히 있

다. 예컨대 영어의 ‘must’는 “추리된 확실성(inferred certainty)”을 나타내는

데, 여기에는 “확실성”이라는 인식양태의 의미성분과 “추리된”이라는 증거성

의 의미성분이 함께 들어 있다. 인식양태의 의미성분을 주로 하여 증거성의 의

미가 부차적으로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증거성을 

양태나 인식양태의 하위범주로 보는 견해는 이런 현상을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유형론적 관점에서 범언어적 범주(cross-linguistic category)를 설

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식양태의 의미성분 없이 증거성의 의미성분만 갖는 

문법요소들도 존재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범주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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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개념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이 두 범주를 별개의 범주

로 인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두 범주가 어느 정도로 서로 독자적으로 실

현되는지 아니면 서로 얼기설기 얽혀서 실현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 다음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두 범주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애

초부터 선입견을 갖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증거성의 문법적 표지를 갖는 언어들, 특히 증거성이 하나의 꽉 짜인(tight) 

체계적인 문법범주로서 존재하는 언어들에서 증거성의 문법범주 내에 어떠한 

項들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형론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달리 말하

면, 증거성이라는 보편적 개념공간(conceptual space) 내에 어떤 項들이 존재

하며 이들 사이의 연결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뒤(etic적 접근), 각 언어에서 

증거성 표지들이 이 공간을 분할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emic적 

접근, 의미지도 semantic map). 증거성의 개념공간을 구성하는 항들은 대체

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시지각 (visual perception)

② 시각 이외의 지각 (non-visual perception)

③ 내적 사유, 內省 (introspection, endophoric reflection)

④  지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리 (inference based on perceptual evi-

dence)

⑤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 (reasoning based on general 

assumption, presumptive, assumptive)

⑥ 傳聞 (hearsay, quotative)

Tariana는 위의 6개 중 (근접과거recent past에서) 5개 용법에 대해 표지를 가

지고 있다(Aikhenvald 2004: 2-3).

(1) a.  Juse  i ida di-manika-ka (①시지각)  

Jose football 3sgnf-play - REC.P.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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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 has played football (we saw it)’

      b.  Juse i ida di-manika-mahka (②기타지각)  

Jose football 3sgnf-play - REC.P.NONVIS  

‘Jose has played football (we heard it)’

      c.  Juse  i ida di-manika-nihka (④추리)  

Jose football 3sgnf-play - REC.P.INFR  

‘Jose has played football (we infer it from visual evidence)’

      d.  Juse i ida di-manika-sika (⑤추론)  

Jose football 3sgnf-play  - REC.P.ASSUM  

‘Jose has played football (we assume this on the basis of 

what we already know)’

      e.  Juse  i ida di-manika-pidaka (⑥전문)  

Jose football 3sgnf-play  - REC.P.REP  

‘Jose has played football (we were told)’

위의 6개 용법은 대체로 여러 언어에 대한 記述的 연구를 통해 확립되어 있

는 편이나, ③내성만은 그 범언어적 지위가 좀 불안한 편이다. 티벳계 제어, 

Central Pomo, Nambiquara 제어 등에 나타나는데, 문장에 표현되는 명제가 

지각에 의해서 알아낼 수 없는 것(예컨대 화자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인 

경우에 주로 쓰인다(Tournadre 1996: 206-7, Plungian 2001: 352).

각각의 언어에서 이 6개의 항이 서로 구별되거나 뭉뚱그려져서 그 언

어 나름의 증거성 체계를 구성하는 양상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ikhenvald(2004)에 따르면, 2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단순한 체계로

부터, 6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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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의 

수
분화 패턴 언어 예

2항 

체계

①-③

직접증거 (direct evidence)

직접 지식 (first-hand knowledge)

④-⑥

간접증거 (indirect evidence)

간접지식 (second-hand knowledge)

Balkan

Caucasian

Ob-Ugrian

①-⑤

개인적 증거 (personal evidence)

⑥

mediated 

evidence

Lezgian

Latvian

3항 

체계

①, ②

perception / sensory

④, ⑤

reflected

⑥

hearsay

Quechua

Shilluk

①

visual

②

non-visual

④-⑥

indirect evidence

second-hand knowledge

Siona

4항 

체계

①, ②

perception / sensory

④

inference

⑤

reasoning

⑥

hearsay

Shipibo-

Konibo

Tsafiki

①

visual

②

non-visual

④, ⑤

reflected

⑥

hearsay

East 

Tucanoan

Eastern 

Pomo

5항 

체계

①

visual

②

non-visual

④

inference

⑤

reasoning

⑥

hearsay

Tariana

Tuyuca

6항 

체계

①

시지각

visual

②

기타 지각

non-visual

③

내성

introspec-

tion

④

추리

inference

⑤

추론

reasoning

⑥

전문

hearsay

Central 

Pomo

Nambiquara

단순한 2항 체계의 경우, 정보의 출처가 화자 자신인지(①-⑤) 타인으로

부터 전해들은 것인지(⑥)로 양분하는 체계(Lezgian, Latvian)와, 직접증거

(①-③)인지 간접증거(④-⑥)인지로 양분하는 체계(Balkan, Caucasian, or 

Ob-Ugrian)가 있다(Plungian 2001: 353). 3항 체계는 직접증거(①-③), 추

론(④, ⑤), 전문(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만약 ③내성을 고려에서 제

외한다면, 이 셋 중 첫째는 지각/감각경험(sensory experience)(①-②)이라

고 이름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3항 체계에서 ④와 ⑤가 세분되어 4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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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①과 ②가 세분되어 4항 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두 구분이 모두 이루어져서 5항 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6개의 용법이 모두 

구분되어 있는 6항 체계는 매우 드물다.

의외성(mirativity)이란,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unexpectedness), 

신정보(new information)임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화자의 기존의 지식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새로 알게 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

이다. 화자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상태(unprepared mind)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놀라움(surprise)의 감정을 함께 나타낼 수도 있다. ‘wow’ 등의 감탄

사도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나, 이것은 어휘요소이기 때문에 의외성 표지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서 ‘의외’라는 말의 일상어적 의미에 지나치게 현혹되면 곤란하다. 의외

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화자가 기대했던 것

과 꼭 어긋나야만 의외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해당 명제

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화자의 기존 지

식 체계 속에 이미 포함된 명제가 아니고, 화자가 충분히 예상했던 사실이 아

니기만 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동화/내면화된 지식(assimilated/internalized 

knowledge)’, ‘동화/내면화되지 않은 지식(unassimilated/non-internalized 

knowledge)’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측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간결성 및 최

근 세계 언어학계에서의 관행을 따라 ‘mirativity’ 및 그 번역어 ‘의외성’을 사

용하기로 한다.

또는 이 문제를 의외성의 개념적 정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언어간 변이의 변

수로 볼 가능성도 있다. 즉 의외성의 문법적 표지를 가진 언어 가운데, 이 표지

가 사용 조건이 더 엄격한 언어(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경우[counter-expecta-

tion]에만 사용)도 있고 느슨한 언어(화자가 아무 기대를 갖지 않았어도 사용 

가능)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는 후자에 속한다.

의외성은 언어학의 역사에서 매우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DeLancey 1997). 따라서 아직 연구성과가 별로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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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 시제, 상, 양태, 증

거성 등의 기타 문법범주는 일종의 상위범주로서 그 아래에 여러 하위범주들

이 들어 있다. 시제의 경우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등이 있고, 상

의 경우 [완료상], [결과상], [진행상] 등이 있고, 양태의 경우 그 하위에 인식

양태, 당위양태(deontic modality),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등의 중간

범주가 있고 당위양태의 아래에는 [의무], [허용] 등이 있다. 각 언어의 특정 

문법요소는 이들 하위범주에 속한다. (달리 말하면 특정 문법요소는 이들 하

위범주의 의미성분을 지닌다.) 이에 비해, 의외성은 그 자체가 하위범주인 듯

이 보인다. 특정 문법요소가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혹

자는 의외성을 상위범주로 상정하고, 그 아래에 [내면화된 지식]과 [내면화되

지 않은 지식]의 두 항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고 파악할지도 모른다. 논리적으

로는 일리가 있으나, 실제 언어 자료에서 의외성 표지가 없을 때에, 의외성 표

지가 있을 때에 표현되는 의미와 대립되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는지 의문

이다. 과거-비과거의 대립을 갖는 시제 체계에서 과거시제 표지가 안 나타나

면 적극적으로 비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수(number)의 문법범주를 갖는 언어

에서 복수표지가 안 붙으면 적극적으로 단수로 해석되는 일반적 경향과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의외성을 양태의 하위범주로 자리매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양태의 하위범주 중 평가 양태(evaluative modality) 또는 감정 양태

(emotive modality)라고 불려 온 것이 있는데, 의외성을 여기에 소속시킬 수

도 있는 것이다. 이것도 개념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입장이기는 하나, 유

형론적/경험적 관점에서는 의외성과 양태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밀접한 것으로 

미리부터 전제하기보다는, 의외성과 증거성, 양태를 각각 별개의 범주로 설정

하고, 이들 범주가 교섭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더 겸허한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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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나’와‘-네’

한국어의 ‘-구나’(준말 ‘-군’도 포함)와 ‘-네’는 전통적으로 감탄형

(exclamative) 종결어미로 불려 왔고, 감탄문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

유문, 약속문과 함께 문장유형(sentence type)이라는 문법범주의 한 하위범주

로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문장유형의 나머지 하위범주들이 청자에 대한 화

자의 의사소통상의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자신의 발화가 화자에게 

어떤 의도를 지닌 화행인지]를 나타내는 데 비해, 감탄문은 청자의 존재를 문

제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장유형치고는 특별한 면이 있다. 다시 말해 문장유

형은 일반적으로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인 성격을 지니는데, 감탄문은 

상호주관적인 성격 없이 단지 주관적(subjective)인 성격만 지니는 측면이 있

는 것이다. 물론 특정 청자를 의식하고 그 사람이 들으라고 일부러 감탄문을 

발화하는 일도 있고 ‘-군요’와 같이 상대높임 관련 요소가 결합하기도 함을 고

려하면, 감탄문도 상호주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나머지 문장유형들

과 비교하면 상호주관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독백처럼 쓰

이는 일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용법이라는 데에는 많

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감탄”이라는 의미 표찰(semantic 

label)을 문장유형이 아닌 다른 문법범주로 다룰 만한 이유가 애초부터 존재하

는 것이다.

감탄이 문장유형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논할 성

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언어에 따라 답이 다를 수도 있다. 의외성 표지와 감탄

문 표지가 공기할 수 있는 언어에서는 감탄문을 문장유형의 하나로 볼 가능성

이 높고, 이 둘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하나의 표지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감탄

문을 문장유형과 구별되는 의외성 범주로 따로 설정하는 처리법이 더 온당할 

수도 있다. 감탄문 표지가 동사 구조체 내에서 어떠한 서열적 위치를 차지하

고 어떠한 요소들과 계열 관계를 형성하는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한국어

의 경우 감탄형 종결어미가 기타 문장유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들과 같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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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열관계를 형성하기는 하나, 바로 그 이유만으로 의미-기능상의 범주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나타난다고 해서 의미-기능상의 범주도 같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

문이다(Dixon 2010: 44-45).

의외성과 감탄문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요점만 말하면 ‘-구나’와 

‘-네’는 의외성을 그 핵심 의미성분으로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구나’와 ‘-네’가 증거성의 의미성분도 지니는가? ‘-구나’가 쓰인 문

장에 표현된 정보의 입수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2)  a. 이 꽃 참 예쁘구나/예쁘네. (시각)

      b. 너 목소리 참 좋구나/좋네. (청각)

      c. 이 꽃 냄새 참 좋구나/좋네. (후각)

      d. 국이 참 맛있구나/맛있네. (미각)

      e. 이 옷 촉감이 참 부드럽구나/부드럽네. (촉각)

      f.  (다시 잘 생각해 보니) 아까 내 생각/판단/계산이 틀렸구나/틀렸네. 

(내성)

      g.  (아침에 일어나 길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밤사이 비가 왔구나/??왔네. 

(추리)

      h.  갑: 합격자 명단 보니까 철수도 있더라. 을: 철수도 합격했구나/*합격

했네. (傳聞)

      i.  (철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니까)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있네. 

(추론)

우선 (2i)에서 ‘-구나’와 ‘-네’ 둘 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

다. 표면적으로 보면 ‘-구나’와 ‘-네’ 모두 추론(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결론

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방법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나타낼 수 없는 듯이 보인

다. 그러나, 이것은 ‘-구나’와 ‘-네’가 의외성을 핵심 의미 성분으로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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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도출된 결론은 새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는,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결론을 새로 알게 된 사실이라고 간주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언어에 따라, 그리고 한 언어 내의 문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세계의 여러 언어들을 대상으

로 이 문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2i)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을 것이-’(‘지금도 운동을 하

고 있을 것이다/거야’)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제5절에서 ‘-을 것이-’의 증거

성적 의미 성분을 ‘추론’이라고 본 것과 부합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2i)에서 ‘-겠구나’, ‘-겠네’, ‘-겠지(요)’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

5절에서 논하겠지만 ‘-겠-’은 지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리라는 증거성의 

의미 성분 및 의외성의 의미 성분을 가진다. 따라서 (2i)에서 ‘-겠구나’, ‘-겠

네’, ‘-겠지(요)’ 등은 ‘-겠-’, ‘-구나’, ‘-네’, ‘-지’가 고립적으로 지니는 의

미들의 규칙적인 합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

다. 이렇게 둘 이상의 문법요소가 합성되어 빚어내는 의미는 차후의 과제로 미

루고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i)를 차치하고서 (2)의 나머지 예들을 보면 ‘-구나’는 정보 입수 경로를 특

정 유형의 것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증거성에 대한 제약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네’는 정보 입수 경로가 제한된다. 위의 

(2)에서 ‘-구나’를  ‘-네’로 대치해 보면, (a-f)는 별 문제 없이 가능하고, (g)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h)는 불가능한 듯하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네’는 지각

(1, 2)이나 내성(3)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는 증거성에 대한 제약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구나’와 ‘-네’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네’가 쓰인 문장의 정보 입수 경로 중 3추리도 가능한가의 문제를 좀 더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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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수가 있던 방에 들어가서 철수와 그의 소지품이 사라진 것을 보고)

      a. 철수 벌써 갔구나!

      b. 철수 벌써 갔네!

(3)을 보면 결과 상태를 보고서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추리하는 경우 ‘-구

나’와 ‘-네’ 둘 다 쓰일 수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둘이 차이를 보이는 경

우도 있다.

(4) (시험을 치르고 귀가한 아들의 환히 웃는 얼굴을 보고)

      a. 너 시험 잘 쳤구나!

      b. ??너 시험 잘 쳤네!

(4)를 보면 결과 상태로부터 이전 사건을 추리하는 경우 ‘-구나’는 매우 자

연스러운 데 비해 ‘-네’는 매우 어색하다. (2g)의 ‘왔네’, (3b), (4b) 모두 가

능하다고 판단하는 화자라 하더라도, ‘-구나’가 쓰인 대응하는 문장과는 의미

상 차이가 있다. ‘-구나’의 경우 추리/사유의 과정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반

면에, ‘-네’는 추리 과정이 아예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되고, 문장

에 표현된 사태를 마치 직접 감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양 표현하는 듯이 느껴

진다. ‘-구나’가 쓰인 문장은 어느 정도 사유를 한 뒤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느

껴지는 반면에, ‘-네’가 쓰인 문장은 훨씬 더 즉각적/즉자적인 반응처럼 느껴

지는 것이다.

이것은 (4a)의 ‘-구나’가 질문의 억양으로 발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나’로 표현되는 명제는 사유의 결과물이

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신적 조작(mental manipulation)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문 억양을 동반함으로써 이 명제에 대한 청자의 동의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

다. 반면에 ‘-네’는 훨씬 더 즉자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정신적 조작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질문 억양을 동반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네’가 추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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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듯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구나’에 비하면 훨씬 더 

제약되어 있고, ‘-구나’에 비해 추리 과정이 거의 생략된 즉각적인 반응을 나

타낸다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착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너 착하구나/착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피곤해 

보이는 상대방에게 ‘너 피곤하구나’라고는 할 수 있어도 ‘*너 피곤하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구나’와 ‘-네’는 술어의 의미부류(객관적, 주관적), 

주어의 인칭 등과 관련해서도 모종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검토도 후고로 미룬다.

즉자성/즉각성/현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 ‘-어라’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맛보았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에서는 ‘앗, 

뜨거워/뜨거워라’가 자연스럽고 ‘-구나’나 ‘-네’는 잘 쓰이지 않는다. 날씨가 

추울 때 ‘춥구나’, ‘춥네’는 어느 정도의 사유가 개재되어 있지만 ‘추워라’는 훨

씬 더 즉자적인 반응이다. ‘-구나’와 ‘-네’는 과거시제에도 쓰일 수 있으나(‘-

었구나’, ‘-었네’) ‘-어라’는 과거시제에 쓰일 수 없다(‘*-었어라’). ‘-었어’는 

가능하나, 이 때는 이미 즉자적인 반응은 아니다. 요컨대 즉자성/즉각성/현장

성의 스케일(scale)은 ‘-구나 < -네 < -어라, -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이다.

 

3. 뒤늦은 깨달음

‘-구나’나 ‘-네’가 과거시제 표지 ‘-었-’과 결합하면, 이 둘의 의미로부터 합

성적으로(compositionally) 예측하기 어려운 독특한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

(5) a.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있었네!

      b. 철수가 범인이었구나/범인이었네!

      c. 영희가 철수의 동생이었구나/동생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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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예문들은 과거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나중에 깨달음, 뒤늦은 깨달음(hindsight, deferred 

realization)”의 의미성분이 세계 여러 언어의 의외성 표지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뒤늦은 깨달음”의 의미가 꼭 ‘-었-’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

컨대 (2)에서 ‘-었-’이 쓰이지 않은 경우에도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면 “뒤늦은 

깨달음”의 뉘앙스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었구나’, ‘-었네’가 항상 “뒤늦은 깨

달음”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방금 자기 앞에 나타난 친구를 보고 “왔

구나”라고 할 경우가 그러하다. 그렇기는 해도, ‘-구나’나 ‘-네’가 ‘-었-’과 결

합할 때 “뒤늦은 깨달음”의 의미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

실인 듯하다.

중세/근세 한국어에서는 ‘-더-’와 ‘-옷-’의 화합형인 ‘-닷-’이 “뒤늦은 깨

달음”의 의미를 나타내었다(李賢熙 1994:472).

(6) a.  우리 히 요 예 大師 겨신  모 다니 利天에 겨시닷다 [겨

시-더-옷-다] (我等頃來 不知大師所在 今者 乃在 利天上) <月釋

21:201a>

     b.  이  우리 허므리라 世尊  다시 아니시다 다 [아니-시-닷- -다] 

(是  我等咎 라 非世尊也 시다 다) <法華2:5b>

     c.  니젓따소이다 [닞-어-잇-닷-오- -다] (忘れまるして御座った) <捷解初

3:3a>

(6a)는 “우리가 요사이 大師가 계신 곳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利天

에 계셨구나.”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며, (6b)는 “(전에는 世尊 탓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지, 世尊 탓이 아니셨군요.” 정도의 의미를 나

타내며, (6c)는 “(당신께서 저에게 약을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박) 잊고 있었군요.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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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대인 ‘-돗더-’에는 “뒤늦은 깨달음”의 의미가 없는데 ‘-닷-’에만 그런 의

미가 있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

4.‘-더-’

중세 한국어에서는 ‘-더-’가 “과거 비완망상(past imperfective)”이라는 시

제-상적 의미를 지녀서 “과거 완망상(past perfective)”을 나타내는 Ø와 대립

을 이루고 있었다. ‘-었-’이 침투하지 못한 관형형에서는 이 체계가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종결형 및 연결형에서는 ‘-어 있-’의 문법화에 의해 형성된 

‘-었-’이 새로운 과거시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Ø는 사라지고 ‘-더-’는 특

수한 의미성분을 추가로 지니게 되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Ø는 ‘-었-’과의 

경쟁에서 져서 장렬히 전사한 반면에, 종결형:연결형의 ‘-더-’는 상당히 특수

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빈도도 낮아지고 시제-상 체계 내에서의 위상도 추락했

지만 바로 그 덕분에 ‘-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다. 

‘-더-’는 발화시 이전에 발생한 사태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시제]의 

의미성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었-’과는 달리 그 외의 의미성분을 

더 지닌다.1) 그 추가적 의미성분이 무엇일까?

1)  익명의 심사자는 ‘(일정표를 보니) 내일은 영이가 발표를 하더라’와 같은 예를 들어, ‘-더-’가 
발화시 이후의 사태도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많이 논

의된 사실인데, 이런 예문에서 ‘-더-’의 작용역(scope) 안에 들어오는 명제가 나타내는 사
태는 단순히 ‘내일 영이가 발표를 하-’라는 미래 사태가 아니라 ‘내일 영이가 발표를 할 예

정’이라는 과거 사태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아무런 시제 관련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또는 

현재 시제 요소를 포함하는) ‘-어’, ‘- 다’형이 현재 사태뿐 아니라 예정된 미래(scheduled 
future)를 나타내는데 쓰일 수 있는데(예: ‘나 내일 미국 가/간다’), 이러한 예정된 미래를 나
타내는 명제가 ‘-더-’의 작용역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서의 미래’라고 할 수 있

다. 요컨대 위의 예문은 ‘-더-’가 과거 사태를 나타낸다는 주장에 대해 반례가 되지는 않는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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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어제 영희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 (시각)

      b. 철수 목소리 참 좋더라. (청각)

      c. 그 꽃 냄새 참 좋더라. (후각)

      d. 네가 보내준 김치 참 맛있더라. (미각)

      e. 그 옷 촉감 참 부드럽더라. (촉각)

      f.  어제 너와 얘기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계산

이 틀렸더라. (내성)

‘-더-’가 쓰인 문장에 표현된 사실은 화자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다. 화자의 기존의 지식 체계에 본래 

들어 있던 명제가 아니라 새로이 추가된 명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가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식 시점이 발화시 내지 그 

직전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구나’나 ‘-네’가 현

재에서의 의외성을 나타낸다면, ‘-더-’는 과거에서의 의외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 의외성 표지가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

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와 ‘-구나’가 결합할 때의 의미 합성 양상도 흥미롭다. 이 둘이 결합할 

때 ‘-더-’가 지니는 “과거에 알게 됨”이라는 의미성분과 ‘-구나’가 지니는 “현

재에 알게 됨”이라는 의미성분이 충돌을 일으키는 데, 이 대결에서 ‘-더-’가 

승리하여 ‘-더구나’는 “과거에 알게 됨”을 나타낸다.

‘-더-’가 지니는 증거성 관련 의미는 어떠한가? (7)을 보면 모든 감각 경험

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다 가능하고, 내적 사유/내성을 통해 얻어진 지식도 가

능하다. 즉 직접증거/직접지식(①-③)의 증거성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앞서 증거성의 개념공간을 구성하는 項들 중 ‘③내성’의 지위가 불안정하

다고 했는데, 한국어의 ‘-더-’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많이 축적된다면 ‘③내

성’의 지위가 좀 더 확고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더-’는 傳聞에 의한 정보 입수를 나타낼 수는 없다. ‘X-다더라’는 명

제 X에 대한 전문을 나타내나, ‘-다더라’는 ‘-다(고) 하더라’의 준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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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는 ‘(어떤 사람이) X-다(고) 하-’라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더-’는 또한 추리나 추론에 의해 얻어진 정보도 나타낼 수 없다. 혹자는 

‘그 영화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웃는 걸 보면 그 영화 재미있겠더라.’와 

같은 예를 들어 ‘-더-’가 추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영화를 보

지도 않고서 간접적인 증거만 가지고 ‘그 영화 재미있더라’라고 말할 수는 없

다. 즉 ‘X-겠더라’는 명제 X에 대한 추리를 나타내나, 이것은 ‘-더-’가 ‘X-

겠-’ 전체를 작용역(scope)으로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X-겠더라’에서 

‘-더-’는 X에 대한 증거를 직접 경험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더-’가 지니는 의외성의 의미성분과 증거성의 의미성분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이 둘 중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의외성의 의미성분은 그로부터 도출되는 수반 현상으로 보는 입

장도 가능하다. 터키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는 간접증거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의외성도 나타내는 다의성을 흔히 보이는데, 한국어의 ‘-더-’는 직접

증거를 나타내면서 의외성도 동시에 나타낸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하

나의 문법요소가 지니는 여러 의미성분 사이의 위계관계의 문제도 차후의 검토 

과제로 미룬다. ‘-었-’과 ‘-더-’의 결합시의 의미 합성 양상,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주관 술어와 객관 술어의 구분 문제도 후고로 미룬다.

5.‘-겠-’과‘-을 것이-’

‘-겠-’과 ‘-을 것이-’는 [미래시제]나 화자의 [의도(intention)]를 나타낼 수

도 있고, [추측/추량]을 나타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추측/추량]을 나타내는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추측 표현으로서 ‘-겠-’과 ‘-을 것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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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보니) 곧 비가 오겠다/오겠는데/오겠는걸/오

겠구나/오겠네/?올 것이다.

     b.  (기상 관측 데이터와 기상학의 법칙을 바탕으로 추측건대) 내일 비가 올 

것이다/?오겠다.

(9) a.  (테이블 끝에서 떨어질락 말락 하고 있는 공을 보고) 떨어지겠다/??떨어

질 것이다.

      b.  (긴 테이블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굴러가고 있는 공의 속도/가속도 및 역

학 법칙을 바탕으로 추측건대) 공은 테이블에서 떨어질 것이다/?떨어지

겠다.

(8, 9)를 보면, 감각경험을 통해 얻어진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추측할 때에는 

‘-겠-’이 선호되고, 일반적 지식을 근거로 하여 추측할 때에는 ‘-을 것이-’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즉 ‘-겠-’은 ④추리에 의한 추측을 나타내고, ‘-을 것

이-’는 ⑤추론에 의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겠-’과 ‘-을 것이-’는 의외성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겠구나’, ‘-겠

네’는 가능한 반면에 ‘-을 것이(로)구나’나 ‘-을 것이네’는 매우 어색하다는 사

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겠-’은 추측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는 데

에 주로 쓰이지만, ‘-을 것이-’는 그렇지 않다. 위의 (8, 9)를 봐도, (a)는 추측

을 통해 결론을 얻은 것이 발화시 직전이지만, (b)의 경우 꼭 그렇지는 않다. 

즉 ‘-겠-’에는 의외성의 의미성분이 들어 있지만 ‘-을 것이-’에는 의외성의 의

미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을 거야’, ‘-을걸’도 ‘-을 것이다’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특정 장르/문맥에서는 ‘-겠-’과 ‘-을 것이-’의 차이가 약화 내지 중화될 수

도 있고, 둘 중 어느 한 쪽만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에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맑겠습니다’처럼 ‘-겠-’을 관습적

으로 사용하고 ‘-을 것이-’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때 ‘-겠-’에서 “감각경

험을 통해 얻은 근거”라든지 의외성 같은 의미성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의식을 

거행할 때 사회자가 흔히 사용하는 ‘이어서 ~가 있겠습니다’ 같은 발화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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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이다. 이런 표현은 추측을 나타내는지부터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창운(1991)에서는 추측의 근거가 화자의 전유물인가 화자와 청자가 공유

하는 것인가에 따라 ‘-을 것이-’와 ‘-겠-’이 구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

한 주장에 부합되는 사례도 많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는 반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10)  (점쟁이가 마법의 구슬에 나타난 의뢰인의 미래를 보고서) 자네 내년에는 

결혼 하겠어/하겠네/하겠는데.

추측의 근거가 되는 마법의 구슬에 나타난 양상은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점쟁이 혼자만 본 경우에도 ‘-겠-’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추측의 근거가 지각 

정보이기 때문에 ‘-겠-’이 어울리는 것이다.

6. 기타 迂言的 구성(periphrastic construction)

 문법화의 진전 정도가 낮은 우언적 구성들 가운데, 相이나 양태 관련 의미

를 핵심 의미성분으로 가지면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다. 결과상(resultative aspect)이나 완료상(perfect aspect)은 과거

에 일어난 사건이 남긴 현재의 결과에 주목하는 문법범주인데, 그 초점이 현재

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결과로부터 과거에 일어난 일을 추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추리의 증거성과 매우 비슷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상/완

료상 요소가 추리의 증거성을 부가적인 의미로 지니는 일이 흔히 있다. 반대로 

진행상(progressive aspect)이나 연속상(continuous aspect) 요소는 직접 경

험의 증거성을 부가적인 의미로 지닐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어 있-’이나 ‘-

고 있-’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중세 한국어에서 형용사와 결

합하여 “일시적 상태(temporary state)”(연속상)를 나타내는 ‘-어 잇-’의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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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직접 경험에 의해 얻어진 생생한(현장감 있는) 정보를 나타내는 증거

성의 부가적 의미를 종종 看取할 수 있다(朴鎭浩 2006).

결과상의 대칭으로서 예정상(prospective aspect)이 존재하듯이, 현재 상태

로부터 과거 사건을 추리하는 것과 대칭적인 현상도 존재한다, 즉 현재의 상태

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 예

정상이고, 미래의 일에 초점을 맞추면 미래시제나 추측의 양태가 되겠지만, 현

재 상태로부터 미래 사건으로의 추리 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추리의 증

거성이라는 의미성분을 얻을 수도 있다. ‘-게 생겼다’, ‘-게 생긴’이 현재 상태

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게 생겼-’과 유사한 구성인 ‘-게 엿-’으로부터 

문법화된 ‘-겠-’은 미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겠-’의 문

법화 과정의 중간 단계나 그 결과물인 ‘-겠-’에서 추리의 증거성을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추측을 나타내는 우언적 구성 ‘-은/을 것 같-’도 의외성의 뉘앙스를 동반하

는 일이 흔히 있는데, 이것은 이들 표현의 관습화된 의미인지 화용론적 함축에 

불과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은가 보-’의 경우 문법화가 좀 더 진전되어 현재

형으로만 쓰이고 결합할 수 있는 어미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의외성의 의미

성분이 좀 더 관습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은가 보구나’, ‘-은가 보네’처

럼 의외성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는 점도 방증이 될 수 

있다. 어휘요소든 문법요소든 자주 결합하는 요소로부터 의미를 흡수하는 일

이 흔히 있는데(朴鎭浩 2007), 의외성 요소와 자주 결합하다 보면 그 자신

이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지니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은/을 듯하-’는 ‘-구

나’나 ‘-네’와 잘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외성의 의미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듯하다. ‘-은/을 것 같-’은 ‘-구나’나 ‘-네’와 잘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 

의외성의 의미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 듯하다.

추리와 추론의 차이에 주목해서 보면, ‘-은가 보-’, ‘-은/을 것 같-’은 추측

의 근거가 감각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인 경향이 있다. ‘-은/을 듯하-’의 경우

에는 추측의 근거의 입수 경로가 좀 더 다양한 듯하다.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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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보나 사유의 결과 얻어진 정보도 추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은/을 듯하-’는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 없이 순수하게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에 가까운 반면에, ‘-은가 보-’나 ‘-은/을 것 같-

’은 추측 양태를 핵심 의미성분으로 하되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이 부

가적으로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매우 다양한 추측 표현들의 의미 

차이를 분석할 때, 증거성과 의외성 개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 증거성과 의외성의 지위

의외성은 그 본질상 꽉 짜인 필수적인 문법범주가 되기 어렵다. 의외성의 의

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해당 표지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용하

지 않으면 그만이다. 의외성 표지 없이도 온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고, 의외성

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온전한 문장 뒤에 의외성 표지를 덧붙이면 되

는 것이다. 또는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지닌 요소와 그렇지 않은 무표적 요소가 

교체되어 쓰일 수도 있다. 한국어가 그러한 경우이다. ‘-구나’나 ‘-네’는 무표

적인 종결어미 ‘-다’와 교체되어 쓰일 수 있고, ‘-더-’는 무표적인 과거시제 표

지 ‘-었-’과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요소가 여기저기

에 흩어져 있다. 이것을 의외성 체계(mirativity system)이라고 부르기는 어려

울 것이다.

증거성의 경우, 꽉 짜인 필수적인 문법범주로서 존재하는 언어들이 꽤 있

다. 그러나 한국어는 그런 언어라고 하기 어렵다.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부차

적으로 지니는 문법요소는 꽤 있으나 핵심 의미성분, 유일한 의미성분으로 지

니는 것은 거의 없고,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지니는 요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것을 증거성 체계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결어미들 가운데에

도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지니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길래’의 용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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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화자가 선행절 사태를 지각했을 것을 요구한다(예: ‘철수가 다가오길래 

나도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2) 즉 연결어미 가운데에도 선행절이나 후행절에 

대해 증거성 관련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역시 주된 기

능은 절 접속이고 증거성 관련 의미 성분은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에서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부차적으로라도) 지니고 있는 것들의 종류를 철저

히 조사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증거성과 의외성이 최근 세계 언어학계에서 상당한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해

서 한국어에서 이들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증거성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한국어에서 이들은 많은 경우 문법요소의 핵심 의미성분

이 아니라 부차적 의미성분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들 

문법요소의 의미 분석을 좀 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해 주는 데 증거성과 의외성

의 의의가 있지 않은가 한다.

<약호>

1p  first person subject marker

ACC  accusative case marker

ADN  adnominal ending

CONT continuous (≒progressive) aspect marker

CONTR contrast marker

COP  copula

DEC  declarative ending

DR  deferred realization marker

EXCL exclamative ending

2)   ‘-길래’의 다른 용법에서는 선행절이 의문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문장 전체가 의문문이 
될 것을 요구하는데(예: ‘도대체 뭘 먹었길래 방 안에 냄새가 이렇게 심하냐?’), 이 용법에서

는 선행절에 대해 그러한 요구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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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genitive case marker

GUESS guessing modality marker

HON  honorific marker

LOC  locative case marker

NEG.COP negative copula

NOM    nominative case marker

PAST    past tense marker

POL    politeness marker

RES    resultative (≒perfect) aspect marker

SUBORD subordinative ending

TOP  topic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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