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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의 논의는 아래의 문장에서 출발한다.

(1) a.我每天看完新闻联播后就看天气预报, 特别关注你们那里的天气｡ 《月

光斩》

b.他的下属们, 听完(了)介绍, 用热烈的掌声表示了对 长设计的赞赏｡ 
《月光斩》

c.他只是一口气吞下了五钵饭, 吞完了还不知道刚才吃了些什幺｡ 《马桥

词典》

 문(1)은 모두 결과보어 ‘完’으로 이루어진 동결식 V1V2이다. 문(1a) ‘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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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 뒤에는 ‘了’가 출 하지 않았고, 문(1b) ‘听完’ 뒤에는 ‘了’가 출 하 지만 생

략이 가능하며, 문(1c)의 경우 ‘吞完’ 뒤의 ‘了’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刘勋宁(2002)은 많은 학자들이 ‘了’의 기능을 완료라고 보면서, ‘了’에 하여 ｢‘我
吃了’는 ‘吃’의 동작이 완료된 것이며, ‘书看了’는 ‘看完了’의 의미이다.｣라고 설명한

다고 지 하 다.1) 본문은 刘勋宁의 이 같은 지 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의문

을 갖게 되었다. 의 설명 로 ‘了’가 완료를 나타낸다고 볼 때, ‘我吃了’, ‘书看了’, 

‘看完了’는 모두 완료된 동작이다. 하지만 ‘完’에 한 설명의 필요성은 여 히 남게 

된다. 이에 본문은 다음과 같은 의문 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첫째, ‘了’와 결과보어는 모두 ‘완료’를 나타내는가?

둘째, ‘了’와 결과보어가 같은 ‘완료’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셋째, 동결식 V1V2了에서 ‘了’는 어떤 경우에 출 하지 않는가?

본고는 의 세 가지 의문 에 해서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목

을 둔다. 동결식 ‘V1V2了’와 ‘V1V2(了)’를 근거로 ‘了’와 결과보어의 계를 살피고 

그 차이 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한 선행 작업으로 국학계의 ‘了’와 결과보

어에 한 시각을 살펴보고, 이와 련하여 상의 개념과 상의 한 범주인 상황상

(situation aspect)과 결과보어의 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완료상과 ‘了’, ‘V2’

1. 완료상과 ‘了’

국어에서의 ‘了’는 인 시제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많

은 학자들은 상(aspect)의 개념으로 ‘了’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어 상의 경

우 교차 인 개념이므로 이들 학자들의 ‘了’에 한 정의는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1) 刘勋宁 <现代汉语句尾‘了’的语法意义及其解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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黎锦熙(1924/1992)는 ‘了’를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라 보고 동사의 시제와는 

련이 없다고 하 고, 王力(1944/1984)는 ‘了’를 시간과 련이 없는 완료(完成

貌)로 보았다. 吕叔湘(1990)은 ‘了’가 동작의 완료상(既事相)을 나타내기도 하며, 

결정(决定)과 같은 어기를 나타낸다고도 하 다. 朱德熙(1997)는 ｢‘看了一遍’은 

이미 보았다 라는 뜻으로 ‘看一遍’과 다르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了’의 기능은 동

작의 완료이다｣2)라고 하 다. 朱德熙(1997)의 문을 보자.

(2) a.他下了课就上图书馆去了｡ 
b.下了课再去｡ 
c.关了灯就什么也看不见了｡ 

문(2)에서 (2a)‘下了课’는 과거의 일이고, (2b)‘下了课’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

며, (2c)‘关了灯’은 조건이나 가정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와 같이 국어

에서의 ‘了’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황은 과거나 미래 혹은 어떤 조건이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시제가 아닌 완료로 보고 있다. 한 ‘了’의 이러한 과거 이

외의 미래나 조건, 가정에서 쓰이는 경우가 ‘了’를 시제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了’를 시제의 각도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차 늘어나고 있다. 陈平

(1988)､ 李临定(1990)､ 龚千炎(1991) 등은 국어 연구에 있어 시제(tense)의 

연구는 매우 요하다고 보았고, 刘勋宁(2002)은 더 나아가 국어에도 시제를 나

타내는 자체만의 범주가 있다고 보았다. 刘勋宁은 ‘了’가 표면 으로 보면 과거, 

재, 미래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문장에 나타난 참조시

간3)을 기 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 했다. 즉, 발화시 이 재가 아닌 기타의 경우

에는 사건 발생의 기 이 되는 참조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다음 문을 보자.

(3) a. 1936年10月19日的下半夜, 他休息了｡ 
b.明年, 我该大学毕业了｡ 

2) 朱德熙 《语法讲义》 1997.

3) 参照时间: 참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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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에서 ‘了’는 과거( 문3a)와 미래( 문3b)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모두 사

용되고 있다. 문(3a)에는 ‘1936年10月19日’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문(3b)에

는 ‘明年’이라는 시간이 각각 주어졌다. 이 참조시간을 기 으로 할 때 ‘休息’와 ‘毕

业’는 이미 발생한 동작이나 행 로서, 이는 사실상 ‘了’가 시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 다. 사실 시제는  시제와 상  시제로 나 어 볼 수 있다. 

 시제란 발화시 을 기 으로 하지만, 상  시제란 주어진 참조시간을 기

하므로 ‘了’와 같이 과거, 재, 미래에 모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본문에서는 ‘了’를 상  시제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본문에

서 ‘了’를 완료로 보지 않고 상  시제로 보고자 하는  하나의 이유는 만약 ‘了’

가 완료를 나타낸다면 ‘了’와 결합되는 동사는 그 동사가 갖는 의미  성질을 떠나 

모두 완료를 나타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了’와 결합된 동사들은 완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문을 보자.

(4) a.我看了他一眼｡ 
b.这件事他想了很多年了｡ 
c.商场前面坐了不 人｡ 

문(4)에서 (4a)‘看了’는 완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문(4b), (4c)4)의 

경우는 그 지가 않다. 刘月华(2001)는 교육학  면에서 고려하여, ‘了’에 한 설

명이 ‘완료’ 보다는 동작의 ‘발생’이나 ‘실 5)’이라는 표 이 더욱 합하다고 하

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了’를 상  시제로 보고, ‘실 ’의 의미로 보고자 한다.

4) 刘勋宁(2002)에 의하면 ｢시간을 재, 과거, 미래로 나 어 볼 때, 재는 단지 한 시

(切点)이다. 따라서 한 사건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그 사건은 발화 에 발생했거나 

혹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한 것이다. 발화시간을 기 으로 본다면 ‘V了’는 발화시간 

에 발생하 으므로 과거에 속한다｣고 하 다. 刘(2002)의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문 

4(b), 4(c) 한 이에 속한다고 보겠다. ‘想’을 기 으로 볼 때 ‘想了’는 ‘想’이라는 행

가 벌어졌음을 나타내고, ‘坐’를 기 으로 볼 때 ‘坐了’는 ‘坐’라는 동작이 벌어졌음을 나

타낸다. 단지 ‘想’, ‘坐’등과 같은 동사는 동사 자체가 갖는 의미  특징으로, 문장에서 

‘想’, ‘坐’와 같은 동작이나 행 가 발생된 상태에서 이러한 동작이나 행 가 지속되는 상

황을 보여 다.

5)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379-3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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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상과 ‘V2’

국어에서 상(aspect)에 한 개념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了’가 완료

를 나타낸다는 주장과 동시에, 허화된 의미를 갖는 결과보어 한 완료를 나타낸다

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陈忠(2004)은 ‘完､ 好､ 熟､ 透’와 같은 몇 개의 결과보어

가 ‘了’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龚千炎(1991)은 ‘完､ 掉､ 成､ 
好､ 着､ 住､ 到’ 등과 같은 결과보어가 ‘了’와 같은 상 범주를 나타내는 어법의 수

단으로 보았다. 屈丞熹(1993)는 결과보어가 완료를 나타내는 하 범주(次范畴)에 

속한다고 보았고, 이창호(1998)는 결과보어가 ‘달성’이라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았

다. 이상과 같이 결과보어 V2가 완료를 나타낸다는 견해는 ‘了’를 완료의 표지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혼동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결과보어가 완료를 나타내는 하

범주(次范畴)에 속한다면, 그 범주가 어떤 것인지에 해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Lyons에 따르면 상(aspect)이란 슬라 어 어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사에 한 

문법 범주를 말한다. 이는 시간 역 내의 동작과정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동작의 양태나 성질 등의 차이를 악하는데 있다. 하나의 행 동작은 시간의 축으

로 볼 때 어느 한 시 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행 동작의 내부 과정을 살펴보면 

‘시작-지속-종결’ 단계로 볼 수 있다. 상이란 원래 완료(perfective)와 미완료

(imperfective)를 구분하기 한 개념이지만, 여기서의 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

제와 교차 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에 국어에서는 동사의 상과 련하여 항

상 ‘了’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Smith(1994)는 상을 상(viewpoint)과 상

황상(situation aspect)으로 나 었다. 상은 주로 동사의 굴  형태소 등에 의

해 표시되므로 문법 인 상이라 할 수 있고, 상황상이란 동사와 논항 그리고 부사

류 등에 의해 표 되는 상황 내부의 시간 구조를 의미한다. 결과보어 V2는 앞의 

동사 혹은 논항과의 문제가 가장 한 계로 상황상이라 볼 수 있겠다. 

Vendler(1967)6)은 동사의 상  특징에 주목하여 完结(accomplishment), 活动

(activities), 达成(achievement), 状 (state) 4가지를 유형으로 꼽았다. 이 4가

지 유형에 한 그의 설명을 살펴보자.

6) 陈嘉映 역 《哲学中的语 学》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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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结이란 시간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종착 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 跑一英里(running a mile), 画一个圆圈(drawing a circle)｡ 
活动이란 시간상에서 발생하지만 종착 이 없다.

: 推手推车(pushing a cart), 跑步(running)｡ 
达成이란 순간 인 시각에 발생하는 것이다.

: 到达山顶(reaching the top), 死亡(dying)｡ 
状 란 지속이며 시간상에서 발 하는 것이 아닌 단지 존재할 뿐이며, 시간상

에서의 변화가 없다.

: 知道什么事情(knowing something), 爱某人(loving someone)｡ 

Vendler은 이 4가지 유형을 동사가 갖는 상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

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사와 다른 성분과의 계에서 보여지는 4가지 유형이라고 

하겠다. 특히 동사 뒤에 오는 목 어와의 계가 더욱 하다. 이와 같이 이 4가

지 유형이 동사 자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련된 기타 성분 체에 

의해서 악될 수 있으므로 국학자들은 이를 상황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련된 연구를 논의하 다(邓守信 1986, 陈平 1988, Smith 1990/1994). 邓守信

(1986)은 Vendler의 4가지 분류를 그 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상황유형이 

동사의 분류와 상당한 한 계에 있긴 하지만, 최종 으로는 문장 체를 분석

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황유형을 동사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 다. 陈

平(1988)은状 (state),活动(activity),完结(accomplishment),复变(complex 

change),单变(simple change) 5가지 상황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复变

과 单变은 동결식 V1V2와 련되어 있다. ‘长大､ 拉长､ 变好’ 같은 ‘动形’ 결합과 

‘跑来､ 滑下､ 飞过’ 같은 ‘动趋’ 결합을 复变으로 보고, ‘打破､ 推倒､ 吃完､ 学会’ 

같은 ‘动动’ 결합을 单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의 의미  자질을 보면, 复变류는 

‘동 , 완료, 비지속’의 특징을 가지며 单变류는 ‘동 , 미완료, 비지속’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자는 ‘완료’의 특징을 가지며, 후자는 

‘미완료’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문은 陈平(1988)이 에서 나  复

变, 单变 유형에서의 V2가 모두 V1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때, 이를 ‘완료’, ‘미

완료’의 특징으로 나 다는 견해에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결과’란 이미 동작

이나 행 가 종착 에 도달한 것으로 ‘미완료’의 자질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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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ler(1967)이 분류한 상황상인 ‘완료’와 ‘달성’을 보면 모두 [+종착 ]을 갖

는다. 그러면 ‘완료’와 ‘달성’의 차이는 [+순간 ] 자질에 있는데, 이는 즉 [-순간

]이면 완료, [+순간 ]이면 달성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V1V2인 ‘打破, 洗

干净, 吃饱’7)에서 V2가 나타내는 결과를 Vendler(1967)의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완료 유형인 ‘跑一英里, 画一个圆圈’ 보다는 달성 유형인 ‘到达山顶, 死亡’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본문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로 하여 V2가 나타내는 결과란 

어휘의미 (상황 ) 결과이고, 한 이러한 결과는 V1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

가 진행되다가 [+순간 ] 자질로 종착 에 도달한다고 본다. 이 게 볼 때, V2가 

나타내는 결과는 Vendler(1967)의 4가지 유형인 ‘달성’에 속한다고 보겠다. 한 

V2의 결과가 [+순간 ] 자질로 이루어진다는 은, ‘실 ’을 나타내는 ‘了’와의 

계에서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Ⅲ. ‘了’와 ‘V2’의 경계화 기능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인지언어학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경계화8)의 개념으로 

‘了’의 숨김과 드러냄9)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李兴亚 1989, 陈忠 2004, 吴

福祥 2005, 沈家煊 1995). 李兴亚(1989)는 ‘了’의 숨김과 드러냄을 결정하는 데

에는 5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았는데, 1) 동사 앞에 ‘已经’과 같은 과거를 나타내는 

성분이 있는 경우, 2) 동사 뒤에 수량사구가 있는 경우, 3) 연속되는 동작이 후속

에 이어지는 경우, 4) 동사 뒤에 결과보어가 있는 경우, 5) 문미에 ‘了’가 있을 

경우이다. 그는 이 5가지 요인들  1)2)4)5) 모두 경계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7) 일반 으로 동결식 V1V2에서 V2는 陈平(1988)의 방법과 같이 동사 외에 형용사도 포

함한다. 

8) ‘有界’, ’无界’란 인지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有界’란 시간상에서 볼 때 어떤 동

작이나 행 가 시작 과 종착 을 갖는 것을 말하며, ‘无界’란 시간상에서 볼 때 어떤 동

작이나 행 가 시작 과 종착 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시작 만 있고 종착 이 없는 것

을 말한다. 를 들면 ‘我们跑到学校’는 경계에 속한 동작이지만, ‘我很想家’는 경계에 

속하지 않은 동작인 것이다.

9) ‘隐现’을 ‘숨김과 드러냄’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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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의 숨김과 드러냄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가 든 문을 보자.

(5) a.大炮已经响了三天｡ 
b.大炮已经响三天｡ 

(6) a. 王从桌子上拿了一本书, 便看了起来｡ 
b. 王从桌子上拿一本书, 便看了起来｡ 

(7) a.她吃完了饭, 换上了新衣服, 出门了｡ 
b.她吃完饭, 换上新衣服, 出门了｡ 

(8) a.我昨天回到了 ｡ 
b.我昨天回到 ｡ 

(9) a.我看了三遍了, 怎么还记不住?

b.我看了三遍, 怎么还记不住?

沈家煊(1995) 한 1)2)4)5)의 4가지 요인들이 ‘了’와 같은 완료의 기능을 나

타내기 때문에 ‘了’가 생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는 요인 3)에 하여 ｢후
속 은 앞 에 한 상황을 제한시키는 작용이 있고, 특히 후속 의 동작이 완료

로 나타날 경우, 앞 은 종종 경계화 된 상황으로 인식된다. 이 게 보면, 셋째 요

인 한 경계화의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하 다.

1. ‘了’의 경계화 기능에 하여

경계화란 즉 동작이나 행 가 종착 을 갖는다는 의미이지만, 종착 을 갖는다는 

면에서 보면, 상황의 ‘완료’ 유형과 ‘달성’ 유형의 구별은 오히려 불분명 해진다. 본

문에서는 ‘了’를 상  시제로 보고, 한 ‘실 ’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V1V2에서 ‘V2’가 나타내는 결과란 어휘의미  결과이며, 한 이러한 결과는 [+

순간 ] 자질로 종착 에 도달한다고 하 다. 이 게 볼 때, ‘V2’가 나타내는 ‘결과’

와 ‘了’의 ‘실 ’ 의미는 더욱 분명해 지는데, 이러한 차이 을 가지고 의 문을 

다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  V1V2와 련된 문을 보자.

(10) a.她吃完了饭, 换上了新衣服, 出门了｡
b.她吃完饭, 换上新衣服, 出门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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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은 ‘V1V2了’인 ‘吃完了’, ‘换上了’가 출 한 병렬문이다. 병렬문일 경우 

동작의 실 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을 제외한 기타 에서는 ‘了’가 출 하

여 동작의 실 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앞 에서는 단지 동작이 종착 에 이르

다는 정보만 필요한데, 이는 앞의 동작이 종착 에 이르고 나서야 뒤의 동작이 이

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렬문일 경우 일반 으로 마지막 에만 

‘了’가 출 하여 최종 으로 동작의 ‘실 ’을 나타낸다. 李兴亚(1989) 등은 문 

(10b)에서 ‘了’가 숨겨졌다고 보았지만, 사실 (10a), (10b)의 차이는 ‘出门了’의 앞 

에서 ‘了’가 출 하여 동작의 실 을 나타내거나(10a), 혹은 ‘了’가 출 하지 않으

므로 동작의 실 을 나타내지 않는(10b) 데에 있다고 본다. 의 경우 병렬문이므

로 (10b)가 더욱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다음 문을 비교해 보자.

(11) a.他强 , 中国实行改革 放以来, 人民吃好了, 穿好了, 住好了, 这就证

明这条路走对了10)｡
   ? b.他强 , 中国实行改革 放以来, 人民吃好, 穿好, 住好, 这就证明这条

路走对了｡

일반 으로 병렬문일 경우 앞 에서는 ‘了’가 출 하지 않지만,  문(11a)에

서는 ‘了’의 ‘실 ’ 의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V1V2 앞에 ‘了’가 나타난 경우이다. 

만약 李兴亚(1989)등의 견해와 같이 ‘了’가 생략되었다고 본다면,이 문장은 

(11b)와 같이 비문이거나 어색한 문장이 된다. 문(11b)가 어색한 이유는, V2인 

‘好’가 동작 ‘吃, 穿, 住’의 ‘달성’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후속 에서의 ‘这就证明这条

路走对了’라는 표 과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 ‘这就证明这条路走对了’ 라는 상황

이 되기 해서는 앞 에서 V2의 [+순간 ] 종착 을 나타내는 ‘달성’ 외에 了의 

‘실 ’ 의미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어서 V2가 ‘到’로 이루어진 문을 보자.

(12) a.我昨天回到了 ｡
b.我昨天回到 ｡ 

문(12)는 후속 이 없으므로 (12a)의 경우가 더욱 자연스럽다. 일반 으로 문

10) 말뭉치(corpus) 자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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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끝날 때는 ‘了’가 출 하여 동작의 실 을 보여  뿐만 아니라 상황 체의 실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2b)의 경우, V1V2 뒤에 ‘了’ 없이 단지 V2 ‘到’만 출

하여 [+순간 ] 종착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끝나지 않고 후속 이 이

어지는 느낌이 든다. 다음 문과 비교해 보자.

(13) 他又听到一个人响亮地说: 快掐住他的脖子! 《月光斩》

(14) 果然就有两只冰冷的大手, 掐住了他的脖子｡ 《月光斩》

(15) 林饺子让她喝完,她就喝完,喝完了女人就两腮鲜红,人就焕发得明媚11)｡ 

 문을 보면 문(13)은 명령문으로 V2 ‘住’가 나타내는 [+순간 ] 종착 인 

‘달성’이 강조된 경우이고, 문(14)는 후속 에서 V1V2 뒤에 ‘了’가 나타나 앞 

에서의 ‘果然’이 서술하는 상황과 의미 으로 부합하다고 하겠다. 만약 문(13)에

서 ‘掐住’가 아닌 ‘掐住了’가, 혹은 문(14)에서 ‘掐住了’가 아닌 ‘掐住’로 쓰 다면 

이 두 문은 비문이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것이다. 문(15)는 병렬문으로 V1V2

가 나타난 마지막 후속 에서 ‘喝完了’가 了의 ‘실 ’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 

에서는 ‘喝完’만 나타나 ‘完’의 [+순간 ] 종착 을 기 으로 ‘喝完’의 동작이 다

시 한 번 이어지고 있다. 즉 여기서 ‘喝完’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了의 ‘실 ’이 

아닌 [+순간 ] 종착 인 것이다. 이어서 李兴亚(1989)의 나머지 문을 보자.

(16) a.大炮已经响了三天｡ 
b.大炮已经响三天｡ 

(17) a. 王从桌子上拿了一本书, 便看了起来｡ 
b. 王从桌子上拿一本书, 便看了起来｡ 

(18) a.我看了三遍了, 怎么还记不住?

b.我看了三遍, 怎么还记不住？

문 (16),(17)에 해서 李兴亚(1989)등은 각각 ‘三天’, ‘一本书’가 출 하여 

‘了’와 같은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了’가 생략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문(18) 문

미의 ‘了’가 왜 생략된 것인지에 해서는 설명이 없다. 본문은 문(16), (17), 

11) 말뭉치(corpus) 자료의 문.



동결식 ‘V1V2了’와 ‘V1V2(了)’에서의 ‘了’와 ‘V2’  175

(18)12)의 경우 한 ‘了’가 출 하여 ‘실 ’을 나타내거나 혹은 나타내지 않는 에 

있다고 본다. 문(16)은 후속 이 없는 문장이므로 V2 ‘响’ 뒤에 ‘了’가 출 하지 

않은 (16b)‘大炮已经响三天’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문(17)은 후속 이 이어지는 

문장으로, 앞 에서 V1V2의 실 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了’가 출 할 필

요가 없다고 본다. 한 (17)에서의 후속 이 ‘便’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이는 

앞 에 이어 동작이 바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므로 (17b)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

다고 할 수 있겠다. 吴福祥(2005)은 ‘了’의 숨김과 드러냄은 ‘了’의 ‘경계화’ 기능과 

련이 있다고 보고, 완료란 하나의 상황이 시간상에서 경계를 갖는 것이며, 바로 

‘了’가 상황을 ‘경계화’ 시킨다고 하 다. 陈忠(2004) 한 ‘了’가 가지는 어법  기

능은 경계화에 있고, 어떤 범 의 어휘들 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며, 이 어휘들은 

동사 뒤에 출 하여 결과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이 성분들이 문장에서 차지

하고 있는 치가 ‘了’와 복될 경우, 이 둘의 어법 인 기능이 유사한 이유로 ‘了’

가 이러한 성분들로 체된다고 생각하여 ‘了’의 숨김 혹은 드러냄의 문제를 제기하

다. 다음 문을 보자.

(19) a.那本书看完(了)好几天了｡ 
b.那本书看完了好几天了｡ 

(20) a.他甩掉(了)棉衣赤膊干起来｡ 
b.他甩掉了棉衣赤膊干起来｡ 

(21) a.我早就洗干净(了)那件衣服了｡ 
b.我早就洗干净了那件衣服了｡ 

는 陈忠(2004)이 든 문인데, 그는 V1V2 뒤에 있는 ‘(了)’가 ‘V2’에 체되

어 숨겨졌다고 보았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견해들13)이 ‘V2’가 나타내는 결과

와 ‘了’에 한 기능을 혼동하는 것이라 본다.  문에서의 문제 은 만약 ‘了’가 

숨겨진 상태라면 ‘V2’와 ‘了’ 모두 출 할 경우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12) 본문에서는 了를 了1, 了2로 나 어 설명하지 않고 있다. 문(18)과 같은 경우는 따

로 논의가 필요하다.

13) 인지언어학 측면에서 경계화 이론이 갖는 의미와 성과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본

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동결식 ‘V1V2’에서 ‘了’의 숨김과 드러냄에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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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19b), (20b), (21b) 한 성립되기 때문이다. ‘完､ 好､ 掉､ 住’ 등과 같

은 ‘V2’는 비교  허화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V2’가 나타내는 결과는 어휘  의

미가 분명치 않고, 의미지향14)이 앞의 동사 VI에 있으며 따라서 동작 자체의 결과

를 나타낸다. 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허화된 의미를 갖는 V2가 ‘了’와 같

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문19, 20에서의 ‘完､ 掉’). 陈忠

(2004)은 허화된 의미를 갖는 ‘V2’ 외에 ‘洗干净’과 같은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 문21). 이어서 다음 문을 보자.

(22) a.孩子哭醒了｡ 
     b.她洗干净了衣服｡ 
(23) a.我擦完了桌子｡ 
     b.我忘掉了那个人｡ 

‘V2’가 허화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근거는 ‘V2’만 따로 분리하여 문항과의 결합

을 이룰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 ‘V2’가 실질  의미를 갖는 경우, 동결식 VIV2는 

독립된 두 개의 서술문을 형성하여, 두 가지 사건을 서술한다. 를 들면, (22a)는 

‘孩子哭 + 孩子醒’, (22b)는 ‘她洗衣服 + 衣服干净’과 같은 두 개의 사건을 나타

낸다. 하지만 ‘V2’가 허화된 의미를 갖는 경우, VIV2는 단지 하나의 서술문을 만들 

뿐이다. 를 들면, (23a)는 ‘我擦了桌子 + ?桌子完’, (23b)는 ‘我忘了那个人+ 

?那个人掉’와 같은 단지 한 가지 사건을 나타낸다.

2. ‘完’의 경계화 기능에 하여

동결식 VIV2  가장 허화된 의미를 갖는 V2는 ‘完’이 표 이라 할 수 있겠

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了’의 ‘완료’와 ‘V2’의 ‘결과’를 같은 ‘경계화’란 개념으로 

동일시 하고자 할 때 항상 문에 쓰여지는 표 인 V2이다. 李思旭(2011)는 

‘完’이 경계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의미지향에 따라 ‘完1’, ‘完2’, ‘完3’으로 나

14) 여기서의 의미지향이란 V2가 의미 으로 가리키는 성분을 나타낸다. V2가 가지는 어

휘  의미가 구체 일수록 명사  성분(주어나 목 어)을 가리키고, V2의 어휘  의미

가 구체 이지 않을수록 명사  성분이 아닌 앞의 동사 V1를 가리킨다.



동결식 ‘V1V2了’와 ‘V1V2(了)’에서의 ‘了’와 ‘V2’  177

어 ‘完’이 갖는 경계화의 기능을 증명하고자 하 다. ‘完1’의 의미지향은 동사에 

있고, ‘完2’의 의미지향은 동사와 목 어에 있으며, ‘完3’의 의미지향은 주어에 있다

고 하 는데, 다음은 그가 든 문과 설명을 보며 본문의 견해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24) a.你要真不想救二爷活命, 喝完酒去见二爷一面, 我再 他上西天｡ 
b.周炳刚吃完饭回来, 一转身看见她俩, 就朝门口迎出来两步｡ 

李思旭(2011)는 의 문이 ‘完1’로 이루어졌으며 문(24a), (24b)에서의 ‘完’

은 동사 ‘喝’, ‘吃’의 결과를 나타내므로 동사에 한 경계화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의 견해로 보면 ‘了’가 출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24a)

의 경우, ‘喝完’ 뒤에 동사 ‘去’가 나타나는데, 이는 ‘完’이 나타내는 [+순간 ] 종착

을 기 으로 하여 ‘去’가 곧이어 발생됨을 보여 다. 한 후속 에서 ‘再’가 출

하여 연이어 발생한 동작 ‘喝’, ‘去’를 ‘ 他上西天’으로 이어주고 있다. (24b)의 경

우, V1V2 앞에 ‘刚’이 나타나 ‘吃’의 동작이 막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는 ‘完’이 나타내는 [+순간 ] 종착 과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한 후속 에서 

‘一…就’ 용법이 나오는데, 이 한 ‘完’이 나타내는 [+순간 ] 종착 에 이어서 곧 

발생된 동작임을 알 수가 있다. 만약 ‘了’가 출 하여 ‘吃完了饭回来’ 이었다면 후속

에서 ‘一…就’ 용법이 나타내려고 하는 긴박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다음은 ‘完2’

의 문이다.

(25) a.他走完了82岁的人生旅途｡ 
b.他坚持做完了所有要做的事, 然后回家｡ 

그는 의 문은 ‘完2’로 이루어졌으며, 문 (25a), (25b)에서의 ‘完’은 한편으

로는 동사를 경계화 시키고,  한편으로는 목 어의 명사 성분을 경계화 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V2 ‘完’과 ‘了’가 함께 출 한 이유는 V2 ‘完’이 나타내는 경계화를 

‘了’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본문의 견해는 와 같은 경

우 ‘V1V2’의 ‘실 ’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了’가 출 했다고 본다. 문

(25a)의 경우 ‘그의 82세의 인생 여정’은 ‘走完’이 나타내는 [+순간 ] 종착 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走完’의 실 이 이루어졌을 경우이기 때문이며, 한 만약 ‘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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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 하지 않았다면 이는 ‘完’이 나타내는 [+순간 ] 종착 을 기 으로 한 동작

이 후속 에 나타나는 경우일 것이다. 문(25b)에서는 우리의 견해가 더욱 확실하

게 보인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후속 에 ‘然后’가 나타나 앞 에 한 ‘做完’에 

한 ‘실 ’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完3’의 문이다.

(26) a.几百年的 房子了, 快要塌完了, 你们再来时恐怕就看不到了｡ 
b.那个楼还没有塌完, 他们继续在冲, 这个时候我哭了｡ 

‘完3’로 이루어진  문은 주어에 한 경계화를 이룬다고 李思旭(2011)는 설

명하고 있다. 문(26a), (26b)에서 ‘完’의 의미지향이 주어에 있기 때문에 주어 

‘房子’, ‘楼’와 련된 명사 성분 체를 경계화 시킨다고 보면서, ‘了’의 출 (26a)

과 출 하지 않은(26b) 것에 하여는 언 이 없다. 본문의 견해로 보면, 문

(26a)에서 ‘了’가 출 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는 ‘塌完’의 실 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후속 과의 연결에서 의미상 성립이 되지 않는다. 후속 에 이어지는 ‘你们

再来时恐怕就看不到了’의 의미는 ‘塌完’의 실 이 이루어진 ‘塌完了’의 경우에만 가

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순간 ] 종착 을 강조하는 ‘塌完’에 이어지는 상황

이 ‘你们再来时恐怕就看不到了’로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 둘째는 ‘塌完’ 앞에 ‘快

要’가 나타나 ‘了’의 출 을 강요하고 있다. 문(26b)는 V1V2 앞에 ‘没有’가 출

하여 ‘了’의 필요성이 사라져 버렸다. 여기에서의 ‘没有’는 ‘塌’의 동작이 ‘完’이 나타

내는 [+순간 ] 종착 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了’가 나타내는 ‘실 ’의 의

미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26b)를 통하여 V2의 ‘달성’과 ‘了’의 ‘실 ’은 

그 의미에 있어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Ⅳ. 결론

본문은 동결식 ‘V1V2了’, ‘V1V2(了)’를 근거로 상에 있어서의 ‘了’와 ‘V2’의 계

를 규명하고자 하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 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다.

첫째, ‘了’와 V2는 모두 ‘완료’을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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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了’와 V2가 같은 ‘완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

가?

셋째, V1V2에서 ‘了’는 어떤 경우에 출 하지 않아도 되는가?

본문은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로 ‘了’를 상  시제로 보고 ‘실 ’을 나타낸

다고 보았으며, ‘V2’가 나타내는 결과는 [+순간 ] 자질로 종착 에 도달하므로 상

황유형인 ‘달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로 볼 때, 의 의문 들에 해서 설명이 

되어졌다고 생각한다. ‘了’와 ‘V2’를 혼동하는 이유는 이들의 기능이 모두 ‘완료’나 

‘경계화’에 있다고 보는데 있다. 특히 여러 학자들은 V2가 ‘경계화’ 기능을 갖는다고 

하여, V1V2 뒤의 ‘了’가 생략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결식 ‘V1V2了’에서 보자면 

‘경계화’란 명칭은 오히려 ‘了’와 ‘V2’가 갖고 있는 자질  특징을 희석화 하여, 이 

둘의 구별을 더욱 혼동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경계화란 ‘완료’, 

‘종착 ’, ‘결과’ 등을 갖는다는 의미로 경계화를 이루기 까지의 과정이 무시되었다

고 여겨진다. 따라서 동결식 ‘V1V2了’에서의 ‘了’와 ‘V2’의 계를 설명하는 이론으

로는 합하지 않다고 본다. ‘V2’가 갖는 [+순간 ] 자질은 ‘了’와 ‘V2’의 계를 

설명하고자 할 때 놓치면 안 될 가장 요한 특징이자 차이 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은, 의미상 허화된 정도가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 V2 ‘完’

의 의미지향이 동사 V1에 있는 반면에, ‘了’는 의미지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는 것이다. 이 차이 은 ‘了’와 ‘V2’의 계를 구별하는데 있어서 분석 단계부터 차

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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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主要对动结式V1V2了, V1V2(了) 察“V2”和“了”之间的关系, 并力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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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释这样的一个问题: “了”为什么有时出现在“V2”后面, 而有时不出现｡ 本文把

“了 ”看成相对时制并表示 “实现 ”义, 并把 “V2”看成表情状类型的 “达成 ”｡ 
Vendler(1967)按照动词的特点所分出的“达成”类跟“完成”类都有“终结点”, 两

之间的差别在于“达成”类具有[+瞬间性]到达终结点的特征｡ 本文根据“V2”具有

[+瞬间性]特征并分析相关句式V1V2了, V1V2(了)时发现,“了”确实有“实现”义｡ 
如果句子要强 V1V2的“实现”义时, 则“了”一定要出现(如“他强 , 中国实行

改革 放以来, 人民吃好了, 穿好了, 住好了, 这就证明这条路走对了)｡ 如果句

子要强 V1V2中V2的[+瞬间性]时, 则“了”一般不出现｡ (如“林饺子让她喝完, 

她就喝完, 喝完了女人就两腮鲜红, 人就焕发得明媚｡”)龚千炎(1991)等学 认为

V2“完､ 掉､ 成､ 好､ 着､ 住､ 到”表示与“了”类似的“完成体”, 而且有些学

(李兴亚 1989, 陈忠 2004, 李思旭 2011)根据“有界”理论力图解释V1V2后面

“了”的隐现｡ 但我们认为“有界”也可以看成“完成”, “终结点”, “结果”等, 我们通

过本文的分析, 可以看出这是一个忽略了情状内部过程的观点｡ 因此, 我们认

为“有界”理论不太 合讨论V1V2后面“了”的隐现问题｡ 还要注意的一点是, 从

语义指向来看即使是虚化程度高的V2“完”､ “好”等, 它们的语义仍在指着前面

的动词V1, 而“了”不存在它的语义指向｡ 从这一点可以看出, “V2”和“了”不在一

个层次, 在分析过程中不应该把它们放在一个层次去讨论｡ 

【主題語】

동결식 V1V2了, V1V2(了), 완료, 실 , 달성, [+순간 ]자질, 경계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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