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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었었-’의 맥락적 의미 배열 
 

 

마에무라 카즈아키  

 

 

本研究の目的は、‘-었었-’の脈絡的意味を設定し、日本語の‘-ta’と対照した結

果を基準に脈絡的意味を適切な順序で配列することである。先行研究は、文法

項目の配列を、目標言語に関する難易度だけで決定し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

能力の養成には、脈絡的意味を日本語との関係によって得られる相対的難易度

を基準に配列すべきである。先行研究と韓国語教材からの脈絡的意味を[経

験],[断絶],[期待],[確認]と設定し、‘-ta’の意味を[過去]と設定した。意味決

定には、主語の種類と動詞の性質が関与することに注目し、主語の種類と動詞

の性質を[過去]を表すための条件と対照する。相対的難易度は、脈絡的意味と

[過去]の関連性の程度を把握した後、主語の種類と動詞の性質が、‘-ta’の場合

と一致するかを把握する。相対的難易度を基準とすれば、[断絶]-[経験]-[確

認]-[期待]のような配列順序となり、これは、使用頻度を基準とした配列順序

と相通する。結局、‘-었었-’の脈絡的意味の配列においては、相対的難易度の

みを基準とすれば十分であると結論づけられる。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었었-’의 맥락적 의미를 설정하여 일본어 ‘-ta’와 대조한 

결과를 기준으로 이를 적절한 순서로 배열하는 데 있다. 맥락적 의미는 

‘-ta’와의 대조를 통한 상대적 난이도를 중심으로 배열하되 빈도를 부가적으로 

고려하고 난이도와 빈도를 융합한 기준으로 배열하기로 한다.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다. 곽지영 외(2007)는 

문법 항목의 분석적 제시가 의사소통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분석적 

제시를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었었-’을 한 

형태소로 취급해야 한다. 문법 항목의 단계적 배열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염두에 둔다면 개별 문법 항목의 맥락적 의미도 세밀하고 단계적으로 

배열해야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었었-’의 맥락적 의미는 

배열 기준을 근거로 단계적으로 제시하게 마련이다. 의사소통이 맥락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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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라서 맥락마다의 의미 배열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문법 항목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맥락적 의미를 단계적으로 배열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거나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맞춘 의미 전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맥락적 의미의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연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부담없는 의사소통을 

촉진하도록 도움을 준다.  

‘-었었-’의 교육 방안과 문법 항목의 배열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김지영(2011)은 ‘-었었-’의 맥락적 의미를 [단절], [확인], [경험]으로 설정하고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단절] → [확인] → [경험]의 순서로, 난이도를 기준으로 [경험] 

→ [단절] → [확인]의 순서로 배열한다. 난이도의 결정은 모국어인 중국어와의 

‘일대일, 일대다’ 등의 대응 관계에 의존하였다. 결국 [단절] → [확인] → [경험]의 

순서로 배열하여 이를 PPP 모형으로 교육함을 제안하였다. 유해준(2017)은 

중국인 학습자의 과거 시제 표현의 오류를 조사하였다. 오류는 ‘이다’관련, 

‘-었었-’관련을 비롯한 5 종류로 분류되는데, 특히 중국어에 대과거가 없어서 

‘-었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었었-’은 현재가 과거와 단절된 상황을 

표현한다고 지도할 수 있다. 마에무라카즈아키∙김명순(2017)은 ‘-ta’와의 대조를 

통해서 ‘-었었-’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었었-’의 맥락적 의미를 [경험], 

[확인], [대조]로 설정하여 ‘-ta’의 [과거]와 의미적 관련성을 대조한 후 관련성이 

깊은 것에서 얕은 것으로 교육함을 제안하였다. 김제열(2001)은 초급 문법 

항목을 한국어 교재에서 선정한 후 난이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종결형, 

격조사, 연결형을 배열하였다. 방성원(2004)은 ‘-다고’ 관련 형태의 용법을 

설명하고 한국어 교재가 다루는 관련 형태를 발췌한 후 학습 내용의 선정과 

배열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용법이 인용, 연결, 종결 그리고 발화인용·내면인용, 

이유·설명의 근거, 의문·평서·감탄으로 하위 분류한다. 선정 기준을 실용성, 

원형성, 대표성, 균형성으로 하면 ‘-다고’는 대표적인 용법을 균형 있게 

학습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는 준거를 다룬다. 배열 기준을 관련성과 

난이도로 하면 인용>연결>종결이고 발화인용>내면인용, 의문>평서>감탄의 

순서이다. 김서형(2007)은 약속 표현인 ‘-기로 하다, -ㄹ게, -마, -세’에 대해 

한국어교재와 학습자 말뭉치를 조사하여 ‘-기로 하다, -ㄹ게’를 학습용 문법 

항목으로 뽑았다. 사용 빈도와 음운∙형태∙통사∙의미∙화용 측면에서의 난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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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기로 하다>-ㄹ게>-마’처럼 배열하였다. 장미라(2010)는 ‘-니까’의 

의미기능과 형태·통사적 제약을 확인하고 한국어 교재에서 ‘-니까’ 관련 형태를 

추출하여 ‘-니까>-ㄹ 데니까>-ㄹ 거니까’와 같이 배열하였다. 기본형이 

[이유∙원인] [배경]을 나타내고 이를 위한 주어 인칭 제약, 선행절 시제 제약, 

서법 제약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용 빈도 혹은 형태 복잡성, 의미 원형성,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배열하였다.  

단계적 배열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활동을 촉진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문법 

항목들의 배열로 인해 의사소통의 촉진을 모색하였지 개별 문법 항목의 

의미들의 배열로 인해 의사소통의 촉진을 모색하지 못하였다. 또한 배열 기준은 

일본어와의 대조를 통한 상대적 난이도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학습자는 

모국어와 일치하면 목표어의 난이도에 막론하고 쉽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상대적 난이도를 마련한다. 

 

2. ‘-었었-’의 기본적 논의 

2.1 정의 

2.1.1 배열 기준 

문법 항목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사용 빈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배열하여 난이도와 빈도를 중심으로 유용성,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법, 기능과의 긴밀성을 기준으로 삼았다(장미라,2010:156). 빈도는 말뭉치를 

활용하여 자주 사용되는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쉬운 반면 난이도는 

학습자의 모국어, 학습 경험, 언어학에 대한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 

양명희∙석주연(2012:68)에 의하면 난이도는 하나의 문법 항목이 다양한 의미 ∙ 

기능을 할 때 적용이 필요하다. 맥락적 의미는 한 문법 항목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단계적 배열에는 난이도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난이도의 결정에는 Prator 의 「난이도의 위계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목표어와 모국어를 대조하여 상이한 부분이 간섭을 일으키거나 학습의 

문제점을 발생하게 한다. 두 언어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가 대조의 대상이고 

모국어와 많이 다른 목표어의 분야는 학습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류의 발생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김재욱,2004:3). 다시 말해 ‘언어 간의 상이=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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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성=오류 유발’을 설명한 샘이다. 그러나 언어 간의 상이가 습득의 난이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언어 간의 상이가 오류 유발의 원인이 되지도 

못한다. 또한 「난이도의 위계성」은 ‘있다 : 있다’ ‘있다 : 없다’의 대립 및 ‘2개 

이상 있다 : 1 개 있다’의 대립만으로 난이도를 결정한다. ‘있다’는 ‘있다’라도 

‘무엇이 얼마만큼 어떻게 있는가’의 어느 한 부분에 주목하여 목표어와 모국어 

사이에서 다른지 여부로 인해 결정되는 난이도를 고찰하지 못한다.   

본고는 「난이도의 위계성」 중에서 목표어와 모국어가 같으면 쉽고 다르면 

어렵다는 개념을 이용하여 ‘무엇이 얼마만큼 어떻게 있는가’의 어느 한 부분을 

대조한 상대적 난이도를 결정한다. 상대적 난이도는 학습자의 언어권을 정하고 

목표어의 복잡도와 학습자 모국어 복잡도와의 대조를 통한 관련성 정도로 

판단한다. 방성원(2004), 김서형(2007), 윤혜진(2011)은 한국어의 형태, 통사, 의미 

측면의 부족함이 난이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어미가 통사 

단위로 기능하므로 어미의 의미는 문장 전체에 미쳐서 결합하는 동사 성질뿐 

아니라 문장 중 요소와의 호응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적 난이도란 한국어의 

형태, 통사, 의미 측면을 각각 일본어와 대조하여 복잡도를 포함한 관련성 

정도로 결정된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학습자의 요인        결과 

    형태    = / ≠        형태                                  높음/낮음 

    통사    = / ≠        통사        ←     일본인 학습자      높음/낮음 

    의미    = / ≠        의미                                  높음/낮음 

 

상대적 난이도는 한국어의 ‘무엇’이 모국어의 ‘무엇’과 ‘얼마만큼’ 혹은 

‘어떻게’ 유사하거나 일치하는가로 판단한다. 예컨대 ‘통사 측면이 제약 조건을 

따르는가’, ‘의미 측면이 얼마만큼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양언어로 대조한 

결과를 뜻한다. 따라서 상대적 난이도는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를 대조하여 

‘무엇’이 ‘얼마만큼’ 혹은 ‘어떻게’ 유사하거나 일치하는지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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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제와 양태 

시제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사건 발생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다. 시간적 선후관계는 발화시 혹은 사건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언어교육에서는 보통 발화시를 기준으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결정하기 쉽다. 

‘-ta’는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와의 공기 이외에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시간부사와 공기한 ‘-ta’가 시제 이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하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 

화자는 사건 발생의 시점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므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村田寛(1997:4)는 화자가 발한 표현에는 주관적 시간을 

반영하게 마련이라 하였다. 따라서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 발생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주관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양태는 명제∙사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판단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양태를 화자 중심 양태와 동작주 중심 양태로 분류한다면 

박진호(2011:310)는 전자가 인식 양태, 증거 양태, 감정 양태, 당위 양태로, 

후자가 동적 양태로 포함한다고 하였다. 

 

인식 양태 : 명제의 확실함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를 나타냄 

증거 양태 :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 

감정 양태 :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 

당위 양태 : 사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동적 양태 :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당위 양태가 ‘-어야 하다’로 구현되기 쉬운데, ‘-었었-’은 행위의 책임을 

주어에게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고영근∙구본관(2009:407)은 ‘-었었-’은 

과거의 상황을 구체화시키는 확인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과거의 상황’은 

명제에 대해 화자가 품는 감정과 무관하며 ‘상황의 구체화’는 사태 발생의 

책임이나 권리를 주어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감정 양태, 당위 양태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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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었었-’은 인식 양태, 증거 양태, 동적 

양태에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2 ‘-었었-’의 의미 설명 

단계적 배열은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먼저 의사소통 요소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깊어해야 한다. 한국어 교재가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점에 

주목하여 교재 분석을 통해서 ‘-었었-’의 의미 설명을 개관한다. 본고는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었었-’을 

초∙중급 수준에서 다루었다. 고려대 교재만이 ‘-었었-’을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나머지 세 권 교재에서 의미 설명을 추출한다.  

 

표 1. 

건국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경희대 완료, 단절의 뜻을 나타냄 / ‘-었었-’은 ‘-었-’의 강조로 흔히 사용된다. 

연세대 過去にある事柄があり、その後状況が変わったときに用いられる。 

 

경희대 교재는 ‘완료 ∙ 단절’에서 판단하기에 상 혹은 양태 범주에, 건국대 

교재는 ‘행동이나 사건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료되었음’에 주목하면 [완료]를 

나타내는 상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연세대 교재는 ‘사항의 상황이 

변화하였음’에서 판단하여 앞뒤의 상황 변화를 묘사하는 [단절]로서 양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었었-’을 상 혹은 양태 범주로 본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한국어 교재가 ‘-었-’을 [과거]로 시제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표 2.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었- 과거 과거 과거 과거 

-었었- 완료  완료, 단절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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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었-’을 상 혹은 양태 범주, ‘-었-’을 시제 범주로 보면 범주의 차이를 

통해서 용법 상이를 보일 수 있다. ‘-었-’과 밀접한 대응 관계를 맺는 ‘-ta’도 

[과거]로 시제 범주에 속한다. ‘-었었-’을 상 혹은 양태 범주로 보면 ‘-ta’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었었-’의 의미 범주는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교재의 설명에 따라 

상 혹은 양태 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나 ‘-었었-’이 [단속]을 

나타낸다고 할 때, 최승은(1997:213)은 [단속]과 [대과거]가 상 범주인가 시제 

범주인가 차이를 가질 뿐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단속]이 시제와의 차이를 보이기 어려우므로 ‘-었었-’을 양태 범주로 본다.  

 

(1) 주인 : 초보자가 하기는 힘든 일인데, 경험은 있나요. 

학생 : 얼마 전까지 이런 일을 했었어요.                 (연세대 3, 2 과-3) 

 

(1)은 ‘얼마 전에 이런 일을 하였으나 지금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 

변화를 따른 [단절]로 해석되기도 하고 주어 인칭 및 ‘일한 경험’에 주목하면 

화자 본인이 겪은 일인 [경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양태 범주의 논의는 

이남순(1981)의 [기대], 성기철(1986:264)의 [경험], 최승은(1987:214)의 [회상], 

고영근·구본관(2009:407)의 [확인]을 들을 수 있다. 柴公也(2000:16-19)의 [回想], 

[対照], [敷衍], 김지영(2011:149)의 [단절], [확인], [경험]은 구체적 상황 및 어떤 

언어 조건 하에서 드러나는 맥락적 의미에 해당한다.  

 

3. 연구 방법 

3.1 ‘-었었-’의 맥락적 의미 

田野村忠溫(1990:230)는 기본으로 하는 의미 ∙ 기능을 추구하는 방법과 

추상적인 의미 특성(본질, 가치, 의의소)을 추구하는 방법을 들었다. 전자가 

맥락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고 후자가 기본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본고는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다양한 의미를 배열하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인 맥락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었었-’의 기본적 의미와 맥락적 의미를 한국어 교재 및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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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다. 기본적 의미는 구체적 상황에서 드러내는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중복되는 의미를 선행연구에서 설정한다. 중복되는 의미는 [회상], [경험], 

[확인]이다. 村田寛(1997:11)는 ‘-었었-’이 모두 과거의 상황을 묘사하는 점에서 

공통한다고 하였다. 과거의 상황을 묘사하기 쉬운 의미는 [회상]이다. [회상]은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므로 과거와의 관련이 밀접하다. 맥락적 

의미는 여러 상황에서 드러낼 만한 모든 의미를 망라하는 것으로서 중복되는 

의미 및 선행연구에 독자적 의미 중에서 설정한다. [단절]은 한국어 교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의미로서 교육현장에서 효용성이 높다. 한국어 교재에서의 

적극적 설명은 ‘-었었-’이 가장 나타내기 쉬운 의미라 판단한다. [단절]을 맥락적 

의미로서 설정한다.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의미를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독자적 의미를 우선적으로 추출한다. 독자적 의미는 [기대], [대조]인데,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의미를 설정하려는 시도로서 [기대]를 설정한다. 그러나 

[대조]는 다른 두 상황을 비교하여 차이를 주목하게 되므로 상황의 변화를 

뜻하는 [단절]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의미 중에서 과거의 상황을 

묘사할 가능성을 보이는 의미로서 [경험], [확인]을 설정된다. [단절]은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 [확인]은 명제의 확실함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단절], 

[확인]이 인식 양태에 속한다. [경험]은 정보의 근원을 나타내는 의미라서 증거 

양태에 속하고 [기대]는 사태 발생의 원인이 참여자에게 있는 ‘바람’을 나타내는 

의미라서 동적 양태에 속한다. 인식 ∙ 증거 ∙ 동적 양태 범주에서 최소 하나씩 

뽑는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험], [단절], [기대], [확인]을 맥락적 

의미로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었었-’의 기본적 의미를 [회상]으로 설정하고 맥락적 의미를 [경험], 

[단절], [기대], [확인]으로 설정한다. 

 

3.2 맥락적 의미의 배열 방법 

  서울대학교 IDS가 구축한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의 검색창에 ‘-었었-’을 

입력하여 장르를 문어 자료 ‘책’으로서 검색하였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실제로 객관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문어 자료만을 선정한다. 

그리고 자료의 수준이 초·중급에 적합하지 않아도 ‘책’을 분석 자료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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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는 맥락적 의미 설정과 배열 순서의 결정에 이용할 뿐이지 교육을 

위한 재료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미의 의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와 결합한 ‘-었었-’의 용례를 731 개 수집하여 이를 

[경험], [단절], [기대], [확인]으로 분류한다.  

  2.1.1 절에서 어미의 의미가 동사 성질 및 문장 중의 언어 요소와의 호응 

관계에 의존함을 언급하였다. [경험], [단절], [기대], [확인]은 ‘-었었-’과 결합하는 

동사 성질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 · 보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목적어 · 

보어의 영향은 명사의 성질에 차이를 보일 뿐이라서 어미와 호응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a. 나는 한국에 갔었다. 

   b. 그 지역이 침수되었었다. 

 

  (2a,b)의 ‘-었었-’은 동사와 결합하더라도 해석이 다르다. (2a)는 ‘지금은 하지 

않고 화자 본인이 옛날에 한 일’을 나타내지만 (2b)는 ‘주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되지 않는 상태로 변화’를 나타낸다. 해석의 차이는 유정물과 무정물이라는 

주어 종류의 차이 및 동작 후 상태까지 망라하는 동사인지의 차이에 달려 있다. 

결국 [경험], [단절], [기대], [확인]은 주어 종류 및 동사 성질로 인해 결정된다.  

[경험], [단절], [기대], [확인]과 ‘-ta’의 [과거]를 대조하여 의미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한다. 예컨대 [경험]과 [기대]에서는 [경험]이 [기대]보다 [과거]와 

밀접하다고 판단한다. 맥락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제약에는 주어 종류 및 

동사 성질이 있는데, 주어 종류 및 동사 성질을 ‘-ta’의 제약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파악한다. 예컨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치고 [기대]보다 [경험]을 나타내기 위한 제약이 적다고 하면 [경험]이 

제약에 있어서 [과거]를 나타내는 제약에 가깝다고 한다. 맥락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주어 종류의 제약이 따르는지, 동사 성질을 한정하는지 고찰하고 

[과거]와 대조를 통한 제약의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의미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한 후 맥락적 의미를 나타내는 제약의 일치 여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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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었-                            -ta                 결과 

맥락적 의미([경험][단절][기대][확인])   = / ≠  의미([과거])        높음/낮음 

    주어 종류(무정물, 유정물)            = / ≠  주어 종류    ⇒    높음/낮음 

    동사 성질(긍정적, 동작 후 상태성)    = / ≠  동사 성질          높음/낮음 

 

[경험], [단절], [기대], [확인]은 양태 범주에 속하고 [과거]는 시제 범주에 

속한다. 의미들의 관련성을 찾으려면 양태 범주와 시제 범주가 공통한 개념을 

공유하여 양자를 다른 범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 범주에 속하는 

의미끼리 대조할 때에 의미들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범주 간에 

공통점을 찾지 못하면 의미들에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와 고양이가 별개 범주에 속하더라도 공통점이나 상이점을 찾는 것은 

개와 고양이가 ‘동물’이라는 상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개와 고양이는 

‘동물’이라는 공통한 범주 안에서 서로를 대조할 수 있는 것이다. 2.2.1 절에서의 

시제와 양태 정의를 보면 ‘화자가 주관적으로 < >를 인식한 결과물’을 공통한 

요소로 가진다. 시제 범주와 양태 범주가 ‘화자의 주관성에 의한 인식’이라는 

상위 범주로 포괄된다. 개와 고양이를 시제 범주와 양태 범주, 동물을 ‘화자의 

주관성에 의한 인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 범주와 양태 범주는 

‘화자의 주관성에 의한 인식’이라는 공통한 범주 안에서 서로를 대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의미들은 ‘화자의 주관성에 의한 인식’에 속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서 [경험], [단절], [기대], [확인]과 [과거]를 대조할 만하다.  

맥락적 의미의 배열은 상대적 난이도와 함께 사용 빈도를 부가적 기준으로 

삼는다. 사용 빈도는 무정물 주어와 1 인칭, 2∙3 인칭 주어의 3 가지로 분류하고 

빈번하게 쓰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조사한다. 무정물이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것, 1 인칭이 자기 혹은 자기를 포함하는 타자, 2∙3 인칭이 상대방 혹은 그 

외의 제 3 자를 가리킨다. 주어가 ‘감정, 욕구’와 같은 인간의 내면에서 오는 

심상을 묘사할 때에는 유정물이라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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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었었-’과 ‘-ta’의 대조를 통한 상대적 난이도 

4.1 [경험]을 나타낼 경우 

‘-었었-’의 [경험]과 ‘-ta’의 [과거]에 의미적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다. 

경험이란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식을 얻은 결과를 가리키는데, 

지식을 얻었다고 할 바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과거의 일이어야 한다.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과거의 일에 한하여 지식을 얻는다는 경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경험이 과거와 관련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얻었다는 시점이 발화시 

이전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었었-’의 [경험]이 [과거]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  

[경험]을 나타내려면 ‘-었었-’이 1 인칭 주어와 공기해야 한다. 동사 성질은 

화자의 명시적 움직임을 실현하는 것과 화자의 내면인 마음의 작용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뉜다. ‘-ta’가 [과거]를 나타내려면 주어 인칭 및 동사 성질에 상관없이 

사건의 변화 시점이 발화시 이전에 위치하게 된다.  

 

(3) a. 그 그림이 왜 그렇게 우습고도 슬프던지 나는 킬킬대면서도 어느 틈에 눈 

위로 눈물을 조금씩 흘렸었다.                             (가을에 만난 사람) 

a’. その絵がなぜそのように面白く、悲しかったのか、私はくすくす笑いながらも、

目の上に少し涙を流した。 

b. 새 모자를 주웠다고 갖다 줄 때나 힘차게 교무실 문을 열었었는데, 바보짓한  

것을 선생님에게 말하자니 부끄러워 미리부터 창피스러웠습니다.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 

b’. 新しい帽子を持っていってあげるとき、教務室の扉を勢いよく開いたが、おかし

なことを先生に言ってしまい、恥ずかしく情けなかった。 

c. 나는 이들 농민의 모습에서 한국 민족의 생명력의 원천을 본 것같이 

느꼈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c’. 私は、これら農民の姿から、韓国民族の生命力の原点をみたように感じた。 

d. 문득 그림 속의 미녀가 그 사내의 순정에 감심하여 화사하게 빵끗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는 정말 실제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굳게 

믿었었다.                              (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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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絵の中の美女がその男の純情に感心し、華麗に笑いながら - そのような話を私

は本当に実現可能な話であると固く信じた。 

 

‘-었었-’이 [경험]을 나타내려면 주어가 1 인칭이어야 한다는 주어 인칭 제약이 

따른다. (3a,b)은 화자 본인이 명시적 움직임을 겪는다는 뜻이고 (3c,d)은 화자가 

마음 작용을 겪는다는 뜻이다. 한편 동사 성질의 차이가 명시적 움직임과 마음 

작용이라는 다른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다. 그러나 명시적 움직임이든 마음 

작용이든 ‘-었었-’이 [경험]을 나타내는 해석에 다름이 없다. 1 인칭 화자 본인이 

겪는 일에 한하여 ‘-었었-’이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결국 [경험]을 나타내는 

‘-었었-’은 동사 성질의 제약이 아니라 주어 인칭 제약만을 받는다.   

‘-었었-’이 [경험]을 나타내려면 주어가 1 인칭이어야 한다는 주어 인칭 

제약만이 따른다. 이상을 종합하여 ‘-었었-’이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어 

인칭 제약만이 따르지만 ‘-ta’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약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4.2 [단절]을 나타낼 경우 

‘-었었-’의 [단절]과 ‘-ta’의 [과거]에 긴밀한 의미적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다. 

단절은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하는 것에서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는 

시점을 요구하고 변화 시점이 발화시보다 과거에 위치해야 한다. 시점이 발화시 

이전에 있지 않으면 화자가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를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절이 과거의 상황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었었-’의 [단절]이 [과거]와 

관계를 맺는다.  

[단절]을 나타내려면 ‘-었었-’이 모든 인칭 주어와 공기한다. 한편 ‘-ta’가 

[과거]를 나타내려면 주어 인칭 및 동사 성질에 상관없이 사건의 변화 시점이 

발화시 이전에 위치하게 된다. 

 

(4) a. 아닌 게 아니라 예전 직장 동료는 군대 생활을 마치자 까닭 없이 임파선 

폐결핵에 걸렸었는데 용문산에서 뱀을 몇 십 마리인가 고아먹고 감쪽같이 

나았다고 했었다.                                       (가장 멀리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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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ほかでもなく、昔の職場の同僚は、軍隊生活を終えるや、なぜかリンパ腺肺結核      

にかかったが、ヨンムン山でへびを何十匹かあぶって食べてすっかりと良くなった

と言った。 

    b. 하지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 역시 외간 남자에 

대한 조심스러움으로 종종걸음을 쳤었다.                          (경성애사) 

b’. 彼は、深い考えに浸ったように動くことはなかったし、彼女もやはりよその男

に対する用心深さゆえに小急ぎに歩いた。 

    c. 초기 정착민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납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오소리처럼 언덕 주위의 가장자리에 땅을 파서 만들었었다. 

                                                            (상식 속의 상식) 

    c’. 初期定着民のうち、多くの人間がこの地域のナプカン山で仕事をしていたが、

彼 らは、自分達の家を穴熊のように、丘の周囲の周りに土を掘って作った。 

    d. 결혼식 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그는 일부러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었다.                                         (햄릿의 연인) 

d’. 結婚式の後、色々な人たちの前で、申告所を作成した彼は、わざと机の引き出

しの中に奥深く入れておいた。 

e. 그는 나와 같은 계열에서 일하다가 함께 검거됐었지.            (영웅시대1) 

    e’. 彼は、私と同じ系列で働いていたが、共に検挙された。 

 

(4)는 모두 오랫동안 해 온 동작 혹은 있게 된 상태가 발화시 이전에 

단절되어 현재에 지속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金田一春彦(2000)는 단절을 ‘오래 

지속한 것이 끊어짐’과 ‘관계나 연결이 끊어짐’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동작 단절], 후자를 [상태 단절]로 부르기로 한다. 

[동작 단절]은 동작의 과정만을 망라하는 상적 속성을 갖는 동사로 인해 

드러난다. 동작이 보통 일회적이라서 현재와의 격차를 잘 드러내고 현재와의 

격차가 발화시 이전의 동작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4a-c)의 ‘-었었-’은 상황 

변화가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동사와 결합하여 현재와의 격차가 분명하다. 

결국 [동작 단절]을 나타내는 ‘-었었-’은 동작의 일회적 과정을 망라하는 동사와 

결합하면 충분하므로 동사 성질의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상태 단절]은 동작의 

과정과 함께 동작 후의 상태를 망라하는 상적 속성을 갖는 동사 즉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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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와 동작 후의 상태라는 두 국면을 띠는 동사로 인해 드러난다. (4d,e)처럼 

상태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서 현재와의 격차를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상태 단절]을 나타내는 ‘-었었-’은 동작의 모든 국면을 망라하는 

동사와 결합해야 하므로 동사 성질의 제약이 따른다.  

[동작 단절]은 현재와의 격차가 분명하여서 [과거]와 밀접한 관련을 맺지만 

[상태 단절]은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과거]와 관련을 맺는다. ‘-었었-’이 

[동작 단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든 제약이 따르지 않으므로 ‘-ta’와 공통한다. 

[상태 단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 성질의 제약만이 따른다. 

 

4.3 [기대]를 나타낼 경우 

‘-었었-’의 [기대]와 ‘-ta’의 [과거]에 약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찾는다. [기대]는 

사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위라서 발화시 이전에 품는 감정이 아니다. 보통 

사람은 이미 일어난 행위보다 앞으로 일어날 행위에 기대를 품기 때문이다. 

다만 ‘-었었-’이 과거의 상황을 묘사하므로 발화시 이전에 바라는 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 [기대]가 [과거]와 약간의 관계를 맺는다.  

[기대]를 나타내려면 ‘-었었-’이 2∙3 인칭 주어와 공기하면서 긍정적 인식을 

주는 동사와 결합해야 한다. 즉 주어 인칭 제약과 동사 성질의 제약이 모두 

따를 때에 ‘-었었-’이 [기대]를 나타낼 수 있다. 한편 ‘-ta’가 [과거]를 나타내려면 

주어 인칭 및 동사 성질에 상관없이 사건의 변화 시점이 발화시 이전에 

위치하게 된다. 

 

(5) a. 그 일을 얘기하면서, 최는 목청을 높였었다, 젊은 세대가 옛 노래를 배워서 

함께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 어떻게 -   (마법상의 수호자, 나의 깨끗한 들깨) 

a’. その事を話しながら、チェは声を高めた。若い世代が昔の歌を学び、共に歌う

ことが自然であり、  

b. 이 ‘꾸르’는 하늘에 오르고 싶은 꿈을 가졌었단다.          (아기참새 찌꾸) 

b’. この曇っている空に登って行きたいという夢を持ったそうだ。 

c. 자기(박씨네)가 인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더 마음이 끌렸었다.    (당진 김씨) 

c’. 自分が人徳がなくてそうだったのか、より心が引か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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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시 이전의 행위를 기대하려면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2∙3 인칭 주어의 

행위를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1 인칭 화자 본인은 발화시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기대를 품는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5a)에서 

‘목청을 높인’ 것은 관찰 가능한 국민들이 기뻐하는 객관적 행위에 한정된다. 

과거의 행위에 대한 기대는 ‘-었었-’이 2∙3 인칭 주어와 공기해야 하고 주어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2∙3 인칭 주어의 행위를 

기대하려면 긍정적 인식을 주는 동사와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긍정성의 판단은 

주어의 주관에 의존한 인식에 기울일 수 있는데,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5)는 

‘-었었-’이 ‘목청을 높이다, 꿈을 가지다, 마음이 끌리다’와 같은 주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인식을 주는 동사와 결합하였다. 행위에 대한 기대는 

객관적으로 긍정적이라 인식할 수 있는 동사와 결합할 경우에 한한다.  

‘-었었-’이 [기대]를 나타내려면 2∙3 인칭 주어와 공기하면서 긍정적 인식을 

주는 동사와 결합해야 한다. [기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어 인칭과 동사 성질 

제약이 따르지만 ‘-ta’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4.4 [확인]을 나타낼 경우 

‘-었었-’의 [확인]과 ‘-ta’의 [과거]에 약간의 관련성을 찾는다. 확인이란 

틀림없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인지 행위이다. 그렇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발화시 이전의 사건 발생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발화시 

이전의 사건’에 주목할 수 있으면 [확인]이 [과거]와 약간의 관계를 맺는다.  

[확인]을 나타내려면 ‘-었었-’이 무정물 주어와 공기해야 한다. [확인]의 

‘-었었-’은 주어 종류의 제약만이 따르고 동사 성질의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한편 ‘-ta’가 [과거]를 나타내려면 주어 인칭 및 동사 성질의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6) a. 이름조차 소파처럼 폭신한 한미행정협정이 맺어졌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MBC 전국패트롤 봉두완입니다) 

   a’. 名前すらソファーのようにふんわりとした韓米行政協定が結ば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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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경제주의 사상의 성립조건과 내용 여기서 우리는 냉전시대의 지배집단 사상이 

얼마나 허위의식에 휩싸였었는가를 알 수 있다.              (한국사, 전자파일) 

   b’. 経済主義思想の成立条件と内容の下で私たちは、冷戦時代の支配集団思想がどれ

ほど架空の意識にさいなまれた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た。 

c. 나무꾼이 다가가면 부들부들 떠는 떡갈나무, 토끼가 다가가면 사색이 되는 

홍당무에 대한 기사가 어떤 잡지에 실렸었다.                (식물들의 사생활) 

   c’. きこりが近づけばささやかに揺れるカシワの木、うさぎが近づけば四色になる赤

大根に対する記事が、ある雑誌に載った。 

d.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꽃잎들이 머리 위로, 구부러진 무릎위로, 바지 단 

밑으로 삐죽 나온 구두코 위로 떨어졌었다.                      (펭귄의 날개) 

   d’. 風が吹くたびに黄色い花びらが、頭のうえに、曲がった膝のうえに、ズボンのす

その下に突き出た靴先の上に落ちた。 

 

무정물은 ‘인간이 모인 집단이나 조직’과 ‘인간과 무관계한 물체나 현상’으로 

나뉜다. (6a,b)의 ‘한미행정협정, 지배집단 사상’은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행위 

수행에 권위를 발휘하고 (6c,d)의 ‘홍당무에 대한 기사, 노란 꽃잎들’은 ‘물체나 

현상’으로서 사건 후의 필연적 결과를 묘사한다. ‘집단이나 조직’의 주어와 

공기하는 ‘-었었-’이 [행위 확인], ‘물체나 현상’의 주어와 공기하는 ‘-었었-’이 

[결과 확인]을 나타낸다. 무정물 주어와 공기하는 ‘-었었-’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확인하는데, 화자는 집단·조직이 수행한 행위를 확인하고 현상에 

의해 발생한 결과를 확인한다. 집단·조직의 행위는 현재와 단절된 사건만을 

묘사하도록 한정할 수 있지만 현상의 창출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발화시 이전과 현재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따라서 [행위 확인]은 현재와 

단절된 사건만을 묘사하므로 [과거]와 관련성을 맺는다. 결국 ‘-었었-’이 [행위 

확인][결과 확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어 인칭 제약만이 따르지만 ‘-ta’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상대적 난이도가 낮은 것은 의미적 관련성이 강하고 주어 종류 및 동사 성질 

제약이 동일한 [동작 단절]이며 높은 것은 의미적 관련성이 약하고 주어 종류 

및 동사 성질 제약이 상이한 [기대]이다. 관련성 정도와 제약 동일의 개수를 

근거로 맥락적 의미에 상대적 난이도를 결정한다. 



121 

 

표 3. 

 

5. ‘-었었-’의 맥락적 의미의 배열 

5.1 사용 빈도 

맥락적 의미는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배열할 수 있는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쓰이는가 하는 

현실성도 중요한 기준이다. 김정숙(2003:137)은 학습자가 접할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배열한다고 하였다. 자주 쓰이는 의미는 

어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었었-’을 사용할 만한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용 빈도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어 종류에 따라 분류한 

‘무정물 주어, 1인칭 주어, 2∙3인칭 주어’에 적용한다.  

 

표 4. 

 1 인칭 주어 2∙3인칭 주어 무정물 주어 

-었었- 268 344 163 

 

 

 ‘-었었-’과 ‘-ta’의 대조 결과 

 [경험]-[과거]   [동작단절]-[과거]   [기대]-[과거]   [행위확인]-[과거] 

[상태단절]                        [결과확인] 

의미 

관련성 

강              강                약              약 

주어 종류 

제약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상이              동일             상이             상이 

동사 성질 

제약 

 없음  없음    없음/이후상태 없음    긍정성  없음    없음   없음 

     동일           동일 / 상이         상이             동일 

상대적 

난이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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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칭 주어와 공기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무정물 주어와 공기한 사례가 

가장 적었다.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배열하면 「2∙3 인칭 주어의 경우>1 인칭 

주어의 경우>무정물 주어의 경우」가 적합하다. 사용 빈도를 통해서 ‘-었었-’은 

주로 2∙3 인칭 주어의 발화시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기 쉽다고 한다. 4 장에서 

1인칭 주어가 [경험], 2∙3인칭 주어가 [기대], 무정물 주어가 [확인]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3 인칭 주어와 공기하는 ‘-었었-’이 많다 하더라도 [기대]를 나타내는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절]을 먼저 배열하고 다음으로 [경험] 

그리고 제일 끝에 [기대]를 배열해야 한다. 

 

[단절] - [경험] - [확인] - [기대] 

 

사용 빈도만을 기준으로 배열하려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빈도와 말뭉치 

자료에서의 빈도가 비례 관계를 맺고 말뭉치 자료가 의사소통 상황을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법 요소에 대한 사용 빈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직은 교수자나 교재 집필자의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김제열,2001:110). 한 자료에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사례가 

빈번하였다고 해서 이를 우선적으로 배열한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맥락적 

의미의 효과적 제시는 의사소통 상황에 맞춘 사용 빈도와 함께 모국어와의 

관계로 학습자 수준에 맞춘 상대적 난이도도 고려해야 한다.  

 

5.2 맥락적 의미의 배열 순서 

맥락적 의미의 배열은 실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에 이바지한다. 곽지영 

외(2007:109)는 의사소통에서의 정확성과 유창성에 대하여 적절성과 용인성이 

높아져서 정확성이 증대되면 따라서 유창성도 증대된다고 하였다. 정확성은 

맥락적 의미의 배열과 이를 나타내는 조건으로서의 사용 환경을 포함한다. 주어 

종류 및 동사 성질의 제약은 맥락적 의미를 나타내는 조건인 동시에 단계적 

배열을 위한 한 근거를 마련한다. 따라서 맥락적 의미의 배열은 주어 종류 및 

동사 성질의 제약을 통해서 ‘-었었-’의 정확성 사용에 도움을 준다. 

본고는 한국어 교재를 근거로 ‘-었었-’을 중급 수준에서 제시할 문법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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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가 ‘-었었-’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맥락적 의미를 

단계적으로 배열한다. 상대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동작 단절]이고 가장 

낮은 것은 [기대]이다. [동작 단절]과 유사한 [상태 단절]을 다음으로 배열하고 

[단절]보다 약간 낮은 [경험]을 순차 배열한다. [경험]과 [기대] 사이에 [확인]을 

배열하는데,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 확인]을 우선 배열한다. 

 

[동작 단절]∙[상태 단절] - [경험] - [행위 확인]∙[결과 확인] - [기대] 

 

상대적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배열 순서가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한 배열 

순서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맥락적 의미가 중급 수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배열하면 학습자의 사용을 위한 수준에 맞출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맥락적 의미의 배열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제시나 정확한 사용의 촉진을 비롯하여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한 표현의 

적극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배열 순서의 타당성은 맥락적 의미를 과거와의 거리에 따라 시간축 상에 

분포시키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柴公也(2000:40)는 ‘-었었-’이 현재와의 단절 및 

거리를 느끼게 하여서 과거의 사태를 현재의 시점에서 돌아보는 기능이라 

하였다. 4 장에서 [경험], [단절], [기대], [확인]과 [과거]의 관련성 정도를 

고찰하였는데, [기대]가 가장 약하고 [확인]이 다음을 이은 반면 [단절]이 가장 

밀접하다. 과거에서의 거리가 가까운 [단절]과 거리가 먼 [기대]를 시간축의 

양끝에 분포시키고 [단절]에서 [기대]로 옮아가는 과정에 [확인]과 [경험]을 

분포시킬 수 있다. 과거와의 거리에 의한 분포는 상대적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배열 순서와 대략 일치한다.  

상대적 난이도와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한 배열 순서가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과거와의 거리에 의한 분포와도 상통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맥락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배열한다고 확인한다.  

 

[동작 단절]·[상태 단절]-[경험]-[행위 확인]·[결과 확인]-[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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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맥락적 의미의 배열에는 한국어만의 복잡함에 의해 결정한 난이도뿐 아니라 

일본어와의 대조를 통해서 결정한 상대적 난이도도 중요하다. 복잡함의 정도는 

주어 종류와 동사 성질의 제약이 따르는지, 일본어와 제약 여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었었-’의 맥락적 의미를 [경험] [단절] [기대] [확인]으로 

설정하면 [단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고 [기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어 종류 및 동사 성질의 제약이 모두 따른다. 제약 여부를 

보면 [단절]이 가장 적고 [기대]가 많다. 또한 [과거]와의 관련성은 [단절]이 

강하고 [기대]가 약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단절]-[경험]-[확인]-[기대]로 배열 

한다고 제안하였다. 

상대적 난이도는 언어적 요인 뿐더러 학습 경험이나 기간, 학습자의 인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모국어와 상이하더라도 학습 경험이 풍부하면 난이도가 

낮다고 여길 것이고 인지적 요인에 차이가 생기면 상대적 난이도에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에 상대적 난이도의 개념이 확대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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