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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연구

본고는 인지의미론의 방법으로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반영된 개념화 방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지의미론은 언어를 인간

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객관 세계에 한 개념화로 보고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개

념화 과정은 물리적⋅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 경험은 인간

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신체적 경험이며, 따라서 우리는 덜 구체적인 

경험을 개념화하기 위해 공간 경험을 사용한다. 이미 많은 인지언어학적 연구가 비

공간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는 현상이 범언어

적으로 포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는 현 중국어에서 공간 개념의 하위 개념

인 공간 척도 개념을 나타내는 공간척도사를 연구 상으로 삼아, 이들 어휘의 의

미와 의미 확장에 한 분석을 통해 중국어에서 공간 척도를 가지고 비공간 경험

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개념화 방식을 밝혔다.

공간척도사는 차원 공간에서 존재하는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량 혹은 두 사

물 간 떨어져 있는 거리의 양에 한 척도의 의미를 원형의미로 삼는 어휘이다. 통

사적⋅의미적 기준에 근거하여 본고는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를 ‘大/小’, ‘长/短’, 

‘宽/窄’, ‘高/低(矮)’, ‘厚/薄’, ‘深/浅’, ‘粗/细’, ‘远/近’ 등의 여덟 쌍으로 규정하고 연

구 상으로 삼았다.

본고는 먼저 개별적인 시각에서 중국어 공간척도사 각 립어 쌍의 의미를 자형

의미⋅원형의미⋅확장의미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자형의미는 이들 어휘들

이 가지는 자로서의 어원적 의미이며, 자형의미에 한 고찰을 통해 중국어 공간

척도 개념의 문자화가 공간사물과 공간이동 개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는 공시적인 측면에서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단어로서의 

의미이다. 본고는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인 공간량 척도의미를 고찰함에 있어서 인

지의미론의 바탕⋅윤곽⋅탄도체⋅지표 등의 개념을 적용하였고, 공간척도사 원형의

미의 서술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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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차원의 상 공간물을 바탕으로 두고, 이 공간물의 y차원적인 공간량(tr)과 기준

(lm)의 관계를 윤곽으로 부각한다. (x≥y)

이 모형을 가지고 본고는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의 의미구조를 규명하였

고, 아울러 영상도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 로 본고는 공간척도사의 이러한 원형

의미가 공간영역에서 출발하여 사물은유⋅그릇은유⋅지향적 은유⋅구조적 은유⋅
주관화 등 다양한 기제에 의해서 감각⋅시간⋅사건⋅추상⋅주관영역 등 다양한 인

지영역으로 폭넓게 투영되어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 의미 확장의 

신체적⋅인지적⋅문화적 근거에 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본고는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의미 확장에 반영된 개념화 방식을 정리하

여, 한국어⋅영어의 경우와 조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언어의 공간척도사에 반

영된 개념화 방식은 공통점이 주를 이룬다. 이는 인간이 공통된 물리 환경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점 외에 차이점도 있는데, 지각, 시간 및 추상물

에 한 개념화에 있어서 중국어가 한국어와 영어보다 공간척도 개념에 더욱 의존

적이다. 이러한 현상에 해 본고는 중국인의 전체적이고 공간적인 사유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본고는 중국어 공간척도사 8쌍을 상으로 삼고, 이들 어휘의 자형의미⋅공간의

미⋅확장의미를 살피고 이에 반영된 공간척도 개념과 비공간 경험의 개념화 방식

을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어⋅영어의 개념화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편성

과 상 성을 규명하였고 아울러 그것의 물리적⋅문화적⋅인지적 근거를 밝혔다. 이

로써 공간척도사의 의미 및 공간척도와 관련된 개념화 방식을 체계적으로 접근하

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공간척도사, 개념화, 의미 확장, 원형의미, 확장의미, 은유, 주관화, 전체

적 사유 방식, 공간적 사유 방식

학  번: 2006-3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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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 서 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의미론은 언어의 의미에 한 연구이다. 전통의미론이 의미를 언어 표현과 세계 

사이의 관계로 보고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인지의미론은 의미를 언어 사용

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개념화1)와 관련시킨다. 즉 언어는 객관 세계를 직접적

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객관 세계를 인지하는 개념화 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언어학은 이러한 개념화 과정에 한 분석과 기술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다음 표현을 보자.

(1) a. 知识面越宽越好。3)

지식의 폭은 넓을수록 좋다.

b. 他陷入了深深的回忆之中。
그는 추억에 깊이 빠졌다.

1) 인지언어학에서 ‘개념화(conceptualization)’는 기본적인 설명 개념이다. Langacker는 개념화

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모든 종류의 심리적 경험을 다 포괄한다고 주장한

다. 그에 의하면 고정된 개념은 물론 색다른 개념화, 감각적 경험, 운동 감각적 경험, 정

서적 경험, 직접적인(사회적⋅물리적⋅언어적) 맥락의 인식 등이 모두 개념화 과정에 속

한다. Langacker(1999, 김종도⋅나익주 역, 2001:309), Langacker(1990[2002]), 나익주 역, 

2005:35) 참조.

2) Taylor(2002, 임지룡⋅김동환 옮김, 2005:204-205), Langacker(1990[2002], 나익주 역, 

2005:35), Heine(1997, 이성하⋅구현정 역, 2004:46), 束定芳(2008:105-106) 참조.

Taylor(2002, 임지룡⋅김동환 옮김, 2005:204-205)에서는 의미 연구에 한 접근법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ⅰ) 언어-세계 접근법: 의미는 언어 표현과 세계의 사태 사이의 관계에 의해 연구된다.

(ⅱ) 언어-내적 접근법: 의미는 한 언어 내의 표현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연구된다.

(ⅲ) 개념주의적 접근법: 한 표현의 의미는 언어 사용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개념화와 

동일시된다.

그에 의하면 인지언어학은 세 번째 접근법인 ‘개념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3) 본고에서 현 중국어에 한 사전 해석이나 현 중국어의 용례 및 인용은 간체자로 표

기하고, 고 중국어에 한 자전 해석이나 고 중국어의 용례 및 인용은 번체자로 표기

한다. 



2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연구

‘知识’와 ‘回忆’는 모두 추상적인 개념이며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1)에서 공간척도 표현인 ‘宽’, ‘深’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

한 언어 현상은 언어 표현과 객관 세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방법론을 가지

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인지언어학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1a)의 경우, 비

록 지식은 공간성이 없는 추상물이지만 우리가 종종 그것을 2차원의 공간물로 개

념화한다. 이점은 ‘知识面’이라는 복합명사의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宽’은 지식을 2차원적인 ‘面’으로 간주하는 은유적 개념화 방식4)에 의해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1b)는 어떤 사람이 회상하는 상태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 

문장이다. ‘陷入’와 ‘中’ 등의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추억’이라

는 상태를 공간성이 있는 그릇으로 개념화하였다. ‘深’은 ‘추억의 상태는 그릇이다’

라는 개념화 방식에 따라 ‘그릇이 깊다’의 의미에서 ‘상태에 진입하는 정도가 깊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편 인지언어학은 체험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으로서, 의미가 신체화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객관 세계를 개념화하는 인지과정은 물리적 체험

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간에 한 지각은 매우 기본

적인 체험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심리학자 Jean Piaget는 인지적 발

달의 첫 번째 단계를 ‘지각운동 지식’이라고 하였다. 유아들은 사물을 쥐고, 들어올

리고, 떨어뜨리는 행위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게 되며, 공간 관계는 그에 상응하는 

낱말을 사용하기 전에 개념적으로 이미 확립된다.5) 

이와 같이 공간적 관계는 매우 기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덜 구체적인 다른 경

험을 개념화하기 위해 공간 영역을 사용한다.6)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많은 비공

간 개념, 즉 시간⋅감정⋅사상⋅사건 등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인지

4) 은유에 해 2.1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5) Lee(2001, 임지룡⋅김동환 역, 2003:29) 참조. 

6) Lee(2001, 임지룡⋅김동환 역, 2003:29), Langacker(2000:203), 王寅(2007:290-294) 참조. 

Langacker(1999, 김종도⋅나익주 역, 2001:307)에서 공간과 시각적 경험의 역할에 해 다

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개념주의 의미론을 공식화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곧장 인지의 다른 국면들을 형성하

는 데 있어서 공간적⋅시각적 경험이 수행하는 역할에 해 심사숙고하게 된다.…공간과 

시각이 다른 영역들을 은유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王寅(2007:290-294)에 따르면, 체험주의 철학의 기본 관점은 신체와 공간에 한 지각이 

개념화 과정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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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 연구가 지적하고 있다. 공간의미를 나타내던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시

간이나 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관찰된

다.7) 

지금까지 공간을 통한 개념화에 한 연구는 공간위치 표현에 더욱 치중되어 왔

다. Lakoff(1987, 이기우 역, 1994:519-576)에서 ‘over’, Lee(2001, 임지룡⋅김동환 역, 

2003:29-47)에서 ‘in, on, at’, Heine(1997, 이성하⋅구현정 역, 2004:85-145)에서 기본 

방위 표현에 한 체계적인 연구 등이 있었다. 중국어 공간위치 표현인 ‘前, 后, 上, 

下’에 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大/小’, ‘长/短’, ‘高/低’와 같

은 공간척도 표현의 의미에 한 연구는 양적으로는 풍부하나, 개념화 방식의 각도

에서 공간척도사 전반에 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리적 공간은 차원 공간이다. ‘차원(Dimension)’은 본래 기하학의 개념으로, 도형, 

물체, 공간 따위의 한 점의 위치를 말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실수로 정의한다.8) ‘한 

점’을 중심으로 몇 개의 ‘방향과 크기’를 가지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점’을 중심으로 하나의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것은 1차원 공간으로 표적인 

1차원의 공간물은 ‘線’이다. 한 점을 중심으로 두 개의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것

은 2차원 공간인 ‘面’이고, 한 점을 중심으로 세 개의 ‘방향과 크기’로 생성되는 것

은 3차원 공간인 ‘體’이다.9) 1, 2, 3차원의 공간은 다음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1> 차원 공간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이러한 차원 공간에서 일정한 공간량을 차지

7) 王寅(2007:293-294)에서 공간표현을 가지고 시간을 나타내는 연구로 Anderson(1971), 

Clark(1973), Givón(1973), Traugott(1982) 등을 소개하고 있다. 

8) 《표준국어 사전》 참조.

9) 양태식(1985:2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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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마련이다. 이 공간량의 많고 적음을 측정함에 있어 척도가 필요하다. 언어에

서 공간량에 한 척도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가 바로 본고의 연구 상인 공간척

도사이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공간척도사는 차원 공간에서 존재하는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량 혹은 두 사

물 간 떨어져 있는 거리의 양에 한 척도의 의미를 원형의미로 삼는 어휘이다.

‘공간척도사’란 용어에 해 한국학계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존재한다. ‘차원

을 나타내는 형용사(이종각1982)’, ‘공간감각어(임지룡1984)’, ‘차원 낱말(양태식1985, 

정성임2004)’, ‘공간차원형용사(김진도2000, 김억조2009)’, ‘공간척도사(서양2013)’ 등

이다. 중국학계에서 ‘空間量度詞’와 ‘空間維度詞’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명칭은 크

게 ‘차원(維度)’과 ‘척도(量度)’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차원(維度)’은 사물의 공

간 차원 속성, 즉 ‘묘사 상’에 중심을 둔다면, ‘척도(量度)’는 사물의 공간 속성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 즉 ‘묘사 내용’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본고는 이들 용어 중에 

‘공간척도사’,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용어로는 ‘空間量度形容詞’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공간척도(空間量度)’라는 용어가 해당 어휘의 원형의미인 공간량에 한 

척도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면서 척도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어휘(예컨  수량 척

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多/少’, 중량 척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重/轻’ 등)나 공간 개

념을 나타내는 다른 어휘(예컨  공간이동 개념을 나타내는 동사 ‘来/去’, 공간위치 

개념을 나타내는 방위사 ‘上/下’, ‘前/后’ 등)와 모두 변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김진도(2000)에서 한국어와 독일어 공간척도사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① 공간상황의 표현

② 양극성10)

10) Leech(1981)는 반의 관계를 6가지로 나누었는데, 양극성 립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의

미적 특징은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은 중간지역을 두고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양극성 반의 관계의 예로 ‘크다/작다'를 들었다. 그 관계를 임지룡(1984)에서는 

다음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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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량지수와 결합가능성

이러한 기준은 한국어와 독일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부

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기준인 ‘공간상황의 표현’은 의미적 기준인데 

‘공간상황’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즉 ‘공간상황’이라고 하면 공간위치

나 공간이동도 포함할 수 있다. 공간척도사의 정의에 따르면 공간척도사의 의미는 

오직 공간량 척도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첫 기준은 ‘공간량 척도 의미의 표

현’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길이에 한 척도인 ‘长/短’, 부피나 면

적에 한 척도인 ‘大/小’, 거리에 한 척도인 ‘远/近’ 등은 모두 공간척도사이다. 

이와 달리 수량 척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多/少’, 중량 척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重/

轻’, 공간모양을 나타내는 ‘圆/平/扁/方’ 등,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来/去’, 공간위치

를 나타내는 ‘上/下’ 등은 모두 공간척도사의 범위에서 배제된다. 

두 번째 기준은 反義 유형의 기준이다. 공간척도사는 공간량에 한 척도의 의미

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의 많고 적음이 있다. 따라서 공간척도사는 공간

량의 많고 적음에 따른 립어 쌍 형식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많음을 의미하는 

‘大’, ‘高’, ‘长’ 등은 통사적으로 더 자유롭고 파생 능력과 의미 확장 능력도 더욱 

강해 무표항이 된다. 반 로 적음을 나타내는 ‘小’, ‘低’, ‘短’ 등은 유표항이 된

다.11)

세 번째 기준은 통사적 기준이다. 공간량을 측정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

간척도사, 그 중에서도 무표항은 수량구와 결합하여 척도문형을 이루어 공간량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12)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11) 공간척도사 무표항과 유표항 사이의 비 칭성에 해 임지룡(1997:397-423), 沈家煊

(1998)을 참조.

12) 척도문형은 수량구 등이 출현하여 성질의 구체적인 양을 나타내는 문형으로 일부 형용

사만 지니는 통사 분포이다. 중국어 공간척도사와 관련된 척도문형에 해서 陸儉明

(1989), 董曉敏(2005), 李東梅(2008) 등이 논의한 바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

문형에서 의문문을 더하여 중국어 공간척도사가 사용될 수 있는 척도문형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의미 구분 문형 예문
척도에 한 의문 (有)多+A？ (有)多长？
정확한 척도

A+ 수량구 宽一米

(有)수량구+A (有)一米宽

모호한 척도
(有)비교 상+A(무표항+유표항) (有)碗口粗细

(有)비교 상+A(무표항) (有)碗口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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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有的纸块只有一两平方厘米大。
어떤 종이 조각은 겨우 1∼2㎠이다.

b. 最大的一棵树约有6至7米高。
가장 큰 나무의 높이는 약 6∼7m정도이다.

c. 针有7厘米长。
바늘의 길이는 7㎝이다.

d. 小学距事故地点仅有200米远。
초등학교는 사고지점까지 겨우 200m 거리이다.

e. 积雪有10厘米深。
눈이 10㎝나 쌓였다.

f. 这种乔木可以长到1米粗。
이런 교목은 두께 1m까지 자랄 수 있다.

g. 淤泥有五六米厚。
진흙의 두께는 5∼6m정도이다.

h. 这条大沟最窄处只有3米宽。
이 큰 도랑의 가장 좁은 곳이 3m밖에 안 된다. 

유표항은 척도문형에 쓰일 때 제한이 많으나 “这个房间比那个房间小一平方米。
(이 방이 저 방보다 1㎠ 작다.)”와 같은 비교문에는 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공간척도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

다.

 

① 공간량 척도 의미의 표현

② 양극성 립을 이루는 립어 쌍 형식

③ 수량구와 결합가능성

이러한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본고는 중국어 공간척도사를 다음과 같은 여덟 쌍

으로 규정하고 본고의 연구 상으로 삼는다.

‘大/小’, ‘长/短’, ‘宽/窄’, ‘高/低(矮)’, ‘厚/薄’, ‘深/浅’, ‘粗/细’, ‘远/近’



1. 서 론   7

본고는 공간척도사의 형태소 의미와 단어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고찰하기

로 한다. 단음절 고립어적 성격이 강한 중국어는 형태소와 단어 사이의 구분이 명

확하지 않기 때문인데,13) 예컨  ‘大门’은 ‘큰 문’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한 구로, 이 때 ‘大’는 단어이다. 그러나 ‘정문’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구조 전체가 하나의 단어가 되며, 이 때 ‘大’는 형태소이다. 실제로 이 두 의미 간

의 차이는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문장 속에 넣고 분석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구

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現代

漢語詞典》에서 제시한 ‘大’의 아홉 가지 의미 항목을 살피면 적어도 다섯 가지가 

형태소에 해당한다. 이처럼 형태소 의미를 판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형태소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언어 사실

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공간척도사의 의미를 보다 더 완전하게 고찰하기 위해 

본고는 이들 어휘의 형태소 의미와 단어 의미를 모두 연구 범주에 포함시킨다.

공간척도사는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며 각 언어에서도 핵심적인 어휘들이다. 

Dixon(1977)에 의하면 Ibo라는 언어에는 여덟 개의 형용사만 있는데 공간척도사 ‘크

다/작다’를 포함한다.14) 

중국어 공간척도사도 전체 어휘 범주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現代漢語頻率詞典》에 의하면 공간척도사 ‘大’와 ‘小’는 각각 27위, 36위를 차지하

며, 형용사 중에서는 ‘大’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小’가 두 번째를 잇는다. 의미적

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공간척도사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이며 통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부 공간척도사는 모든 실사 범주와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을 보

자.

(3) a. 他打开冰箱拿了个大苹果。
그는 냉장고를 열고 큰 사과 하나 꺼냈다.

b. 他现在在一家很大的公司工作。
그는 지금 매우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c. 那个时候，她父母年纪很大。
그때 그녀의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다.

d. 雨下得很大。
비가 많이 온다.

13) 중국어에서 형태소와 단어 간의 관계에 해서 이주화(2004), 이정심(2007) 참조.

14) 陳青松(201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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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我做了一大本笔记。
내가 많은 양의 필기를 하였다.

f. 他大哭起来。
그는 크게 울기 시작하였다.

g. 天作之合，大吉大利。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크게 길하다.

(3)은 공간척도사 ‘大’가 지니는 다양한 통사 분포와 결합 양상을 보여준다. 

(3a-d)는 ‘大’가 명사와 결합하는 예문이며, 수식어⋅술어⋅보어 등의 문장 성분으

로 사용되고 있다. 결합하는 명사도 각각 구체적 사물(‘苹果’), 사회 조직(‘公司’), 

추상적 속성(‘年纪’), 과정(‘雨’)을 나타내는 명사로 매우 광범위하다. (3e)에서 ‘大’

는 관형어로 양사 ‘本’을 수식하고 있으며 (3f-g)에서는 부사어로 쓰여 각각 동사 

‘哭’와 형용사 ‘吉, 利’를 수식하고 있다. 의미적으로 볼 때 (3)의 ‘大’가 나타내는 

의미는 ‘부피가 크다’, ‘규모가 크다’, ‘나이가 많다’, ‘(비가) 많이 온다’, ‘강하게’, 

‘매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즉 ‘大’는 원래 공간에 한 척도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부터 많은 비공간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는 우리가 비공간 경험을 파악

하고 개념화함에 있어서 공간척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공간척도사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을 보

자.

(4) 一个情趣低级、知识浅薄、心地狭隘、品格低劣、以自我为中心的人是不可能给人

留下良好的第一印象的。
취향이 저급하고 지식이 얕고 마음이 좁고, 성품이 저열하고 자기중심적인 사

람은 남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겨줄 수 없다.

(4)에서 어떤 사람과 관련된 다섯 가지 특징을 모두 공간 개념을 통해서 개념화

하고 있으며, 그 중 네 가지인 ‘低级, 浅薄, 狭隘, 低劣’는 공간척도 개념과 관련된

다.

이처럼 중국어 공간척도사는 의미가 풍부하고 통사 분포도 다양한 고빈도 어휘

들이다.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의미 확장에 한 연구는 중국인이 공간척도를 개념

화하는 방식과 공간척도를 통해 비공간 경험을 개념화하는 방식을 규명할 수 있다. 

중국어의 개념화 방식은 다른 언어와 조할 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다



1. 서 론   9

음을 보자.

(5) a. [중국어] 长假

b. [한국어] 긴 휴가

c. [영어] long holiday

(6) a. [중국어] 我好像还没有请教你的大名。
당신의 존함을 아직 여쭈어보지 않은 것 같네요.

b. [한국어] *당신의 큰 이름을 아직 여쭈어보지 않은 것 같네요.

c. [영어] * May I have your big name, please?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어⋅한국어⋅영어에서 ‘휴가’의 시간적 길이를 모두 

공간적 길이를 나타내는 공간척도사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 언어에서 모두 

시간량을 1차원 공간량을 가지고 파악하고 표현한다. 우리는 1차원 공간물로 시간

을 개념화하는 방식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6)은 세 언어의 

차이를 보여준다. 중국어는 (6a)처럼 ‘名’ 앞에 공간척도사 ‘大’를 붙여서 상 방에 

한 존경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어와 영어는 (6b)와 (6c)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러한 용법이 없다. 즉 부피에 한 척도 개념을 가지고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주

관화 인지과정은,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 아니며 일부 언어에만 존재하는 상 적인 

개념화 과정이다. 이 문제는 언어보편성⋅언어상 성과 관련되어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보편적이거나 상 적인 개념화 방식은 무엇

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의미 확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 및 의미 확장, 공간척도를 통한 개념화 방식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각각의 공간척도사의 자형의미를 통해서 중국어 공간척도의 문자화 과정을 

고찰한다. 

둘째,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공간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중국어에서 공간척도

를 개념화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셋째,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공간의미가 여러 기제에 의해서 다양하게 확장하는 

양상을 살핌으로서 중국어에서 공간척도를 가지고 비공간 범주를 개념화하는 방식

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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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화 방식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

성, 아울러 그 물리적⋅인지적⋅문화적 근거를 탐구한다. 

1.2. 기존 연구 검토

공간척도사의 의미에 한 본격적인 연구는 Bierwisch(1967)에서 시작된다. 

Bierwisch(1967)는 의미성분 분석법을 가지고 ‘[±POL]’, ‘[±VERT]’, ‘[±SECOND]’, 

‘[1, 2, 3SPACE]’, ‘[±OBSERV]’, ‘[±INHERENT]’, ‘[±MAX]’, ‘[±MAIN]’15) 등 의미자

질을 설정하여 독일어 공간척도사에 한 체계적인 의미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후세의 공간척도사 의미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설정된 의미자질 

중의 일부가 지금의 각 언어 공간척도사의 의미를 분석할 때 여전히 유용하다. 

그 후 Clark(1973)은 공간 개념을 지각공간(perceptual space)과 언어공간(linguistics 

space)으로 나누어, 중력과 같은 신체적인 경험이 인간의 공간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언어에서의 표현을 다루었다.

Lyons(1977:701-703)는 영어 공간척도사의 사용 양상을 매우 치 하게 고찰하였으

며 방향성의 유무, 사물의 모양 등의 요소가 공간척도사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후 공간척도사의 의미에 한 연구는 많은 언어에 확장되어 독일어(Lang1989, 

2001)와 영어(Vandeloise 1988, Dirven & Taylor 1988, 김창익 1989, Athanasiadou 

2001) 외에 폴란드어(Linde-Usiekniewicz 2000, 2002), 러시아어(Rakhilina 2000), 이태

리어(Goy 2002), 스웨덴어(Vogel 2004) 등 여러 언어의 공간척도사 연구도 점차적으

15) POL(극성): 의미 척도 상에서 양극으로 뻗는 성질을 나타내는 표지로, 공간척도사들이 

공통으로 갖는 성질의 표지.

VERT(방향성): 수직성을 나타내는 표지.

SECOND(제2의 차원): 비방향(수평) 공간차원 내의 구별을 위한 표지.

SPACE(공간성): 공간의 물리적 차원들을 나타내는 표지. 1 Space, 2 Space, 3 Space가 

그 예이고 각각 1차원, 2차원, 3차원을 나타냄.

OBSERV(관찰자축): 한 구체물이 관찰자와 정상적으로 관계되는 축을 표시하는 표지. 

INHERENT(내재성): 구체물의 내재적 구조가 갖는 축의 편향성을 위한 표지. 

MAX(최 축): 구체물의 기 비율이 최  축임을 나타내는 표지.

MAIN(주요성): 양을 구성하는 보조 차원을 구별하기 위한 표지. 

Bierwisch(1967), 김창익(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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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다.16)

여러 가지 언어에서 한국어 공간척도사에 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임지룡(1984)은 공간감각어라는 용어로 한국어 ‘길다/짧다’, ‘높다/낮다’, ‘깊다/

얕다’, ‘멀다/가깝다’, ‘두껍다/얇다’, ‘굵다/가늘다’, ‘크다/작다’와 같은 여덟 쌍의 어

휘를 고찰하였다. 그는 먼저 공간감각어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들 단어의 기본의미, 

무표항과 유표항의 비 칭성, 의미의 전이 등에 한 폭넓은 문제를 다루었다. 그 

후 양태식(1985), 김창섭(1985), 정인수(1994)는 한국어 공간차원 낱말의 변별적 의

미자질을 분석하였다. 정인수(1994)는 공간형용사의 의미자질 [±차원성], [±초과성], 

[±방향성], [±수직성], [±내향성], [±연속성], [±단면성], [±전체성] 등을 제시하였다. 

전수태(1996), 박선영⋅홍기선(2007), 김억조(2009)는 공간척도사를 의미 립 양상

에서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에 들어 인지의미론의 이론으로 한국어 공

간척도사의 의미와 의미 확장 양상을 검토하는 박사논문이 몇 편 나왔는데 노재민

(2009), 정수진(2011), 주송희(2012)가 그것이다. 노재민(2009)은 인지의미론의 관점

에서 공간어(공간척도사와 ‘앞/뒤’, ‘위/아래’ 등 공간위치어를 포함)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고찰한 후 구조적⋅빈도적⋅인지적 측면에서 이들 어휘의 비 칭성을 

살피고 이를 토 로 공간어의 어휘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수진(2011)은 공간 

개념의 언어화 양상을 공간명사, 공간형용사, 공간동사, 공간전치사로 나누어 이들 

어휘의 의미와 의미 확장 양상을 살폈다. 주송희(2012)는 공간형용사의 다의 구조

를 분석하고 공간형용사의 의미 체계와 그들의 내적인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처럼 한국어 공간척도사는 다방면에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국어 공간척도사에 한 연구는 공간척도사 전체에 한 연구와 개별 공간척

도사에 한 연구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먼저 공간척도사 전체에 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중국 학계에서 공간척도사에 

최초로 관심을 가지는 이는 陸儉明(1989)이며, 그는 공간척도사를 포함한 13쌍의 

척도형용사의 특별한 통사와 의미적인 특징을 규명하였으며, 척도형용사들의 공간

의미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이어 任永軍(2000)은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공간척도사 ‘大/小’, ‘长/短’, ‘宽/窄’, ‘高/低’, ‘厚/薄’, ‘深/浅’, ‘粗/细’ 등 일곱 쌍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언어 사실에 한 세 한 관찰을 통해 공

간척도사의 공간의미와 은유적 확장의미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 확장의 경

험적 근거를 다량으로 제시하여 공간척도사의 연구를 크게 발전시켰다. 정성임

16) Vogel(2004:1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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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은 중국어 차원낱말의 의미자질을 설정하여 이들 어휘의 공간적 의미를 정리

하고17) 확장의미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정성임(2004)은 최초로 중국어 공간척도

사의 의미를 의미자질을 통하여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중 공간척도

사 의미에 한 조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김찬화(2005), 張琦(2006), 민영란

(2009), 閔子(2012), 서양(2013)은 모두 한중 공간척도사의 의미가 어떤 공통점과 차

이점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조 분석하였다. 그러나 관련된 언어 사실을 단순히 나

열하는 데 그쳤으며,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별 어휘에 한 고찰은 ‘大/小’, ‘高/低’, ‘深/浅’ 등 몇 쌍에 집중되어 있다. ‘大/

小’에 한 연구는 이민우(2000), 李軍⋅任永軍(2002), 聞政華(2008) 등이 있다. 이민

우(2000)는 ‘大’의 의미와 분포를 고찰하고 ‘多’와의 비교를 통해서 ‘大’의 기능을 

규명하였다. 李軍⋅任永軍(2002)은 은유 이론을 가지고 ‘大/小’의 의미를 고찰하였

는데 그들에 의하면 ‘大/小’는 부피를 나타내는 원형의미로부터 소리⋅냄새, 색깔, 

수량, 자연현상, 기타 추상적인 개념 등 의미로 확장되었다. 聞政華(2008)도 은유 

17) 정성임(2004)에서 먼저 ‘大/小’, ‘长/短’, ‘宽/窄’, ‘高/低’, ‘厚/薄’, ‘深/浅’, ‘粗/细’, ‘远/近’ 

등 여덟 쌍의 차원 낱말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나누고 이들 낱말의 공간의미를 의

미자질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차원:

长 : <+길이><-방향성><+크다><-기준점><+무정물>

短 : <+길이><-방향성><-크다><-기준점><+무정물>

远 : <+거리><-방향성><+크다><+기준점><+무정물>

近 : <+거리><-방향성><-크다><+기준점><+무정물>

高 : <+높이><+방향성><+상향성><+크다><+기준점><±무정물>

低 : <+높이><+방향성><-크다><+기준점><+무정물>

矮 : <+높이><+방향성><-크다><+기준점><-무정물>

深：<+깊이><+방향성><±하향성><±전면성><+크다><+기준점><+무정물>

浅 : <+깊이><+방향성><-크다><+기준점><+무정물>

2차원:

宽：<+넓이><+평면성><+크다><+기준점><+무정물>

窄：<+넓이><+양면성><-크다><+기준점><+무정물>

厚：<+두께><+양면성><+크다><+기준점><+무정물>

薄：<+두께><+양면성><-크다><+기준점><±무정물>

3차원:

大：<+크기><입체성><+크다><+무정물>

小：<+크기><입체성><-크다><+무정물>

粗：<+굵기><+원형성><+크다><±무정물>

细：<+굵기><+원형성><-크다><±무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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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근거하여 ‘大’의 확장의미를 ‘시간⋅수량⋅연령’, ‘자연 연상⋅소리⋅냄새’, 

‘범위’, ‘기타 추상 사물’, ‘사회적 지위’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沈瑩(2011), 王

銀平⋅王丹丹(2011), 程麗麗⋅盧衛中(2012), 劉穎(2012), 王銀平(2013)은 ‘高/低(矮)’의 

의미와 확장 양상을 살폈다. 이들 연구는 ‘高/低’가 공간영역에서 수량영역, 감정영

역, 도덕영역, 능력영역, 등급영역, 사회지위영역, 소리영역, 정도영역, 평가영역 등

으로 은유적으로 사상하는 현상을 치 하게 분석하였고 인지적인 근거도 고찰하였

다. ‘深/浅’의 의미와 확장에 한 연구는 王紅娟(2006), 金美順(2009), 焦曉霞(2011), 

주송희(2011), 趙彬杉(2012), 王銀平(2012), 李梓(2012) 등이 있으며, 그 중 金美順

(2009)은 박사논문에서 ‘深’의 기본의미와 환유적⋅은유적 확장의미, 통사적인 특징

과 ‘深/浅’의 비 칭성에 한 논의를 통해 중국어 공간척도사 ‘深’을 심도 있게 고

찰하였다. 李洁(2010)에서 ‘远/近’이 시간⋅관계⋅정도⋅진전을 나타내는 확장의미

를 고찰하였고 의미 확장의 기제를 은유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에 이루어진 중국어 공간척도사에 한 연구는 양적으로 풍부하

다. 이들 연구는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를 분석했고, 확장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를 정리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인지적 근거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범위나 깊이, 체계

성의 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

과 같다.

1) 전체적인 시각에서 중국어 공간척도사 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공간

척도사는 하나의 낱말밭으로서 내재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체계성은 모든 공간척도사를 연구 상으로 삼지 않으면 다룰 수 없

는 부분이다. 또한 개별 어휘에 한 연구는 특정한 몇 쌍에만 집중되어 있고 제

로 연구되지 않은 공간척도사 립어 쌍이 적지 않다.

2)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원적 의미가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있다. 공간척도사는 모두 단음절어이며 단어이기도 하고 자이기도 하다. 이

들 어휘의 어원적 의미에 한 고찰은 현 중국어에서의 원형의미와 의미 확장의 

경로를 더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18), 한자가 처음 만들어

졌던 시기에 공간척도라는 범주가 어떻게 문자화된 것인지를 보여준다. 유형학의 

입장에서 다른 언어 공간척도사의 어원과 조를 통해 인류가 공간척도를 언어 기

호화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간척도에 한 개념화 방식의 보편성

18) 예컨  ‘粗’의 일부 확장의미는 任永軍(2000)에서 공간의미로부터 출발했다고 보았으나, 

본고는 ‘粗’의 자형의미에 한 고찰을 통해 자형의미로부터 출발했음을 밝혔다. 이처럼 

어원적 의미를 간과하면 의미 확장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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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 성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간척도사의 문자적 의미에 한 연구는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 점을 소홀히 하였다.

3) 원형의미에 한 고찰은 일반적으로 의미자질로 규명되거나 사전의미를 따른

다. 인지언어학의 입장에서 모든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서술 모

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4) 확장의미를 고찰함에 있어서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확장의 기제를 거의 

무분별적으로 은유로 귀결하고 있으며, 인지적 근거도 부분적으로만 제시하고 있

다.

5) 개념화의 시각에서 공간척도에 한 개념화, 공간척도를 통한 개념화 방식에 

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조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단순하게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부분이며 이에 반영된 개

념화 방식에 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보이지 않았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

화 방식을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에 착안하여 본고는 인지의미론을 통해 중국어 공간

척도사의 의미 구조를 고찰하고, 공간척도사에 반영된 개념화 방식을 살펴볼 것이

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인지의미론의 여러 가지 개념을 본고 

논의의 필요에 따라 정리할 것이다. 먼저 인지의미론에서 의미를 기술할 때 사용하

는 인지영역, 윤곽과 바탕, 탄도체와 지표 등의 개념을 살핀 다음에 이들 개념을 

가지고 공간척도사의 공간의미를 기술하는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그 후에 의미 확

장과 관련된 이론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개별적인 시각에서 중국어 공간척도사 각 립어 쌍의 의미를 자형의

미⋅원형의미⋅확장의미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다룬다. 자형의미는 역사적인 측면에

서의 고찰이며, 공간척도 개념의 문자화 과정에 한 고찰을 통해 고  중국인이 

공간척도를 어떻게 개념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는 공

시적인 측면에서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단어로서의 의미이다. 원형의미를 고찰

할 때 주로 인지의미론의 의미 기술 방법을 적용하고 각 공간척도사의 공간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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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식을 아울러 제시한다. 그 후에 이들 공간척도사의 의미가 공간영역에서 벗

어나 은유, 주관화 등의 기제에 의해서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핀다. 

4장에서는 3장의 논의를 토 로 중국어에서 공간척도에 관한 개념화 방식에 

하여 정리하고, 한국어⋅영어와의 조를 통해 중국어 공간척도사에 반영된 개념화 

방식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힐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의 물리적⋅인지적⋅문화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 사용된 고 중국어 자료는 《漢語大詞典》, 《王力古漢語詞典》과 北京大學 

漢語語言學研究中心의 ‘古代漢語語料庫(CCL古代漢語)’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 중

국어 자료는 상기 기관의 ‘現代漢語語料庫(CCL現代漢語)19)’와 國家語委語料庫20)에

서 추출한 것이 부분이며 일부 간단한 예문은 필자가 모국어 화자로서 직관에 

근거하여 만든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섯 명의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

에 의해 검증되었다. 한국어 자료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예문과 21세기 세종계획

(2010 수정판)21)에서 검색된 용례를 참고하였다. 영어 자료는 온라인 Longman 사

전22)과 온라인 Oxford 학습자 사전23),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구축

한 COCA 코퍼스24)에서 추출하였다.

19) CCL(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는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에서 구축한 4.77 

億字 규모의 코퍼스로 고 중국어와 현 중국어 두 코퍼스를 포함한다.

20) 國家語委語料庫는 中國教育部語言文字應用研究所計算語言學研究室에서 구축한 코퍼스

로 고 중국어와 현 중국어 코퍼스를 포함한다. 그 중 현 중국어 코퍼스는 2000만자 

규모의 말뭉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1) ‘21세기 세종계획’은 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1998년에 시작하여 2007년에 국립국어원

이 마무리한 국어 정보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코퍼스는 1000만 어절 규

모의 현 한국어 형태 분석 코퍼스와 100만 어절 규모의 세종계획 구어 전자 코퍼스, 

그리고 200만 어절 규모의 역사자료 코퍼스를 포함한다. 본고가 검색 상으로 삼는 것

은 현 한국어 형태 분석 코퍼스 부분의 문어 코퍼스이다.

22) http://www.ldoceonline.com/

23) http://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24)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는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구축한 것으로 약 4억 2천만 어휘를 보유하고 있는 규모 영어 코

퍼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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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의미론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고찰

본고는 인지의미론적 방법론을 가지고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방식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인지의미론은 체험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언어의 의

미를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체험주의는 ‘사고란 근본적으로 신체화된 경험에서부터 

유래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지의미론은 언어의 많은 

부분이 사람의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화된다고 주장한다. 인지의미론은 개념

화의 원리와 양상, 의미구조의 분석, 다의어와 의미 확장 등 여러 의미론 분야에서 

강한 해석력을 가지고 있다.

본 장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먼저 인지

의미론에서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 예컨  인지영역과 

영상도식, 바탕과 윤곽, 탄도체와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이

들 개념을 가지고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공간의미를 규명하는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공간척도사는 공간의미 외에도 많은 비공간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이다. 

따라서 본 장의 두 번째 내용은 다의어와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다. 다의어

의 정의, 원형의미의 판정 기준, 의미 확장의 기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1. 의미구조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본 절에서는 인지의미론에서 의미 구조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공간척도사의 의미 기술에 비추어 정리하겠다.

2.1.1. 인지 역

Langacker는 언어 구조가 ‘인지영역’에 비추어서 기술된다고 주장한다. 인지영역

은 의미단위의 특징 규명에 필요한 맥락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YELLOW]나 [BLACK] 같은 특정 색채 개념은 색채영역 내의 제한된 지역으로 특

징 규명되고, [LINE]나 [CIRCLE] 같은 특정 개념은 2차원 공간영역 내에서 형상으

로 정의될 수 있다. 심리적 경험들, 표상적 공간들, 개념들, 개념복합체 등 인지적 

개체는 모두 인지영역이 될 수 있다. 그 중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환원시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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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을 ‘기본영역’이라고 하는데, 시간영역⋅공간영역⋅색채영역⋅정서영역 등

이 있다.1)

공간척도사는 어떤 공간물의 공간적 속성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간영역에 의해 특징 규명된다. 그러나 영역의 이전에 따라 기타 여러 영역에 투

영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1) a. 一条长长的河 

긴 하천

b. 很长时间

긴 시간

(2) a. 个子很高。
키가 크다.

b. 情绪很高。
정서가 고양된다.

(3) a. 深井 

깊은 우물

b. 深红

진홍색

(1-3)에서 (a)는 모두 공간척도사가 원초적인 공간영역에서 공간물을 나타내는 명

사와 결합하는 예이다. (b)는 같은 공간척도사가 공간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에 

투영된 예문인데, (1b)는 시간영역, (2b)는 정서영역, (3b)는 색채영역에 진입하게 된 

경우이다. 즉 공간척도사의 의미가 공간영역에서 출발하여 다른 여러 가지의 영역

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역의 이전에 따라 많은 확장의미를 가지게 되

었다.

2.1.2. 상도식

인지의미론에서 개념구조의 중요한 형태로 영상도식(Image Schemas)을 내세웠다. 

Johnson(1987)에 따르면 개념화의 작용 방식은 구체적 경험, 즉 반복되는 신체적 경

험에서 영상도식을 형성한다. ‘영상도식’이란 우리가 세계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파생되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인지구조이다.2) Johnson(1987, 노양진 역, 

1) Langacker(1987, 김종도 역, 1999:156-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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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46)에서는 CONTAINER(그릇), BLOCKAGE(차단), PATH(경로), NEAR-FAR(원-

근) 등 27개 영상도식을 제시하였으며, Clausner & Croft(1999)에서는 UP-DOWN(위-

아래), FRONT-BACK(앞-뒤), LEFT-RIGHT(좌-우), NEAR-FAR(원-근), CONTACT(그

릇), PATH(경로) 등 34개의 영상도식을 제시하였다. 

인지언어학에서 제시한 영상도식에는 일반적으로 바탕, 윤곽, 탄도체, 지표 등 여

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바탕과 윤곽은 Langacker의 인지문법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모든 언어 서술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개념화 과정이다. Langacker(1987, 김종도 역, 1999:194-200)에 의하

면, 어떤 표현이 언어로 묘사되기 위해 필요한 인지영역이 서술의 바탕이며, 그 바

탕의 초점으로 부각되는 특정 부분이 바로 윤곽에 해당한다. 특정 표현의 의미값은 

바탕이나 윤곽 어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

된다. 예컨  빗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직각 삼각형의 배경 개념 없이는 불가능하

다. 직각 삼각형이 전제되지 않으면, 빗변이 아니라 그냥 직선에 불과하다. 이때 직

각 삼각형은 빗변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고, 빗변은 직각 삼각형을 구성하는 각 

성분 중에 부각되는 윤곽이 된다. 의미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낼 경우 윤곽은 일반

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굵은 선으로 표시한다.3) 

<그림 2-1> 직각 삼각형의 상도식

같은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을 윤곽으로 부각하면 다른 개념이 

된다. 이를 바퀴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2) Ungerer & Schinid(1996, 임지룡⋅김동환 옮김, 1998:242) 참조.

3) 직각 삼각형의 설명과 도식은 Langacker(1990[2002], 나익주 역, 2005: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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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바퀴통⋅바퀴테⋅바퀴살의 상도식

같은 바탕인 바퀴에서 <그림 2-2>에서 (a)처럼 바퀴의 중심부를 윤곽으로서 부각

하면 바퀴통이고, (b)처럼 테두리를 윤곽으로서 부각하면 바퀴테이며, (c)와 같이 쇠

가 부각되면 살이 되는 것이다.4)

명사의 의미구조 외에 바탕과 윤곽의 개념은 다른 언어 범주에서도 폭넓게 적용

될 수 있다. Langacker는 바탕과 윤곽을 가지고 품사를 분석하였는데, 그는 언어의 

표현을 ‘명사 서술’과 ‘관계 서술’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명사 서술은 개체들 사이

의 상호 연결을 바탕으로 두고, 그렇게 정해진 지역을 윤곽으로 부각한다. 반면 관

계 서술은 개체들의 집합을 전제하며, 이 개체들 사이의 상호 연결을 부각한다. 동

사, 형용사, 전치사 등은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부각하는 관계 서술에 해당한다.

한편 윤곽이 어떤 사물과 사물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양쪽 다 

윤곽화되어 있어도 그 사이에는 현저성의 차이가 있다. 현저성이 가장 높은 부분의 

구조를 ‘탄도체(tr=trajector)’라고 하고, 탄도체 다음으로 현저한 개체는 ‘지표

(lm=landmark)’이다. 지표는 탄도체의 위치를 잡아줄 때 참조점을 제공한다.5) 구체

적으로 탄도체는 장소를 알아내거나 성질을 기술하거나 움직임을 추적하는 상이 

되고, 지표는 그러한 행위의 기준이 된다.6) Langacker(1998)에 의하면 ‘above’와 

‘below’은 두 사물의 위/아래 위치 관계에 윤곽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공통적이지만, 

탄도체와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 Langacker(1998)에서 제시한 

‘above’와 ‘below’의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다.

4) 바퀴통⋅바퀴테⋅바퀴살의 설명과 도식은 이기동(2000) 참조.

5) Langacker(1987, 김종도 역, 1999:228-229) 참조.

6)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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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bove’와 ‘below’의 상도식

다음으로 본고는 윤곽과 바탕, 탄도체와 지표의 개념을 가지고 공간척도사의 의

미 구조를 규명해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에서 1, 2, 3차원의 성질을 가

지고 각 언어의 공간척도사에 한 분류를 시도하였으나, 분류 결과가 연구자마다 

다르다. 기존 연구에서 중국어 공간척도사에 한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 기존 연구에서 1, 2, 3 차원에 따른 국어 공간척도사 분류

1차원 2차원 3차원 n차원7)

胡德明(2003)8)
长/短, 高/低(矮)

深/浅, 厚/薄, 
粗/细 大/小

정성임(2004)
长/短, 高/低(矮)

深/浅, 远/近

宽/窄

厚/薄

大/小

粗/细

김찬화(2005)
长/短, 高/低(矮)

深/浅, 远/近

宽/窄

厚/薄
粗/细 大/小

<표 2-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 연구자들이 중국어 공간척도사, 그 중에서도 

‘粗/细’, ‘厚/薄’, ‘大/小’의 1, 2, 3차원적 성질에 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粗’를 보자.

(4) 这根木头柱子很粗。
이 나무 기둥은 매우 굵다.

7) n차원은 1, 2, 3차원 모두 해당하는 뜻이다.

8) 胡德明(2003)은 의미자질을 설정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풀이하였다. 1, 2, 3차원에 한 분

류는 그의 서술에 근거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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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粗’는 ‘木头柱子’의 단면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粗’의 의미

를 이해하려면 ‘木头柱子’라는 3차원 공간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木头

柱子’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술어인 ‘粗’는 이 기둥의 전체적인 공간 특징이 아

니라 단면의 크기만을 두고 측정한다. 또한 ‘粗’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

준과 비교한 결과, 바탕 사물인 ‘木头柱子’의 단면 크기가 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粗’는 ‘木头柱子’의 단면 크기(탄도체)와 기준(지표) 사이의 관계

에 윤곽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단면의 크기는 탄도체이고, 기준은 지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粗/细’를 2차원 혹은 3차원이라는 상이한 견해를 주장하였는데, 

‘2차원’이라는 주장은 윤곽에 근거한 판단이고, ‘3차원’이라는 주장은 바탕에 근거

한 판단이다. 즉 ‘粗/细’는 기존 연구와 같이 ‘2차원’ 혹은 ‘3차원’의 공간척도사라

고 분석하기보다는, 3차원의 공간물을 바탕으로 하고 2차원적 공간량과 기준 사이

의 관계에 윤곽을 부여한 공간척도사로 서술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른 공간척도사

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본고는 공간척도사의 의미 구조가 다음

과 같은 모형으로 서술된다고 주장한다. 

x차원의 상 공간물을 바탕으로 두고, 이 공간물의 y차원적인 공간량(tr)과 기준

(lm)의 관계를 윤곽으로 부각한다. (x≥y)

이때 y차원적인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무표항이고, 못 미치는 것은 유

표항이다. 통사적으로 볼 때 바탕이 되는 사물은 공간척도사의 논항으로 나오지만, 

측정하는 단위는 실제적인 y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을 보자.

(5) a. 阿武火山高1320米。
阿武화산의 높이는 1320m이다.

b. 井深4500多米。
우물의 깊이는 4500m 넘는다.

c. 外墙厚1.2米。
외벽의 두께는 1.2m이다.

(5)에서 ‘高’, ‘深’, ‘厚’의 주어가 나타내는 사물인 ‘阿武火山’, ‘井’, ‘外墙’은 모두 

3차원적이다. 그러나 측정 단위는 모두 길이의 측정 단위인 ‘米’이다. 이는 이들 공

간척도사가 3차원 공간물의 1차원적인 공간량을 부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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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척도사의 의미 구조에서 지표가 되는 기준은 실제 공간물일 수도 있고, 일반

적인 기준일 수도 있으며, 표층 구조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다

음을 보자.

(6) a. 这个苹果比那个大/小。
이 사과는 저 것보다 크다/작다.

b. 那个大的苹果你吃，这个小的苹果我吃。
저 큰 사과는 당신이 먹고, 이 작은 사과는 내가 먹을게.

c. 我买了一斤大苹果。
나는 큰 사과 한 근을 샀다.

(6)은 모두 ‘大/小’가 명사 ‘苹果’와 결합하는 예문인데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6a)와 (6b)는 각각 비교문과 조의미의 화제문으로, 비교

의 기준을 나타내는 단어는 한정적 명사구로 문장에 명시되어 있다. 이 때 비교의 

기준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한 특정 사물이기 때문에 상 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된다. 그러나 (6c)에서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 단어가 출현되지 않았고 ‘大苹果’

는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한 결과이다. 이 기준은 실제적으로 존재한 어떤 사물이 

아니라 화자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한다. 비록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러한 기준에 

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어

느 정도를 넘어야 ‘大苹果’라고 할 수 있는지에 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6c)는 실제 공간물과 비교하는 (6a-b)에 비해 주관성이 더 강한 판단이 

된다.

두 개 이상의 공간척도사가 같은 명사와 동시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을 

보자.

(7) a. 华尔街是一条只有540米长、11米宽的街道。
월가는 길이 540m, 너비 11m 되는 길이다. 

b. 大楼长165米，宽24米，高56米。
빌딩의 길이는 165m, 너비는 24m, 높이는 56m가 된다.

(7a)에서 ‘长, 宽’이 동시에 ‘华尔街’와 결합하고 있다. 이는 ‘长’과 ‘宽’이 모두 2

차원 공간물인 길을 바탕으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长’은 이 2차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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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물의 긴 축의 길이를, ‘宽’은 짧은 축의 길이를 각각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长, 

宽’은 같은 사물을 바탕으로 두고 서로 다른 부분에 윤곽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분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7b)에서 ‘长, 宽, 高’는 동시에 3차원 공간물을 나타내

는 명사 ‘大楼’와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통사구조가 가능한 것은 ‘长, 宽, 高’가 같

은 3차원 공간물을 바탕으로 두고 서로 다른 축의 길이를 윤곽으로 부여하기 때문

이다.

지금까지 본 절은 공간척도사의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개념인 영

상도식, 바탕과 윤곽, 탄도체와 지표 등을 정리하여 이들 개념을 가지고 중국어 공

간척도사의 공간의미를 규명하는 데 적합한 서술 모형을 확립하였다. 제3장에서 이와 

같은 의미 서술 모형을 가지고 공간척도사의 공간의미를 자세히 고찰해 보도록 한다. 

2.2. 다의어와 의미 확장

중국어 공간척도사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

이 둘 이상의 관련된 ‘의의(sense)’를 지니는 것을 ‘다의관계(polysemy)’라고 말하며 

다의관계에 있는 낱말을 ‘다의어(polysemous word)’라고 한다.9) 다의관계의 기본 구

조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공존인데10), ‘원형의미’는 그 범주를 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의미이다. 인지적으로 두드러지고, 중립적인 문맥에서 가장 

잘 활성화되며, 용법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1) 이와 조적으

로 ‘확장의미’는 원형의미에서 파생되고 전이된 의미이며 원형의미에 비해 덜 기본

적이다. 

원형의미의 정의와 특징에 근거하여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를 공간량을 나타내

는 의미로 판정할 수 있다. 노재민(2009)에서 한국어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를 판

정하기 위해 모국어 화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이 공간척

도사의 여러 의미 중 공간의미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공간척도사의 공간의미를 원형의미로 설정한 

것은 언어 사용집단의 심리 실제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본고

는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를 공간의미로 간주할 것이다. 만약 공간의미가 

9) 임지룡(1997:216) 참조.

10) 임지룡(2008:144-146) 참조.

11) 임지룡(2009) 참조.



24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연구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예컨  ‘사물 자체가 높다’와 ‘높은 곳에 위치한다’의 의미

를 지니는 ‘高’ 등은 여러 공간의미를 모두 원형의미로 간주하며, 공간영역을 벗어

나 다른 영역에 투영되어 나타내는 의미에 해서는 확장의미로 보기로 한다. 

한 단어의 의미가 원형의미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확장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제에 의한 것이다. 인지의미론에서 의미 확장의 

기제로 많이 거론된 것으로는 ‘유사성 인지능력’에 의한 ‘은유(metaphor)’와 ‘인접성 

인지능력’에 의한 ‘환유(metonymy)’ 그리고 ‘주관화’가 있다. 

2.2.1. 은유

전통적으로 은유는 수사의 일종으로 특수한 언어기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Lakoff를 비롯한 인지언어학자들은 은유의 위치는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있고, 우리가 세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고 주장한다.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은유를 경험의 한 영역, 즉 ‘근원영역’에서부터 다른 경험의 

영역, 즉 ‘목표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인지 사상(cognitive mapping)’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개념적 은유’라고 하였다. ‘근원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

므로 구체적⋅물리적인 반면, ‘목표영역’은 표현하려는 영역으로서 추상적⋅비물리

적이다. 즉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영역을 가지고 낯선 목표영역을 개념화하

는 인지 책략이다.12) 

개념적 은유는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13)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58-66)에 의하면 우리는 사건, 활동, 정서, 

생각 등을 개체 또는 물질로 간주하여 그것을 지시하고, 범주화하고, 양화한다. 이

러한 개념화 방식은 존재론적 은유이다. 공간척도사와 관련된 존재론적 은유는 다

시 사물은유와 그릇은유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을 보자.

(8) a. 宗教意识在人们思想上根深蒂固。
종교의식은 인간의 사상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b. 他陷入了深深的回忆之中。
그는 추억에 깊이 빠졌다.

12) 임지룡(1997:174) 참조.

13) 은유의 분류에 해서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37-72)과 임지

룡(1997:177-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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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은 공간척도사 ‘深’이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된 문장이다. (8a)에서 추상적 

‘宗教意识’를 구체적 사물인 ‘根’으로 은유하고 있으며 의식이 인간의 사상에 안정

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처럼 

추상적인 사건⋅정서⋅생각 등을 구체적인 사물로 이해하는 것은 사물은유이다. 

(8b)는 서론에서 보았던 예문이며 ‘回忆(추억)’라는 상태를 그릇으로 은유해, 사람이 

마치 그릇에 있는 내용물처럼 간주된다. 이와 같이 추상적인 상태 등을 그릇으로 

이해하는 은유는 그릇은유이다.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는 어떤 사물의 공간량을 측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은유는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 확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제이다. 부분의 공간척도사의 의미 확장이 사물은유와 관련

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가 그릇은유와 관련되어 있다. 

지향적 은유는 상호 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 체계를 조직화하는 은유이다. 이 

은유는 부분 위-아래, 안-밖, 앞-뒤, 접촉-분리, 중심-주변 등의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이 있어서 ‘지향적 은유’라고 부른다.14) 중국어 공간척도사 중 ‘高/低’와 ‘深/浅’

의 의미 확장은 위-아래 지향적 은유와 관련되어 있다. 다음을 보자.

(9) a. 群众看球热情很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축구경기를 본다.

b. 日军越打士气越低。
일본군은 싸울수록 사기가 떨어진다.

‘高/低’는 원래 수직적인 공간량을 나타내는 공간척도사이다. (9)에서 정서도 마

치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개념화하고 있으며 ｢흥분한 감정 상태는 위, 침울한 감정 

상태는 아래｣15)라는 지향적 은유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적 은유란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구조화되는 은유’를 말한다. 예

컨  ‘사랑은 여행이다’라는 은유 표현은 여행도식에 바탕을 두고, 여행의 ‘승객’은 

사랑의 ‘연인’, ‘차량’은 ‘관계’, ‘목적지’는 ‘공통된 목표’에 각각 해당하며, 이처럼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응된다.16) 공간척도사 중 ‘远/近’의 

의미 확장은 구조적 은유와 관련된다. 다음을 보자.

14)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37-52) 참조.

15) 괄호 ｢ ｣안에 있는 문구는 은유임을 밝혀둔다.

16) 임지룡(1997:1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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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眼看春节就要临近了。
설이 곧 다가온다.

(10)에서 시간적 관계를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近’을 가지고 이해하고 표현하

고 있다. 이때 시간적 관계와 공간적 관계 사이의 요소들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

로 응하고 있다. 

근원영역(공간영역) 목표영역(시간영역)

-------------------------------------------------------------------------------

  상 공간점 상 시간점(春节)

  참조점 참조시점(现在)

  공간 거리 시간 거리

<그림 2-4> ‘近’이 공간 역과 시간 역 간의 사상

이처럼 공간점과 참조점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던 ‘近’의 각 요소들이 공

간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시간영역으로 사상되어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2.2.2. 환유

유사성에 의해 두 영역 간의 사상으로 정의되는 은유와 달리, 환유는 한 영역 안

에서 인접성에 의해 일어나는 사상이다. 은유와 환유의 이러한 차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17)

<그림 2-5> 은유와 환유

17) Kövecses(2002:147-148), 김억조(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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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유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의 한 가

지 유형인 그릇-내용물(CONTAINER FOR CONTAINED) 환유를 살펴보겠다.

(11) a. The kettle is boiling.

주전자가 끓고 있다.

b. He drank three bottles.

그는 세 병을 마셨다.

(11)에서 ‘kettle’과 ‘bottles’는 모두 그릇이지만,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그 속에 들

어 있는 내용물이다.18) 즉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을 지칭하고 있다. 이는 영역 간

의 사상이 아니며 같은 영역 내에서 인접성이 있는 두 개념(그릇과 내용물) 사이의 

사상이므로 그릇-내용물 환유가 작용한 것이다.

환유적 개념화 방식의 작용은 공간척도사 ‘深/浅’의 사용에서 관찰된다. 다음을 

보자.

(12) a. 井里的水很深/浅。
우물 안의 물이 깊다/얕다.

b. 井很深/浅。
우물이 깊다/얕다.

(12a)에서 ‘深/浅’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의 깊이를 측정하고 있다. ‘深/浅’의 자

형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물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은 ‘深/浅’의 원초적인 의

미이다. 여기에서 그릇-내용물 환유가 작용하여 ‘深/浅’은 (12b)처럼 용기인 ‘井’과

의 결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2.2.3. 주 화

은유와 환유 외에 주관화도 의미 확장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기제이다. 

Traugott & Dasher(2002:97)에서는 문법화를 고찰하면서 주관화를 의미변화의 중요

한 기제로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어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Langacker(1999:150)에서는 주관화란, ‘어떤 개체에 한 비교적 객관적인 해석으로

부터 더 주관적인 해석으로의 전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예컨  원래 중세 영어

에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while’이 현  영어에서는 ‘양보’라는 화자의 태도를 

18) 김동환(2013: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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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 주관화 과정의 예이다.19)

Traugott & König(1991:208-209)에서는 주관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0)

① 의미 화용적 경향 Ⅰ: 외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내적인, 평가/

인식/인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② 의미 화용적 경향 Ⅱ: 외적 또는 내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텍스트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③ 의미 화용적 경향 Ⅲ: 상황에 한 화자의 주관적인 신념/태도의 의미가 점 

점 더 강한 주관적인 신념/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중국어 공간척도사에서 ‘大/小’, ‘高/低’, ‘宽/窄’, ‘厚’, ‘浅’ 등은 주관화에 의한 의

미 확장 현상이 보인다. ‘高’의 예를 들어보겠다.

(13) 我想听听各位的高见。
여러분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요.

(13)에서 ‘高’는 수직적인 공간량에 한 척도 의미가 아니라 상 방의 의견에 

한 존경을 나타내고 있어,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평가/인식/인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하는 주관화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본 절은 다의어와 의미 확장에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였다. 중국어 공간

척도사와 관련된 의미 확장의 기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의미 확장의 기제

은유

환유

주관화

지향적 은유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사물은유

그릇은유

<그림 2-6> 의미 확장의 기제 

19) Traugott(1995:31), 조경환(2008:96)에서 재인용.

20) 이성하(1998: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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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절은 인지언어학에서 다의어와 의미 확장에 한 이론을 살펴보았

다. 본고의 연구 상인 중국어 공간척도사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이

다. 공간척도사의 의미가 공간영역으로부터 은유, 환유, 주관화 등 여러 기제에 의

해 확장해 나간 양상을 제3장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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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척도사의 의미 분석

본 장은 개별적인 시각에서 공간척도사 여덟 쌍의 의미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척도 낱말밭을 구성하는 개별 어휘는 16개가 있으

며 모두 여러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이다. 한 어휘가 의미 확장이 되어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지적인 기제와 근거가 있

다. 본 장은 먼저 개별 공간척도사의 자형의미로부터 출발하여 원형의미인 공간의

미를 고찰한 다음 해당 어휘가 어떤 확장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러한 의미 확장

의 기제와 인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공간척도사 개별 어휘의 의

미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중국어나 한국어 공간척도사에 한 기존 연구에서 부분 1차원, 2차원, 3차원

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공간척도사를 하위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2장에서 

제시했듯이 공간척도사는 x차원 바탕 공간물의 y차원적 공간량에 한 척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1, 2, 3차원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공간척도사를 

차원에 의해서 하위분류하지 않고, 본 장에서는 사용 빈도수에 의하여 고찰의 순서

를 정하였다. 빈도수 자료는 《現代漢語頻率詞典》에 의한 것이고 빈도수가 높을수록 

먼저 서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의 서술 순서는 ‘大/小’, ‘高/低’, ‘长/短’, ‘远/近’, 

‘深/浅’, ‘粗/细’, ‘厚/薄’, ‘宽/窄’가 된다.1) 

3.1. ‘大/小’
공간척도사 ‘大/小’는 중국어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립어 쌍 중의 하나이

다．《現代漢語頻率詞典》에 의하면 공간척도사 ‘大’의 사용빈도는 27위, ‘小’는 36위

1) 사용 빈도수 높은 순은 어린이가 이들 어휘를 습득하는 순서와도 거의 일치한다. 胡德明

(2003)이 어린이가 공간척도사를 습득하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大小类 ⟶ 高矮类 ⟶ 长短类 ⟶ 粗细类/深浅类 ⟶ 厚薄类(그는 ‘宽/窄’와 ‘远/近’을 고찰

하지 않았다.)

한 어휘의 의미가 인지적으로 단순할수록 어린이가 먼저 습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

라서 본고의 고찰 순서는 이들 어휘들의 인지적 단순성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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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한다. 형용사 가운데 사용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이 ‘大’와 ‘小’이다. 즉 ‘大/

小’는 형용사 범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원형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한 쌍이다. 많이 사용된 만큼 ‘大/小’의 의미도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고 

문법화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大/小’의 자형의미, 원형의미와 의미 

확장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3.1.1. 자형의미

《說文解字》에서는 ‘大’의 자로서의 자형의미에 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大，天大，地大，人亦大焉。象人形。2)

大: 하늘이 위 하고, 땅이 위 하고, 사람도 위 하다. 사람의 모양을 상형하였다.3) 

許愼은 ‘大’가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에 해서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大’字는 甲骨文부터 출현했던 자이며 

甲骨文 자형은 ‘ ’이다. 《甲骨文字典》에 의하면 ‘大’는 팔다리가 모두 나와 있는 

성인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다리가 강보(襁褓)에 묶어 있고 양 팔만 나와 있는 어

린 아이의 모습을 본뜬 ‘子[ ]’字와 조적이다. 金殷嬉(2007)는 갑골문에서 ‘大’로 

구성되어 있는 자들의 의미를 통해서 ‘大’가 팔다리가 뻗어있는 모습임을 증명하

였다.4) 즉 ‘크다’의 개념은 상형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교적 추상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보다 덩치가 큰 성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説文解字》의 ‘小’에 한 해석이다.

小，物之微也。从八。丨見而分之。5)

小는 물건이 작다는 뜻이다. ‘八’로 구성되었다. ‘丨’이 나타나자 팔로 나누었다.6)

2)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860. 

3) 해석은 염정삼(2003:415) 참조.

4) 金殷嬉(2007)에 의하면 ‘大’는 ‘舞[ ]’, ‘夾[ ]’, ‘亦[ ]’ 등의 자에서 팔다리가 벌어

져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義符로 사용되었다.

5)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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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愼이 어떤 물건이 나누면 작아진다는 의미에서 ‘小’의 자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갑골문에서 ‘小’字의 자형은 ‘ ’외에 ‘ ’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八’과 

‘丨’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세 네 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小’의 자형에 해서 《甲骨文字典》에서는 흩어져 있는 작은 점으로 ‘작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漢字源流字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그마한 먼지

나 모래알의 모습을 본떴다고 주장하였다. ‘小’字의 갑골문 자형을 고려해 보면 먼

지 등 매우 작은 사물의 모습을 점으로 표현해 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자로서의 ‘大/小’의 자형의미는 공간적으로 크거

나 작은 사물의 모습으로 추상적인 ‘크다/작다’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골문에서 ‘大/小’가 자형의미로 쓰이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a. 大室/大牢 

큰 방/큰 우리

b. 小牢7)

작은 우리

3.1.2. 공간의미

이 절에서는 현 중국어에서 ‘大/小’가 가지는 단어로서의 원형의미를 살펴보도

록 하겠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원형의미는 한 의미 범주를 표할 수 있는 가

장 기본적이고 인지적으로 두드러지는 의미이다. 보통 사전에서 언어 사용집단의 

인지 속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첫 번째 의미 항목으로 싣기 때문에 한 단어의 

원형의미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사전에 나와 있는 첫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現代漢語詞典》에 나와 있는 ‘大/小’의 첫 번째 의미 항목 중 공간의미에 

한 해석 부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8)

6) 해석은 염정삼(2003:35) 참조.

7) ‘大/小’의 갑골문 예문은 《甲骨文簡明詞典》 참조.

8) 《現代漢語詞典》에서 ‘大/小’에 한 첫 번째 의미 항목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在体积、面积、数量、力量、强度等方面超过一般或超过所比较的对象(跟‘小’相对)

부피, 넓이, 수량, 힘, 강도 등의 면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비교 상을 초과한다 (‘小’

와 반 된다)

小：在体积、面积、数量、力量、强度等方面不及一般的或不及比较的对象(跟‘大’相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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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在体积、面积等方面超过一般或超过所比较的对象(跟‘小’相对)

부피, 넓이 등의 면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비교 상을 초과한다 (‘小’와 반 된

다)

小：在体积、面积等方面不及一般的或不及比较的对象(跟‘大’相对)

부피, 넓이 등의 면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비교 상에 미치지 못한다 (‘大’와 

반 된다)

사전의미에서 “超过/不及一般或所比较的对象(일반적인 기준이나 비교 상을 초

과/미치지 못한다)”이라는 표현은 ‘大/小’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비교의 기준을 말

한다. 2.1.2에서 이미 분석했듯이 그 기준은 화자의 인지 세계에서 존재하는 기준일 

수도 있고 물리 세계에서 존재하는 특정한 사물일 수도 있다. 전자는 사전 해석에 

나와 있는 ‘一般’에 응되고, 후자는 ‘所比较的对象’에 응된다. ‘在体积、面积等

方面’이라는 문구는 ‘大/小’가 부피와 넓이라는 두 가지의 공간량에 한 비교 결과

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전에 나와 있는 ‘大/小’의 의미가 실제 코퍼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

기 위해 이들을 논항으로 삼을 수 있는 명사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9)

부피, 넓이, 수량, 힘, 강도 등의 면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비교 상에 못 미친다 (‘大’

와 반 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해석은 부피, 넓이 등 공간의미에 한 해석뿐만 아니라 수량, 

힘, 강도 등 비공간의미에 한 해석도 포함되어 있다. 2.2.1에서 밝혔듯이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는 공간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 의미의 공간의미 부분만 추출하여 살펴보

았다. 

9) 國家語委語料庫에서 형용사로 사용되는 ‘大/小’를 추출하여 해당 어휘 앞뒤 5 자의 거리

에서 共起하는 명사 중 실제로 논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사를 추출하여 목록을 작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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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大/小’ 공간의미의 결합어와 그 빈도수

척도

사 

의미

분류

명사지

시 상 

분류

‘大’ ‘小’

결합어10)
빈도

수
비율 결합어

빈도

수
비율

부피
3차원 

공간물

眼睛(40), 轮船(29), 

树(23), 石头(18), 

水滴(16), 房子(15), 

森林(12), 飞机(11), 

鱼(11), 猫(10), 

盒子(8), 耳朵(7), 

尾巴(7), 羊(7), 

西瓜(6), 镜(子)(6), 

球(6), 洞(6), 

动物(5), 烟囱(5), 

隧道(4), 山洞(4), 

嘴巴(4), 口罩(4), 

虾(4), 建筑(3), 

眼镜(3), 汽车(3), 

建筑物(3), 

写字台(3), 鲸(3), 

萝卜(3), 肚皮(3), 

绵羊(3), 石(3), 

木盆(3), 公鸡(3)

305 90.2%

眼(睛)(42), 手(37), 岛(37), 

山(35), 袋(31), 桌(31), 

车(30), 嘴(27), 房间(22), 

灯(22), 船(21), 房子(16), 

盒(子)(20), 黑板(13), 

屋(13), 床(13), 石头(12), 

石子(12), 板凳(11), 书(10), 

箱子(10), 瓶子(9), 树林(7), 

管子(7), 拳头(7), 窗口(7), 

窗(7), 坑(7), 院(子)(7), 

镜子(6), 星星(6), 小虾(6), 

火轮(6), 疙瘩(6), 土坡(6), 

别墅(6), 楼(6), (木)牌(6), 

棍(6), 脑袋(5), 鼻子(5), 

罐(5), 飞机(5), 脸蛋(5), 

屋子(5), 红旗(5), 楼房(5), 

瓶(5), 伞(5), 花朵(4), 脸(4), 

木门(4), 尾巴(4), 雨珠(4), 

茶几(4), 胡同(4), 湖(4), 

洋房(4), 针(4), 石块(4), 

山坡(3), 被子(3), 葫芦(3), 

灯笼(3), 书房(3), 茶壶(3), 

纸条(3), 篓子(3), 窝棚(3), 

皮鞋(3), 皮包(3), 河(3), 

帐篷(3)

690 92.9%

넓이
2차원 

공간물

屏幕(7), (草)地(5), 

沙漠(5), 油田(5), 

圆(圈)(5), 草坪(3), 

平原(3)

33 9.8%
路(24), 孔(18), 街(9), 

屏幕(4)
53 7.1%

합계 338 100% 합계 743 100%

10) ‘大/小’와 공기하는 빈도수가 3회(3회 포함) 이상인 명사를 추출하였으며 명사 뒤의 괄

호 안에 나온 숫자는 ‘大/小’와 결합하는 빈도수를 표시한다.



3. 공간척도사의 의미 분석   35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大/小’와 共起하는 명사는 모두 3차원 혹은 2차

원의 사물11)을 가리킨다. 실제 용례를 보겠다. 

(2) a. 他爬到溪边一块大石头上。
그는 계곡 옆에 있는 큰 돌 위로 기어 올라갔다.

b. 高清晰度电视的显示屏幕大。
HD-TV의 화면이 크다.

(3) a. 远处有一座小山。
먼 곳에 작은 산이 있다. 

b. 小屏幕上出现了一幅宇宙航行图。
작은 화면에 우주 항해도가 나타났다.

(2a)에서는 ‘大’가 3차원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石头’와 공기하고 이 사물의 전

체 공간량인 부피가 어떤 기준을 초과함을 나타내고 있다. (2b)에서는 ‘大’가 2차원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인 ‘屏幕’과 결합해서 스크린이나 화면의 전체 공간량인 넓이

가 어떤 기준을 초과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a-b)를 통해서 ‘小’의 공간척도 의

미는 ‘大’와 칭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3차원 사물의 부피를 나타내는 의미는 ‘大/小’의 가장 

많이 사용된 의미이며 용례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大/小’의 공간의미 중에

서도 부피의 의미가 가장 원형적임을 나타내며, 우리가 2차원적으로 인지하는 사물 

자체가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상의 통계에서 ‘大/小’와 공기하는 명사 중 1차원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없

고, 실제로 다음 예문이 보여주듯이 전형적인 1차원적인 명사와 결합할 수 없다.

(4) *大线/*小线 

*线很大/*线很小

11) 엄격하게 말하면 물리 세계에서 모든 사물은 길이, 너비, 높이를 가지는 3차원의 사물

이다. 그러나 언어는 물리 세계를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과정을 거친 

인지 세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물의 어떤 부분을 0차원, 1차원, 

2차원적인 것으로 간주한다(石毓智, 2000:120). 예컨  ‘桌子(탁자)’는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있는 것으로 인지하므로 3차원적이고 ‘桌面(탁자의 윗면)’은 두께를 전혀 가지지 

않는 2차원적인 것으로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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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통해 ‘大/小’의 의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大1: 3차원 공간물의 전체 공간량인 부피(tr)가 기준(lm)을 초과한다.

小1: 3차원 공간물의 전체 공간량인 부피(tr)가 기준(lm)에 미치지 못한다.

大2: 2차원 공간물의 전체 공간량인 넓이(tr)가 기준(lm)을 초과한다.

小2: 2차원 공간물의 전체 공간량인 넓이(tr)가 기준(lm)에 미치지 못한다.

‘大/小’의 이러한 공간의미를 영상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大/小’ 공간의미₁의 상도식

<그림 3-2> ‘大/小’ 공간의미₂의 상도식

<그림 3-1>과 <그림 3-2>에서 A로 표시되어 있는 육면체와 네모 상자는 각각 3

차원, 2차원 바탕 공간물을 나타내며 tr(탄도체)은 측정 상인 3차원, 2차원 공간량

을 나타낸다. ‘大/小’는 전체 공간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공간물 A를 나타내는 상자와 

전체 공간량인 탄도체를 나타내는 상자는 포개진다. lm는 지표로 비교의 기준을 나

타낸다. 화살표는 전체 공간량(탄도체, tr)과 기준(지표, lm)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점선으로 그린 것은 이동 동사가 나타내는 동적인 관계와 구분시키기 위

해서이다. ‘大/小’의 의미는 이 관계에 윤곽을 부여하기 때문에 굵은 선으로 표시하

였다. ‘大’는 탄도체가 지표를 초과함을, ‘小’는 탄도체가 지표에 못 미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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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확장의미

‘大/小’는 다의어로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확장의미는 다양한 기

제에 의해서 다양한 경로로 확장되어 왔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기초에 ‘大/小’의 

의미 확장 기제를 은유, 주관화, 자형의미의 영향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은유 중

에서도 사물은유와 그릇은유로 세분하여 ‘大/小’의 의미 확장 양상을 고찰해 보고

자 한다. 아울러 그 물리적⋅인지적 근거에 해서도 상세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3.1.3.1 사물은유

2.2에서 살펴보았듯이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58-66)에

서는 은유의 일종으로 존재론적 은유를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사건, 활

동, 정서, 생각 등을 개체 또는 물질로 간주하여 그것을 지시하고, 범주화하고, 양

화한다. 공간척도사 ‘大/小’는 공간물의 공간량을 측정하는 어휘인데 우리가 사건, 

활동, 정서 등도 공간물로 간주함에 따라 비공간적인 개념도 ‘大/小’를 가지고 표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大/小’의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이다. ‘大/小’가 어떤 비공간적 

개념을 공간물로 간주하여 표현하는지를 통해서 ‘大/小’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

보자.

<1> ｢소리⋅냄새⋅맛은 3차원 공간물이다｣
‘大/小’가 소리⋅냄새⋅맛을 묘사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5) a. 他长得又高又壮，说话声音也大。
그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크며 목소리도 크다.

b. 声音虽小，还是让紧随其后的记者听到了。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래도 뒤따르고 있던 기자에게 들렸다.

(6) a. 示范公厕克服了现有公厕臭味大、卫生差的弊病。
시범 공중 화장실은 기존 공중 화장실의 심한 악취와 비위생적이란 단점을 

극복하였다.

b. 煤油炉气味小，但热量比电炉大。
석유난로의 냄새는 약하지만 열량은 전기난로보다 강하다.

(7) 这酒馆只卖一种酒，价钱贱，酒味大。
이 술집은 한 종류의 술만 파는데, (이 술은) 가격이 싸고 술 맛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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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大/小’가 소리(‘声音’)와 결합해서 사용된 용례이며 청각영역에서 음량을 

나타내고 있다. (6)은 후각영역에서 냄새(‘臭味’, ‘气味’)의 강약을 ‘大/小’로 표현하

고 있는 문장이다. (7)은 ‘大’를 가지고 술맛의 진함을 나타내는 용례이다. ‘小’는 

맛을 의미하는 명사와 결합하는 용례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小’가 미각영역에 전이

되어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각 상도 공간물을 통해서 개념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은유적 언어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 확인된다. 예컨  한국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나물 맛이 간 것 같다”라는 문장에서도 ‘맛’을 갈 수 있는 구체적 공간물의 

개념을 빌어 이해하고 있다.12) 

공간적으로 부피나 면적이 작은 사물은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우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매우 작은 사물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조적으로 큰 사물은 훨

씬 잘 보이고 시각적인 충격이 크기 마련이다. 이처럼 공간적으로 큰 사물이 상

적으로 더 현저한 상황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소리에 

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소리가 크면 잘 들리고 작으면 잘 들리

지 않는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리가 청각적으로 쉽게 감지되고 현

저한 경험은 큰 공간물이 시각적으로 쉽게 감지되고 현저한 경험을 쉽게 환기한다. 

(5-7)의 문장은 바로 이와 같이 지각영역에서 현저한 감각을 공간영역에서 현저한 

공간물로 간주하여 표현하는 ｢감각은 공간물이다｣ 은유가 작용된 것이다. 근원영역

인 공간영역과 목표영역인 지각영역 간에 ‘현저성’이라는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하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유적 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시간은 3차원 공간물이다｣
Diller(1991:212)에 의하면 시간의 개념은 범언어적으로 공간영역을 통하여 이해된

다.13) 중국어에 시간을 3차원의 공간물14)로 개념화하여 ‘大/小’를 가지고 그 시간량

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다음을 보자.

12) 이 문장과 이에 한 분석은 최지훈(2007:115)을 참조.

13) 임지룡(1997:185) 참조.

14) 2차원 사물과 3차원 사물은 모두 ‘大/小’의 바탕 공간물이 될 수 있다. ‘大/小’가 시간사

와 결합할 때 우리는 시간을 3차원의 사물로 인지한다고 본다. 2차원 사물은 실제로 많

지 않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체로 한 사물은 3차원의 사물로 간주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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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不大的工夫，舅舅家的院子里就站满了人。
얼마 있지 않아 삼촌네 마당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b. 他在这里呆了一小会儿，就走了。
그는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갔다.

(8)에서 ‘大/小’가 시간을 나타내는 ‘工夫, 会儿’과 결합하여 시간량을 나타낸다. 

그러나 ‘大/小’가 결합이 가능한 시간명사가 ‘工夫, 会儿’ 두 단어에 제한된다. 그 

사용 빈도 또한 많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很长/短时间’처럼 ‘长/短’을 사용한다. 즉 

중국어에서는 시간을 3차원의 공간물로 개념화하는 방식은 존재하나, 1차원의 공간

물로 개념화하는 방식이 더 지배적이다. 

<3> ｢동작⋅사건은 3차원 공간물이다｣
우리가 과정이나 사건도 구체적 공간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개념화 방식은 結繩

記事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結繩記事란 문자가 없었던 시 에 새끼에 매듭을 지어 

일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문헌에서 結繩記事에 관한 기

록이 있다. 다음은 중국 古籍 《易九家言》의 結繩記事에 관한 기록이다.

事大，大結其繩；事小，小結其繩。之多少，隨物眾寡。15)

일이 크면 매듭을 크게 짓고, 일이 작으면 매듭을 작게 짓는다. 매듭의 많고 적

음은 물건의 많고 적음에 따른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의 시 에서도 사람들이 

공간물(매듭)의 크기를 가지고 일의 규모를 나타냈으며, 즉 공간물을 가지고 사건

을 개념화하는 것은 인류의 기본적인 인지능력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념화 과정

은 ‘大/小’의 의미 확장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음을 보자.

(9) a. 市人大的领导多次在大会小会上强调这个问题。
市人大의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조했었다.

b. 双方在江原城外展开一场大战。
쌍방은 江原城 밖에서 큰 전투를 벌였다.

c. 天空下起了大/小雨。

15) 陳勇(201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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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큰 비/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9)는 ‘大/小’가 전형적인 사건명사인 ‘会’, ‘战’, ‘雨’와 결합하는 예문이다. 사건

명사는 사건과정을 나타내는 명사들이며 시간 축에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공간물을 나타내는 구체명사와 구분되며,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시간명사와도 

구분된다. (9a)에서 ‘大/小’는 사건명사 ‘会’와 결합하고 있으며 ‘大会’라 함은 참가

자도 많고 회의 지속시간도 길며 의제도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두루 담고 있다. 즉 

‘会’와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결합된 매우 종합적인 면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小会’는 이와 반 로 적은 인원이 참가하고 지속시간이 짧으며 규모가 작

은 회의를 말한다. ‘大战’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전쟁도 수많은 요소가 포함하는 사

건이다. ‘大战’이라고 하면, 범위도 크고 투입되는 병사들도 많고, 또 다른 관점에

서 보면 희생자도 많으며, 과정 또한 격하고 장렬한 느낌을 준다. 즉 ‘大战’에서의 

‘大’도 종합적으로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한다. ‘会’, ‘战’은 관련 요소가 많은 사건임

에 비해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雨’는 어떤 과정을 지시하며, 참여자 등이 없이 관

련 요소가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에 ‘雨’는 과정성뿐만 아니라 시각성도 매우 뚜렷

한 사건명사이다. 그러므로 ‘大雨’는 비가 내리는 과정이 얼마나 강하고 격하게 일

어나는지, 아울러 빗줄기가 집해서, 시각적인 충격이 강한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반면 ‘小雨’는 약하게 내리고 있어 시각적인 충격을 그다지 주지 않는 비를 의미한

다.

이처럼 ‘大/小’는 근원영역인 공간영역에서 목표영역인 사건영역에 사상됨에 따

라 사건의 규모나 과정의 강도를 나타내게 된다. 사건의 규모가 클수록, 과정이 격

할수록 우리에게 더 현저하고 더 깊은 인상을 주는 ‘현저성’은 두 영역을 연결시켰

다. 

‘大/小’가 사건의 강도나 규모 외에 주관성이 더 강한 ‘중요함/중요하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도 있다. 다음을 보자.

(10) a. 大事/小事

큰 일(중요한 일)/작은 일(중요하지 않은 일)

b. 天大的事/芝麻大的事

하늘만큼 큰 일/깨알만큼 작은 일

(10a)에서 ‘事’의 ‘大/小’는 중요도에 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10b)에서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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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나와 있어 중요하고 현저한 일을 공간적으로 큰 사물의 표인 ‘天’으로, 

현저하지 않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을 공간적으로 매우 작은 사물인 ‘芝麻’로 표

현하고 있어 언어의 생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명사 뿐만 아니라 ‘大/小’는 부사어로 쓰여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11) a. 他大笑起来。
그는 크게 웃기 시작하였다.

b. 发展经济一定要注重积累，千万不可忽视小打小闹。
경제 발전은 반드시 축적을 중시해야 하며, 결코 소규모 작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11)은 ‘大/小’가 부사어로 쓰였으며, 동작을 나타내는 단음절 동사를 수식하는 

예문이다. (11a)는 ‘笑’라는 동작의 격한 정도가 더 강하다는 의미로 한국어의 ‘크

게 웃다’에 해당한다. (11b)는 ‘小’가 동사 ‘打, 闹’를 수식하여 격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낸다. ‘小’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부분 (11b)처럼 ‘小V1小V2’ 같은 고정형

식을 취하고 결합 가능한 동사도 상당히 적어 ‘大’와 비교할 때 매우 제한적이다. 

강력한 동작은 그렇지 않은 동작보다 더 쉽게 포착되고 주의를 끌 수 있다. 반면에 

강도가 크지 않고 미미한 동작은 쉽게 포착할 수 없고 무시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현저한 동작을 공간영역에서 현저함을 나타내는 ‘大’와, 현저하지 

않은 동작을 ‘小’와 관련시킨다.

‘大/小’의 이러한 형용사에서 부사로 허화되는 문법화 현상이 한자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부터 포착되기 시작한다.16) 다음은 갑골문에서의 용례이다. 

16) ‘大/小’처럼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형용사로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부사로 허화된 것으로 봐야 하는가에 해서 학자들의 의

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楊逢彬(2001), 張國豔(2002)은 전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甲骨

文簡明詞典(第二版)》과 《甲骨文虛詞詞典》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 특히 《甲骨文

虛詞詞典》에서는 ‘大’의 부사 용법을 다시 동사를 수식하는 양태부사(情態副詞)와 형용

사를 수식하는 정도부사(程度副詞) 두 가지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용법을 어떻게 보든 

간에 ‘大/小’는 형용사로서의 실제적인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문법화의 진행 

과정으로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張誼生(2000)에서 중국어 부사의 문법화를 논의하

면서 부사와 관련된 문법화 현상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세 단계

는 명사⋅형용사⋅동사가 부사로의 변화, 부사 내부에서 더욱 허화된 변화, 그리고 부

사에서 더 허화된 접속사⋅어기사 등 품사로의 변화이다. 그는 단음절인 ‘白, 直, 怪, 

老, 光, 挺, 干, 净’ 등은 실제적인 의미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형태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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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貞：邛方其大出。
점을 치기를: 邛方은 거 출동할 것입니까?

b. 貞：于敦大芻。17)

점을 치기를: 敦에 가서 규모 벌초를 해야 합니까?

c. 小求。18) 

작은 규모로 求제사를 지낸다.

(12a)에서 ‘大’가 동사 ‘出’을 수식하고, (12b)에서 동사 ‘芻’를 수식하여 ‘ 규모, 

거’의 뜻으로 동사의 강도나 사건의 규모를 나타내며 통사적, 의미적으로 이미 

현 중국어와 같은 모습이다. (12c)는 ‘小’가 제사 동사 ‘求’와 결합하여 제사의 규

모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법화는 ‘雨’와 결합하는 통사 환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인

다. 

(13) a. 貞其有大雨。19)

점치기를 “큰 비가 있다.”

b. 乙丑卜，今夕大雨？20) 

乙丑날에 점을 치기를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올 것인가?”

(13a-b)는 모두 ‘大’가 ‘雨’를 수식하는 갑골문 용례이다. (13a)에서 ‘大雨’는 동사 

‘有’ 뒤에 나와 있으므로 ‘大’가 형용사로 사건명사 ‘雨’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이러

한 구조에서 ‘大’가 형용사로서, 매우 전형적인 용법이다. 그러나 (13b)에서는 ‘大

부사가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張誼生(2000)에서 ‘大’에 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그의 논리 로라면 동사를 수식하는 ‘大’도 단독적인 부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高举, 深挖’ 같은 경우에는 ‘高’와 ‘深’은 여전히 공간의미를 지니고 있고 주어

나 목적어 명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형용사로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大笑, 小打小闹’ 같은 경우에 동사를 지향하고 의미 역

시 공간영역을 벗어났으므로 이미 부사로 문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大’가 양태부

사에서 정도부사로 변화한 것은 張誼生(2000)에서 주장한 두 번째 단계인 부사 내부에

서 더 허화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7) 예문(12b)는 《甲骨文虛詞詞典》에서 인용. 해석도 같은 책을 참조.

18) 예문(12c)는 張國豔(2002:12)에서 인용.

19) 예문(13a)는 《甲骨文字典》에서 인용.

20) 예문(13b)는 楊逢彬(200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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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 앞에 다른 동사가 없으며 ‘雨’는 ‘비가 내린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이

처럼 갑골문에서 ‘雨’와 같은 어휘는 명사와 동사의 품사를 모두 지니기 때문에 명

사 ‘雨’를 수식하는 ‘大’가 동사 ‘雨’도 수식하게 되고, ‘大雨’라는 구조에 문법화가 

일어났다.

한편 楊逢彬(2001)에서 갑골문의 형용사를 12개라고 주장하였는데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는 오직 ‘大, 小, 多’ 세 개 뿐이고 빈도수는 각각 211차례(‘大’), 

44차례(‘小’), 31차례(‘多’)이다. 이는 ‘大/小’가 초기 단계부터 문법화가 진행된 어휘

들이며 ‘大/小’가 가지는 전체 공간량 척도의 개념은 중국인의 인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추상물은 3차원 공간물이다｣
추상 개념은 공간성과 시간성이 전혀 없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며 언어에서 추상

명사로 나타난다. 비록 공간성과 시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大/小’와 결합할 수 

있는 추상명사가 많다. 《漢語水平詞彙与漢字等級大綱(修訂本)》  甲乙級에 나와 있는 

추상명사는 348개가 있으며 이들 추상명사 중 41%인 142개가 ‘大’와, 12%인 42개

가 ‘小’와 결합할 수 있다.21) 실제 용례를 보자.

(14) a. 他有一个很大的缺点。 
그는 매우 큰 단점이 하나 있다.

b. 困难很大。 
어려움이 많다.

(15) a. 我们的优势太小了。
우리의 우세가 너무 약하다.

b. 受到的阻力很小。
저항력이 약하다.

(14)에서 ‘大’가 추상명사인 ‘缺点’, ‘困难’과 결합하고 있으며 이들 추상명사가 

나타내는 단점, 어려움 등 추상 개념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15)는 ‘小’가 추상

명사 ‘优势’, ‘阻力’와 결합하는 문장인데 우세나 저항력 등 추상 개념의 정도가 약

21) 조사는 CCL 현 중국어 코퍼스를 활용하여 하나의 추상명사가 앞 뒤 3 자의 거리에 

‘大/小’가 출현하는 용례를 추출하였다. 만약에 해당 추상명사가 ‘大/小’와 주술구조 혹

은 수식구조로 이루는 용례가 있으면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용례가 없으면 결합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통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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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한다. 이는 추상물도 구체적 공간물의 개념을 빌어 이해하는 개념화 방식

을 보여주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간물의 3차원 공간량을 가지고 추상 개

념의 정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다.22)

우리는 ‘缺点’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손을 잘 씻지 않다’와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도덕적인 측면이나 발생하는 결과 면에서나 정도가 다르

다. ‘缺点’의 정도가 심할수록 쉽게 발견되고 무시할 수 없으며 상 적으로 더 심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더 현저하다. ‘优势’도 그러하다. 우세의 정도가 미미하

면 느끼기 어려우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현저하지 않은 법이다. 그러므로 중국어

는 추상명사의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필요한 경우에 공간영역에서 공간적 현

저성을 나타내는 ‘大/小’를 가져왔다. 

<5> ｢성질은 3차원 공간물이다｣
‘大’는 더 나아가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6) 大吉/大喜/大旱

크게 길하다/많이 기쁘다/많이 가물다

(16)은 ‘大’가 단음절 형용사 ‘吉’, ‘喜’, ‘旱’과 결합하여, 성질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 예문이다. 이때의 ‘大’는 ‘很’의 의미와 비슷하여 정도부사 역할을 한다. 이 

의미는 공간물의 개념으로 성질을 이해하는 사물은유에 의해 확장된 것이며, 공간

물의 3차원 공간량을 가지고 성질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인지적 근거는 역시 

현저성에 있다. 예컨  기쁜 정도가 심할수록 더 자극적이며 깊은 인상을 남겨준

다. 이러한 경험은 공간물의 부피가 크면 시각적으로 더 충격을 주는 경험을 환기

22) ｢추상물은 3차원 공간물이다｣ 은유는 매우 포괄적이며 많은 하위 은유를 포함할 수 있

다. 예컨  ‘很大的仇恨’에 반영되는 ｢감정은 3차원 공간물이다｣, 혹은 ‘经济负担很大’에

서 반영되는 더 아래 층위인 ｢경제적 부담은 짐이다｣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大/

小’의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위 은유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그러므로 본고는 ‘大/小’가 추상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모두 하나의 상위 은유

로 귀결한다. 아래 다른 공간척도사의 경우 결합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위 은유

를 제시한다.

은유의 층위에 해서 Lakoff(1993:222-225)에서는 하위의 은유적 사상이 상위의 은유적 

사상을 이어받는다고(inherit) 하였다. 예컨  층위 1의 사건 구조 은유, 층위 2의 ｢목적 

있는 삶은 여행｣, 층위 3의 ｢사랑은 여행｣, ｢경력은 여행｣에서 하위 은유는 상위의 은

유적 사상을 이어받는다. 임혜원(200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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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大’가 성질의 정도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한편 ‘小’는 성질의 정도까지 

의미를 확장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大’와 비 칭적이다.

‘大’가 정도부사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용법도 갑골문에서부터 확인된다. 다음 예

문을 보자.

(17) a. 王占曰：大吉。
왕이 점을 치기를: 크게 길하다.

b. 乙巳卜，中貞：卜若兹不*節，其大不若。23)

乙巳 날에 점쟁이 中이 점을 치기를: 점을 친 결과가 이렇게 ‘節’하지 않은

데 매우 순조롭지 못할 것입니까?

(17a)에서 ‘大’가 형용사 ‘吉’을 수식하고 ‘길한’ 정도를 나타내며, 이 용법은 (16)

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 중국어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17b)에서 ‘大’가 ‘부정

부사+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는 형용사구를 수식하고 있으며 ‘순조롭지 못한’ 정도

를 나타낸다. 이를 현 중국어로 옮기면 ‘大不顺利’를 사용할 수 없고, ‘很不顺利’

로 표현해야 한다. 즉 ‘大’가 현 중국어에서 더 이상 형용사구를 수식할 수 없게 

되었으며 ‘大’ 정도부사로서의 용법은 갑골문 시기보다 축소되었다.

劉丹青(2001)에 의하면 갑골문에 나와 있는 정도부사는 오직 ‘大’뿐이었다. 주나

라 때부터 ‘孔’, ‘甚’ 등 다른 정도부사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중 ‘甚’이 오랫동안 

기본적인 정도부사로 쓰였다. 당나라 때부터 ‘非常’이 출현하고 근 중국어에 내려

와서 ‘很’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차 기본적인 정도부사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변

천 과정에서 ‘大’는 새롭게 출현한 정도부사에 려 점점 그 사용빈도가 줄어들었

고, 현 중국어에서는 고정형식으로 제한적인 단음절 형용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남

아있고 자유롭게 형용사를 수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大’의 이 문법화 경로

가 이미 폐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大’가 정도부사로 문법화된 상황을 알아보았다. 문자의 초기시 에 중

국어 사용자들이 성질의 정도를 나타내야 하는 상황을 부딪칠 때 새로운 언어 형

식을 창출하지 않고 기존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빌려오는 전략을 선택하였는데 

그 때 빌려온 단어가 바로 공간척도 개념을 나타내는 ‘大’였다. 이는 ‘大’가 가지는 

전체 공간량 척도의 개념이 중국인의 인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23) 예문(17)은 《甲骨文虚词词典》에서 인용. 해석도 같은 책을 참조. 예문에 있는 ‘*’은 판독

되지 못한 자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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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예이다. 

3.1.3.2 그릇은유

앞에서 확인했듯이 ‘大/小’의 원형의미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공간물이 차지하

고 있는 전체 공간량에 한 척도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도 두 

가지의 측면을 담고 있다. 

(18) a. 房间里摆了一张大床，就再也摆不下别的家具了。
이 방은 큰 침 를 놓더니 더 이상 다른 가구를 놓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b. 这张大床可以睡三个人。 
이 큰 침 에는 세 사람이 잘 수 있다. 

‘大’는 (18a)에서 침 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리적 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18b)에서는 ‘床’을 용기로 보고 ‘大’는 이 침 가 내용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기

능적 속성인 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大/小’가 용적을 나타내는 용법은 ‘수사+大

/小+임시양사+명사’라는 구조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이 구조에서 임시양사가 항

상 용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자.

(19) a. 桌子上摆着一个大碗，里面盛着半碗饭。
테이블 위에 큰 그릇 하나가 놓여 있고, 안에 밥 반 공기가 담겨 있다.

b. 孩子今天吃了一大碗饭。
아이가 오늘 밥 한 사발을 먹었다.

(19a)의 ‘大’는 그릇이 차지하는 공간의 양, 즉 물리 속성을 나타내는 반면, (19b)

의 ‘大’는 밥이 많다는 의미로 ‘碗’의 기능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큰 용기에 많은 물건을, 작은 용기에 적은 물건을 담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기가 크다’와 ‘내용물이 많다’를 자연스럽게 연관시킨다. 

한편 우리는 조직도 구성원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용납성을 감지하여 조직을 

그릇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혜원(2003:96-97)에서는 ‘ 학교 들어와서’ 

같은 표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는데,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을 마치 그릇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인지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소속은 그릇｣ 은유를 제

시했다. ‘进入世贸组织(WHO에 가입하다)’ 등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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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을 그릇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은유적 인지과정

에 의해 용기의 용적을 나타냈던 ‘大/小’가 조직의 구성원이 많고 적음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예문을 보자.

(20) a. 小学新生超3万，小班被迫变大班。
초등학교 입학생은 3만 명이 넘었고, 어쩔 수 없이 작은 반이 큰 반으로 변

했다.

b. 我们家是一个四代同堂的大家庭。
우리 집은 4 세 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다.

(20a)의 ‘大班/小班’은 학생 수가 많은/적은 반24), (20b)의 ‘大家庭’은 식구가 많은 

가정을 말한다. 즉 조직을 구성원을 담는 그릇으로, 조직의 구성원이 많고 적음은 

그릇의 용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그릇은유에 의해 ‘大/小’가 조직을 나타

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3.1.3.3 주관화

2.2.2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적이고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내적이고 평

가/인식/인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 과정은 주관화 과정의 일종이다. ‘大/小’의 원

형의미는 공간물이 차지하는 공간량인데 외적이고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이며 

객관성이 강하다. 이러한 의미로부터 주관화 과정을 거쳐 평가/인식/인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하여 사회적인 평가를 나타내게 되었다. 陳青松(2004)은 이러한 ‘大/小’

의 용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직업이나 사회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또 하나는 성별과 연령 면에서 특징을 지니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

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陳青松(2004)에서 들었던 예를 아래와 같이 인용해 보겠

다.

(21) a. 大科学家/大明星/大教授

과학자/톱스타/ 교수 

b. 小百姓/小职员/小教书匠

백성/보잘것없는 직원/교사쟁이

24) ‘大班/小班’은 학생들의 연령이 높은/낮은 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학생수가 

많은/적은 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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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 大丈夫 

장부

b. 小女人

아녀자

(21)은 ‘大/小’가 직업이나 사회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科学家, 明星, 教授’와 결

합한 경우이다. (21a)에서 ‘大科学家’는 ‘科学家’라는 직업에 한 높은 평가나 어떤 

훌륭한 ‘科学家’에 한 높은 평가를 나타낸다. ‘大明星, 大教授’도 이와 같다. 즉 

‘大’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이와 반 로 (21b)에서 ‘小百姓/小职员’의 ‘小’는 

보잘 것 없고 낮은 사회적 지위에 처해 있는 사람에 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나타낸다. 陳青松(2004)에서 ‘教授’와 ‘教书匠’은 같은 직업을 나타내는 어휘인데 서

로 다른 부가적인 가치 평가 의미에 맞게 각각 ‘大’와 ‘小’를 붙인 현상에 주목하

였다. 이것이 이 의미의 주관성이다.

(22)는 성별 면에서 특징을 지니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상황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大’를 붙인 쪽은 긍정적인 가치를, ‘小’를 붙인 쪽은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본고는 이상의 경우 외에 두 가지 상황을 더 보충하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보

자.

(23) a. 尊姓大名/大作 

성함/걸작

b. 小可/小女

저/제 딸

(24) a. 大禹 

훌륭한 禹임금

b. 大唐/大汉天子

당/ 한천자

(23a)는 상 방의 성함이나 작품에 한 尊稱이며 (23b)는 자신이나 자기의 딸에 

한 謙稱이다. (24a)는 사람 이름 앞에 ‘大’를 첨가함으로써 ‘禹’에 한 높은 평가

와 극한 존경의 의미를 담았고, 이 용법은 고 중국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가 현 중국어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24b)는 나라 앞에 ‘大’를 써서 이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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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나타낸다. (24)의 경우는 ‘小’가 쓰이지 않는다.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大/小’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 결합하여 어휘화되어 있

어,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大/小+的+명’의 형식은 허용되지 않고, ‘大/小’가 술어로

도 쓰일 수 없다. 따라서 다음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25) a.*大的科学家/*小的百姓 

b.*大的丈夫/*小的女人

c.*科学家很大/*百姓很小。

한편 ‘大’가 시간명사 앞에 쓰여 ‘大+시간사+的’의 구조로 이루는 용법도 주관화

에 의한 의미 확장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26) 大过年的，你怎么还要加班？
설인데 왜 또 야근을 해?

(27) 大冬天的，吃什么冰激凌啊！
한 겨울인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이 언어 현상에 최초로 관심을 보인 연구자는 宋玉柱(1994)를 꼽을 수 있다. 그

는 이때의 ‘大’는 ‘區別詞’라고 주장하고 이 문형이 특별한 시간 에 한 강조를 

나타낸다고 말하였다. 이어 沈陽(1996)은 이 구조에 쓰일 수 있는 시간사의 분류와 

후속문의 특징 등의 면에서 언어 사실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특별하거나 중요한 

시간 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項開喜

(1998)는 ‘현저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현저성을 가지고 ‘大+시간사+的’

와 평가를 나타내는 ‘大’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이때의 ‘大’는 ‘표지사’라고 주장하

였다.

기존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보면 이 구조에 사용된 ‘大’는 화자의 인지 속의 특별

히 현저한 시간 를 표기하는 역할을 한다. 원래 ‘过年’이나 ‘冬天’은 모두 객관적

인 시간 인데 ‘大’를 첨가함으로써 화자 주관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라는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小’는 여기까지 확장되지 못했고 이 

구조에 사용될 수 없다.

‘大+시간사+的’에 사용된 ‘大’는 인지 표지로서 그 의미와 통사 기능은 더욱 허

화되었고 일종의 문법화로 볼 수 있다. 이 용법은 상당히 늦은 시기에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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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青松(2004)에 의하면 근 중국어에서 비로소 용례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 구조

는 현 중국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大’의 새로운 문법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大/小’와 관련된 문법화 경로는 다음 표로 정리한다.

<표 3-2> ‘大/小’의 문법화 경로

大/小의 문법화 경로1 大의 문법화 경로2

기능 명사수식 → 동사수식 → 형용사수식*25)
명사수식 → 
‘大+시간사+的’구조

품사 형용사   → 양태부사    → 정도부사 형용사  → 표지사

출현 시기 갑골문   →  갑골문     → 갑골문 갑골문  → 明代
현재 사용상황 사용     → 제한적 사용 → 제한적 사용 사용    → 사용

결론 폐쇄된 문법화 경로 새로운 문법화 경로

3.1.3.4 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중국어에서 ‘大/小’는 사람의 연령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다음을 보자.

(28) 我们班一共有15个学生，其中那个女同学最大/小。
우리 반에 총 15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 그 여학생이 가장 나이가 많다/어리다.

사람의 연령을 나타내는 용법은 ‘大’字의 자형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3.1.1에서 

분석했듯이 자 ‘大’가 만들어진 것은 팔 다리가 다 펴져 있는 성인의 보습을 본

뜬 것인데 실제로 고 중국어에서 성인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29) 既醉既飽，小大稽首。 (《詩經⋅小雅⋅楚茨》)

鄭玄箋：“小大，猶長幼也｡”

취하고 배부른 뒤에, 아이와 어른들은 모두 절한다. 

鄭玄箋: ‘小大’라 함은 ‘長幼’와 같다.

25) ‘小’는 동사를 수식하는 양태부사까지만 문법화되었으며 형용사를 수식하는 정도부사의 

용법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 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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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는 《詩經》의 한 구절과 이 구절에 나온 ‘小大’에 한 鄭玄의 주석이다. 여기

서 ‘小大’는 ‘아이’와 ‘성인’의 의미로 명사로 쓰이고 있다. ‘大’는 자형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小’는 립어로 ‘大’와 반 되는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용법은 지금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一家大小(한 집안의 어른과 

아이)’ 등 표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을 나타내는 ‘大/小’의 

의미는 자 ‘大’의 자형의미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본고는 ‘大/小’가 어떤 확장의미를 가지는지, 이 많은 의미들이 어떤 경

로와 기제에 의해서 확장되었는지에 해 고찰하였다. ‘大/小’의 의미를 다음과 같

이 정리한다.26)

‘大’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2. 3차원 공간물의 전체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한다.

② 【감각영역/사물은유】 소리⋅냄새⋅맛이 지각되는 정도가 강하다.

③ 【시간영역/사물은유】 시간량이 많다.

④ 【사건영역/사물은유】 동작⋅사건의 강도가 높거나 규모가 크다.

⑤ 【추상영역/그릇은유】 조직의 구성원이 많다.

⑥ 【추상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사람의 나이가 많다.

⑦ 【추상영역/사물은유】 추상 개념의 정도가 높다.

⑧ 【추상영역/사물은유】 성질의 정도가 심하다.

⑨ 【주관영역/주관화】 특별한 시간 에 한 표기.

⑩ 【주관영역/주관화】 긍정적 가치 판단.

⑪ 【주관영역/주관화】 존칭.

‘小’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2, 3차원 공간물의 전체 공간량이 기준에 못 미친다.

② 【감각영역/사물은유】 소리⋅맛이 지각되는 정도가 약하다.

③ 【시간영역/사물은유】 시간량이 적다.

④ 【사건영역/사물은유】 동작⋅사건의 강도가 높지 않거나 규모가 크지 않다.

⑤ 【추상영역/그릇은유】 조직의 구성원이 적다.

⑥ 【추상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사람의 나이가 어리다.

26) 각 공간척도사의 의미의 정렬 순서는 임지룡(1997:240-241)이 제시한 ‘공간→시간→추

상’, ‘내용어→기능어’의 확장 양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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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상영역/사물은유】 추상 개념의 정도가 높지 않다.

⑧ 【주관영역/주관화】 부정적 가치 판단.

⑨ 【주관영역/주관화】 겸칭.

3.2. ‘高/低(矮)’

3.2.1. 자형의미

이항 립을 이루는 다른 공간척도사와 달리 ‘높이’와 관련된 공간척도사는 중국

어에서 ‘高⋅低⋅矮’ 세 단어가 있다. 이 절에서는 이 세 단어의 자형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高，崇也。象臺觀高之形。从冂、口。與倉、舍同意。27)

高는 높다는 것이다. 臺觀(높은 건물)의 높은 모양을 본떴다. 冂과 口으로 구성되

었다. 倉, 舍와 문자 구성 원리가 같다.

위 문장은 《說文解字》에서 ‘高’에 한 해석이며, 높은 건물의 모양을 상형한 것

으로 ‘높다’가 자형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高’는 甲骨文부터 있었던 자이며 

《甲骨文字典》에는 殷商 사람의 주거 문화에 비추어 ‘高’ 字의 자형은 높은 지 에

서 穴居하는 모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8) 두 가지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高’는 높은 사물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자형의미가 ‘높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

다. ‘高’자는 甲骨文에서 출현했지만 ‘높다’의 자형의미로 쓰인 용례가 없으며 甲骨

文에서는 ‘高祖’처럼 ‘先祖’를 나타내거나 지명으로 사용하였다. 上古중국어29)에서 

‘高’의 용례를 살펴보자.

27)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402.

28) 원문은 “象高地穴居之形｡”이다.

29) 고 중국어의 시기 구분에 해서 王力(1980:35)을 참조한 것이고, 上古중국어는 

A.D.300년 이전의 고 중국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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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若升高，必自下；若陟遐，必自邇。 (《尚書⋅太甲下》)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먼 곳

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b. 鳳皇鳴矣，于彼高岡。 (《詩經⋅大雅⋅卷阿》) 

鳳皇이 저 높은 언덕에서 운다.

c. 五十步一井屏，周垣之，高八尺。 (《墨子⋅備城門》) 

오십 보마다 화장실이 있고 주위가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벽의 높이는 八

尺이다.

(30a-b)에서 ‘高’는 관형어나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며 ‘높다’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30c)를 통해서 적어도 戰國시 부터 척도문형에 사

용되기 시작했고 이미 현 중국어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30a)에

서 보이는 것처럼 上古중국어에서 ‘高’의 립어로 사용된 단어는 ‘低’와 ‘矮’가 아

니라 ‘下’였다. 구의 표현에서 역시 ‘高下’로 나온다.30) 그렇다면 ‘低’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下’를 체하게 되었는가?

‘低’는 갑골문에 보이지 않았으며 《説文解字》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은 

徐鉉(宋) 등이 增補한 이른바 《説文解字(新附字)》에 나와 있는 ‘低’의 해석이다.31) 

低: 下也。从人氐，氐亦聲。32)

下라는 것이다. 人과 氐로 구성되어 있고, 氐는 聲符이기도 하다.

위 해석에 의하면 ‘低’는 사람을 의미하는 ‘人’과 ‘도달하다’를 의미하는 ‘氐’에서 

의미를 획득하였으며 그 자형의미는 ‘下’이다. 여기서 ‘下’의 ‘아래’, ‘낮다’, ‘내리

다’ 중 어떤 의미가 ‘低’의 해석인지 의문이 생긴다. 《漢字源流字典》과 《王力古漢語

30) ‘高下’가 같이 나온 예문은 다음과 같다.

a. 地有高下，天有晦明。 (《國語⋅楚語》)

땅은 높고 낮음이 있고, 하늘은 흐리고 밝음이 있다.

b. 高者六尺，下者三尺。 (《墨子⋅備城門》)

높은 것은 六尺이고, 낮은 것은 三尺이다.

31) 新附字는 (宋)徐鉉 등이 《說文解字》를 교정하면서 宋初 당시에 통용되고 있으나 《說文

解字》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총 403자를 증보한 것이다. 

32) (漢)許愼 著, (宋)徐鉉 等校定, 《說文解字》, 中華書局, 1985,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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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典》에 의하면 ‘低’의 자형의미는 ‘고개를 숙이다’이다. 上古중국어에서 ‘低’의 사

용은 戰國시 부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31) a. 據軾低頭，不能出氣。 (《莊子⋅盜跖》)

(孔子는) 수레 앞의 횡목에 기 어 고개를 숙이고 숨을 내쉴 수가 없었다.

b. 龍俯耳低尾而逝。 (《呂氏春秋》)

용이 귀를 낮추고 꼬리를 숙이고 날아갔다.

(31)을 통해서 戰國시 에 ‘低’가 ‘고개를 숙이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일반화되어 

‘숙이다’로 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低’가 ‘낮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문

이다. 

(32) a. 北方之地低下而不平也。 (《論衡⋅說日篇》)

북방의 땅은 낮고 평탄하지 않다.

b. 不高不低，自然其勢。 (《唐代墓志彙編續集》)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며 그 山勢를 있는 그 로를 따른다.

(32a)는 東漢시기의 문장으로 ‘低’가 ‘下’와 같이 나와 ‘낮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32b)는 唐代의 예문으로 ‘低’가 단독적인 술어로 쓰여 ‘高’와 조적인 의

미로 쓰이고 있다.

‘低’가 ‘낮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下’를 체하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CCL 고

중국어 코퍼스에서 ‘高下’, ‘高低’의 용례를 모두 추출하여 시기별 그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3> 시기별 ‘高下’, ‘高低’의 빈도수

先秦 兩漢 六朝 唐五代 宋 元 明 清 現代

高下 53 51 37 97 280 5 95 222 719

高低 1 54 55 16 149 260 3513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高低’의 출현이 六朝부터였고, 唐五代에 활발하게 사

용하기 시작하였으나 唐宋시기에 ‘高’의 전형적인 립어는 여전히 ‘下’였다. 元에 

이르러 ‘高低’의 사용빈도수가 ‘高下’를 추월하였으며 ‘高下’와 공존하는 상황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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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현 에 되어서야 ‘高低’가 ‘高下’를 완전히 체하였고 현 중국어에서 ‘高下’

의 립은 ‘一争高下’, ‘难分高下’ 등의 고 중국어의 잔존표현에서만 보인다. 

다음에서 ‘矮’의 자형의미와 고 중국어에서의 사용에 해 알아보겠다. 

矮，短人也。从矢委聲。 《説文解字(新附字)》33)

矮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矢’로 구성되어 있고 ‘委’는 소리를 나타낸다.

許愼의 《說文解字》에는 ‘矮’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위는 《説文解字(新附字)》

에 의한 것이다. 《說文解字注》에서 ‘短’에 한 해석 부분에서 화살의 곧은 성질로 

인하여 고 에는 화살에 눈금을 새겨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설명

한다. 그러므로 ‘短’의 의미도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뜻하는 ‘矢’에서 왔으며 그 

자형의미는 ‘사람의 키가 작다’이다. 문헌에서 ‘矮’의 용례가 唐代부터 발견되고 許

愼의 《說文解字》에 ‘矮’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까닭은 東漢시 에 ‘矮’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王力古漢語詞典》에서 제시한 ‘矮’

에 한 예문이며 자형의미인 ‘사람의 키가 작다’로 사용되고 있다. 

(33) 道州地產民多矮。 (《舊唐書⋅陽城傳》)

道州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분 키가 작다.

고 중국어에서 ‘高/低(矮)’의 사용 상황을 종합해 보면 ‘高’는 갑골문부터 있었고 

자형은 높은 사물을 상형한 것으로 자형의미는 ‘높다’이다. ‘低’는 戰國시 부터 사

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낮다’의 의미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다’는 자형의미로만 쓰

였다. ‘낮다’로서의 ‘低’는 東漢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唐代에 이르러 그 사용이 

확 되었으며 ‘高’와의 립관계도 확립되었다. ‘矮’는 唐代에 출현된 자로 자형

의미는 ‘사람의 키가 작다’이다.

3.2.2. 공간의미

다음으로 《現代漢語詞典》의 첫 번째 의미 항목을 통해서 현 중국어에서 ‘高/低

(矮)’의 원형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漢)許愼 著, (宋)徐鉉 等校定, 《說文解字》, 中華書局, 1985,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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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从下向上距离大；离地面远(跟‘低’相对)

아래에서 위까지의 거리가 멀다, 지표면으로부터 멀다(‘低’와 반 된다)

低: 从下向上距离小；离地面近(跟‘高’相对)

아래에서 위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지표면으로부터 가깝다(‘高’와 반 된다)

矮: 身材短；高度小的

키가 작다, 높이가 작다.

任永軍(2000:9)은 사전에 근거하여 ‘高’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에 주목하였다. ‘ 상물 자체의 높이가 높다’는 것과 ‘ 상물의 고도상의 위치가 높

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활주로에 세워져 있는 비행기를 보고 “那架飞机真高(그 

비행기는 정말 높다)”라고 할 때 이 비행기의 밑부터 꼭 기까지의 높이가 높다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보고 “飞机飞得真高(그 비행기 참 

높이도 나는구나)”라고 할 때 비행기가 매우 높은 곳에 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전자는 비행기의 고유한 공간량을, 후자는 땅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높다’라는 개념의 형성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높은 

산에 한 사람이 서 있다면 산에 초점을 두고 볼 때 산의 고유한 성질이 부각되고, 

사람에 초점을 두고 볼 때 사람의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부각된다. 결국 같

은 영상을 두고 이 영상의 어떤 부분에 윤곽을 부여하느냐의 문제이다. 

‘高’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코퍼스에서 ‘高’와 결합되는 명사나 

명사의 출현 빈도수와 그 비율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3-4> ‘高’ 공간의미의 결합어와 그 빈도수

척도사 
의미분류

( )명사
지시 상 
분류

‘高’의 결합어34) 빈도수 비율

고유 수직 상향
무생물

山(36), 台阶(9), 楼(8), 围墙(7), 房子(7), 

鼻梁(6), 浪(4), 峡(4), 墙(4), 鼻子(4), 鼻

(4), 跟儿(3), 肩膀(3), 房(3), 岭(3), 筒(2), 

柱(2), 楼房(2), 竿(2), 烟囱(2)

115 61.2%

유생물 人(36), 他(6), 她(5), 我(4) 51 27.1%

거리 수직 상향
水位(5), 地面(5), 雪线(3), 海拔(3), 枝(2), 

云(2), 地形(2)
22 11.7%

합계 1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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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의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高’는 어떤 개체의 고유한 공간량

과 땅에서 위로 떨어지는 거리를 모두 나타낼 수 있고 《現代漢語詞典》과 任永軍

(2000)의 견해를 입증하고 있다. 그 중 [고유]를 나타내는 빈도수가 88.3%인 절 다

수를 차지한다. 수직 상향축의 공간량 척도를 나타낼 때 결합이 되는 명사나 명

사는 다시 무생물과 유생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수직 방향성을 지니는 

3차원의 공간개체이다. ‘高’가 이들 명사와 결합하는 실제 용례를 보자.

(34) a. 这座山很高。
이 산은 매우 높다.

b. 人越高，背上的东西也越高。
사람의 키가 클수록 등에 있는 물건도 높다.

c. 蓝天上一朵朵飘得很高的云带着玫瑰的色泽。
푸른 하늘 위를 날아가는 높은 구름은 장미빛을 띠고 있다.

(34a)에서 ‘高’는 ‘山’과 결합하여 산이라는 무생물의 3차원 공간개체를 바탕으로 

두고 아래에서 위까지의 수직 상향축의 길이가 어떤 기준을 초과한다는 의미를 나

타내고 있다. (34b)에서 ‘人’과 결합하여 인간의 수직 상향축인 키가 어떤 기준을 

초과함을 의미한다. (34c)에서 ‘高’는 ‘云’과 공기하여 구름이 지표면에서 떨어진 거

리가 기준을 초과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은 ‘低’, ‘矮’의 의미구조와 두 단어 간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現代漢語

詞典》에 의하면 ‘低’는 ‘高’와 완전히 칭적으로 한 사물의 고유한 공간량도 나타

낼 수 있고 상향적 거리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矮’는 고유한 속성만 나타낼 수 

있다. 任永軍(2000:9)은 예문에서 ‘低’가 일반적으로 거리를 나타내고 ‘矮’는 고유한 

속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任永軍(2000:10)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35) a. 矮凳/树很矮。 [고유]

낮은 걸상/나무가 매우 작다.

b. 低空/画挂得太低。 [거리]

낮은 하늘/그림이 너무 낮게 걸려있다.

오문의(1994:103-104)는 ‘矮’와 ‘低’의 차이를 유정성에서 찾고 있으며 ‘矮’는 [±사

34) ‘高’와 공기하는 빈도수가 2회(2회 포함) 이상인 명사( 명사)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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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低’는 [-사람]의 의미자질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오문의(1994:103-104)에

서 든 예문이다. 

(36) a. 他比我矮。
그는 나보다 키가 작다.

b. *他比我低。
c. 房子很矮。

집이 매우 낮다.

d. 房子很低。
집이 매우 낮다.

오문의(1994:103-104)에 의하면 (36)에서 사람의 키가 작다는 의미를 나타낼 경우 

(36a)처럼 ‘矮’를 사용할 수 있으나 ‘低’를 사용한 (36b)는 비문이다. (36c-d)처럼 무

정물을 묘사할 경우 ‘矮’와 ‘低’가 모두 가능하다. 

다음으로 계량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低’와 ‘矮’의 의미와 차이를 규명해 보자.

<표 3-5> ‘低/矮’ 공간의미의 결합어와 그 빈도수

척도사 
의미분류

명사지시
상분류

‘低’ ‘矮’

결합어35) 빈도수 비율 결합어 빈도수 비율

고유
수직 
상향

무생물
山(19), 草(4), 

丘陵(2)
25 48.1%

茎(19), 杆(10), 

(树)林(7), 柱(4), 

门(3), 墙壁(2), 

凳子(2)

47 78.3%

유생물 / 0 0 教官(7), 胖子(6) 13 21.7%

거리
수직 
상향

云(17), 

海拔(5), 

水位(5)

27 51.9% / 0 0

합계 52 100% 합계 60 100%

<표 3-5>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低’는 공간개체의 고유한 수직 상향 공

간량과 지표면 혹은 수면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데 반해, ‘矮’

는 거리를 나타낼 수 없고 한 공간개체의 고유한 공간량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35) ‘低/矮’와 공기하는 빈도수가 2회(2회 포함) 이상인 명사( 명사)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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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결과는 任永軍(2000)의 견해를 입증한다. 고유한 공간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低’는 무생명사만 결합할 수 있으나 ‘矮’는 무생명사나 인간과 모두 결합할 수 있

다. 이는 오문의(1994)의 주장을 입증한다. 이처럼 ‘低’와 ‘矮’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低’는 무생물의 고유한 공간량과 한 공간물이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위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낸다. ‘矮’는 사람의 키를 나타내는 자형의미로부터 

출발하여 측정 상이 일반화되어 무생물의 상향축 길이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

나 지표면과의 거리는 측정할 수 없다. 두 단어가 모두 무생물의 고유한 수직 공간

량을 나타낼 경우에 빈도나 결합 가능한 명사의 수량은 ‘矮’가 더 많다. ‘矮凳/低

凳’, ‘矮山/低山’, ‘矮跟鞋/低跟鞋’ 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화용론적 관

점에서 ‘矮+N’이 ‘低+N’보다 더욱 구어적이다. 

‘低’와 ‘矮’는 공간개체의 고유한 수직 공간량을 나타낼 때, 3차원 공간개체만 바

탕으로 삼을 수 있고, 1, 2차원 공간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다음 문장은 

모두 비문이다. 

(37) *低画/*矮画/?画很低36)/*画很矮 

(38) *低线/*矮线/*线很低/*线很矮

지금까지 살펴본 ‘高/低(矮)’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高(고유): 3차원 공간물의 수직 상향축의 공간량(tr)이 기준(lm)을 초과한다.

低(고유): 3차원 무생물의 수직 상향축의 공간량(tr)이 기준(lm)에 미치지 못한다.

矮: 3차원 공간물의 수직 상향축의 공간량(tr)이 기준(lm)에 미치지 못한다.

高(거리): 공간물이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위로 떨어지는 수직적 거리(tr)가 기준

(lm)을 초과한다.

低(거리): 공간물이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위로 떨어지는 수직적 거리(tr)가 기준

(lm)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의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6) ‘画很高’와 ‘画很低’는 그림이 높게/낮게 걸려 있는 ‘거리’의 의미로는 쓰일 수 있으나 

고유한 공간량을 측정할 때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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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高/低(矮)’ 공간의미₁의 상도식

<그림 3-4> ‘高/低’ 공간의미₂의 상도식

3.2.3. 확장의미

‘高/低’는 공간의미로부터 출발하여 많은 영역에서 여러 확장의미를 가지게 되었

다. 이와 조적으로 ‘矮’는 의미 확장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 사용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본고는 ‘高/低(矮)’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로 사용된 빈도수를 각 단

어 당 900~1000개의 용례를 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6> ‘高/低(矮)’ 공간의미와 확장의미 사용빈도 비교

단어 高 低 矮

상빈도수 994 1000 1000

의미 공간의미 확장의미 공간의미 확장의미 공간의미 확장의미

의미별빈도수 92 902 53 947 996 4

비율 9.3% 90.7% 5.3% 94.7% 99.6% 0.4%

<표 3-6>의 통계를 보면 ‘高/低’가 확장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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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矮’는 확장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매우 적다.37) 이 절은 ‘高/低’의 확장의미를 중심

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任永軍(2000:40-43), 閔子(2012), 沈瑩(2011), 王銀平⋅王丹丹(2011), 程麗

麗⋅盧衛中(2012), 劉穎(2012), 王銀平(2013)은 ‘高/低’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았

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토 로 ‘高/低’ 의미 확장의 기제를 위⋅아래 지향적 은유

와 주관화로 세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3.2.3.1 지향적 은유

‘高/低’가 다른 공간척도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수직 상향성이며 이러한 

방향성은 ‘高/低’의 의미 확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언어학에서 어떤 개념은 위-아래, 안-밖, 앞-뒤 등 공간적 방향성과 관련지어 

개념화된다고 주장한다.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37-52)에

서는 이러한 공간적 방향성과 관련된 은유를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라

고 하였으며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와 같이 은유의 한 종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Nagy(1974)를 바탕으로 지향적 은유 중 ‘위-아래’ 방향에 관한 몇 가지 개념적 

은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
2) ｢의식은 위, 무의식은 아래｣
3) ｢건강과 삶은 위, 아픔과 죽음은 아래｣
4) ｢통제를 하거나 힘을 갖는 것은 위, 통제나 힘에 복종하는 것은 아래｣
5) ｢많음은 위, 적음은 아래｣
6) ｢예견할 수 있는 미래 사건은 위(이고 앞)｣
7) ｢높은 지위는 위, 낮은 지위는 아래｣
8) ｢좋음은 위, 나쁨은 아래｣
9) ｢미덕은 위, 타락은 아래｣
10) ｢이성적인 것은 위, 감정적인 것은 아래｣

37) 검출된 ‘矮’가 확장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a. 过去我没文化，见人好像矮半截。
 옛날에 내가 지식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열등하다고 느꼈다.

b. 言语上的巨人，行动上的矮子。
 말하는 것은 거인인데, 행동하는 것은 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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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38-42)에서 제시한 영

어의 예 중 일부이다.

(39) a. His draft number is high. ｢많음은 위, 적음은 아래｣
그는 지명 순위가 빠르다.

b. He’s really low these days.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
그는 요즘 정말 기분이 저조하다.

(39)에서 ‘high’나 ‘low’와 같은 수직 공간 개념을 가지고 양이나 사람의 정신 상

태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혜원(2003:120-142)에서는 ‘수직적 척도 도식 은유’라는 용어로 

한국어의 지향적 은유와 관련된 언어 현상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그가 든 예문 중 

일부이다.

(40) a. 생산성은 참 높아요.

b. 남자가 말할 때는 말을 약간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40)에서 ‘높다’, ‘낮추다’ 등 수직 공간 개념은 양⋅영향권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임혜원(2003:120-142)에서는 한국어에

서 나타나는 수직 공간 은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a. ｢많은 것은 위, 적은 것은 아래｣
b. ｢영향력이 있는 것은 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래｣
c. ｢활성은 위, 비활성은 아래｣
d. ｢좋은 것은 위, 나쁜 것은 아래｣
e. ｢중심은 위, 주변은 아래｣
f. ｢뜨거운 것은 위, 차가운 것은 아래｣

중국어 공간척도사 ‘高/低’가 수직 상향의 방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단어의 의미 확장은 위-아래 지향적 은유와 긴 한 관련이 있다. 본 절은 지향적 

은유에 의한 ‘高/低’의 의미 확장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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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가 높은 것은 , 낮은 것은 아래｣
우리는 소리도 높낮이와 같은 수직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수직 

상향 공간척도사 ‘高/低’를 가지고 표현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41) a. 长岛人说话声音很高。
长岛사람들은 말할 때 목소리가 높다.

b. 一位工作人员走到我的身边，低声对我说……
스태프 한 명이 내 옆으로 걸어와 낮은 소리로 나한테 말하기를……

(42) a. 一群英俊的青年抚动六弦琴，在时而高歌，时而低吟。
멋있는 청년들이 六弦琴을 연주하면서 때로 높이 노래하고, 때로 낮게 읊조

리고 있다.

b. 数千名太子港市民涌向广场，高呼“反对战争”的口号。
太子港 시민 수천 명이 광장으로 물려와 ‘전쟁반 ’란 구호를 높이 외쳤다.

(41)에서 ‘高/低’가 소리를 의미하는 명사성 성분인 ‘声, 声音’을 수식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낸다. (42)에서 ‘高/低’는 부사어로 쓰여 동사 ‘歌, 吟, 呼’를 수식하고 

있으며 ‘높은/낮은 소리로’의 의미를 나타낸다. ‘歌, 吟, 呼’이외에 ‘高/低’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동사는 ‘唱’, ‘喊’, ‘奏’ 등으로 모두 사람의 목소리나 음악 소리가 난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사들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大/小’도 소리와 관련되는 명사나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大/小’가 소리를 수식할 때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잘 들리는지를 측정하

는 음량(loudness)을 나타낸다. 음량은 음의 진폭과 관련되는데, 소리의 주파수를 일

정하게 할 때 그 진폭을 증가시키면 소리의 음량도 증가한다. 이와 달리 ‘高/低’는 

‘음고(pitch)’를 나타내는데 음고는 주파수와 관련되며 낮은 주파수는 낮은 음고를 

유발하고, 높은 주파수는 높은 음고를 유발한다.38) 음량과 음고는 소리에 한 지

각경험의 두 가지 기본적 특성인데, 중국어에서 이 두 특성에 한 표현을 모두 공

간척도사에 의존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음량과 음고가 별개의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

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리의 ‘大小’와 ‘高低’를 서로 구분해서 사용하기

도 하며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8) E.B Goldstein(2007, 김정오 외 역, 2007:283-2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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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 他是一位著名的男低音歌唱家。
그는 유명한 베이스 가수이다.

b. 一位工作人员走到我的身边，低声对我说……
스태프 한명이 내 옆으로 걸어와 낮은 소리로 나한테 말하기를……

(43a)의 ‘低音’은 낮은 음고를 말한 것이지 소리가 작다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

에 여기서의 ‘低’는 ‘小’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43b)에서 ‘低声’은 잘 들리지 않

는 작은 목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低’를 ‘小’로 체해도 무방하다. 

임혜원(2003:127)에서 한국어에서 높낮이를 가지고 소리를 표현하는 것은 신체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음을 낼 때 목을 길게 빼거나 턱을 들고 팔을 올리는 

등 신체의 부분을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며, 저음을 낼 때는 턱을 목 쪽으로 당기

는 동작을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와 같은 신체적 경험이 소리를 위-아래라는 구

체적 공간 개념과 관련지어 개념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체

적 근거는 중국어 ‘高/低’와 소리의 높낮이 간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

<2> ｢수치가 많은 것은 , 은 것은 아래｣
‘高/低’는 ｢수치가 많은 것은 위, 적은 것은 아래｣라는 지향적 은유에 의해 의미

가 확장된 현상이 보인다.

(44) a. 失业率很高/很低。
실업률이 매우 높다/낮다.

b. 费用很高/很低。
비용이 매우 높다/낮다.

c. 温度很高/很低。
온도가 매우 높다/낮다.

d. 高速/低速

고속/저속(低速)

e. 高龄/低龄 

고령/저연령층의

(44a-e)에서 ‘高/低’가 각각 ‘失业率’, ‘费用’, ‘温度’, ‘速’, ‘龄’ 등 명사성 성분과 

결합하고 있다. 이들 단어는 실업률, 금액, 온도, 속도, 연령을 각각 나타내고 그 의

미가 관련된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나 모두 양화가 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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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통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단어들의 내재적인 양의 속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45) a. 2003年11月，美国白人的失业率为5.2%，而黑人的失业率高达10.2%。
2003년11월, 미국 백인의 실업율은 5.2%지만, 흑인의 실업율은 10.2%나 된다.

b. 一名患者每年需要的治疗费用高达1万美元。
한 환자가 해마다 필요한 치료 비용은 만 달러에 달한다.

c. 室外温度高达摄氏37度。
실외 온도가 섭씨 37도나 된다.

d. 这种高压水的速度每秒高达几千米。
이런 종류의 고압수의 속도는 초당 수천m나 된다.

e. 演员平均年龄高达40多岁。
배우들의 평균 연령은 40여 살에 달한다.

이처럼 수치로 정확하게 양화가 가능한 속성은 ‘高/低’로 그 양적 정도를 표현하

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코퍼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高/低’와 결합할 

수 있는 [양]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명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수학⋅물리⋅사회 등 영역에서 양화 가능한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 ~率(效率, 

成功率, 利率, 升学率, 得票率, 空驶率, 失学率, 准确率, 比率, 病死率, 通货膨胀

率, 失业率, 增长率, 死亡率, 功率, 发生率 등)~值, ~量(产量, 含量, 摄入量), 

~指数, ~系数(安全系数 등), 比例, 比重, ~度(密度, 透明度, 精度, 温度, 浓度, 

速度, 纯度, 亮度, 灵敏度, 强度, 清晰度, 幅度 등), 

② 금액과 관련된 명사: 价格(油价,价值, 房价), 成本, 薪, 收入, 奖金, 投资, 关税, 

费用, ~额(获奖额), 消费

③ 연령을 나타내는 명사: 年龄39)

39) ‘高/低’와 ‘大/小’가 모두 연령을 나타낼 수 있으나 차이가 있다. ‘大/小’는 사람을 나타

내는 명사나 명사와 결합할 때 묵시적으로 연령을 나타내어 ‘年龄’, ‘年纪’ 등의 속성

을 따로 제시해도 되고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我们班一共有15个学生，其中那个女同学

最大/小｡”와 “我们班一共有15个学生，其中那个女同学年纪最大/小｡”는 같은 의미로 이해

된다. 이와 달리 ‘高/低’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나 명사와 결합할 때 묵시적으로 신

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年龄’, ‘年纪’ 등 속성명사를 첨가해야만 연령을 나타낼 수 있다. 

“当时党的领导机构的成员年龄偏高｡”라는 문장에서 ‘年龄’을 삭제하면 연령을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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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高/低’가 수치로 양화될 수 있는 속성명사와 결합하여 양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외에 ‘高/低’는 수치로 정확히 양화할 수 없는 모호한 속성의 명사에 해

서도 척도를 나타낼 수 있다. 

(46) a. “五星”是一个传统名牌，在全国知名度高。
“五星”은 전통 유명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다.

b. 与目前已经存在的国家通用汉语水平考试相比，“商务汉语”难度稍低，更适合来

沪工作的外国人。
현재 국가에서 통용되는 중국어 능력 시험과 비교하면 ‘비즈니스 중국어’의 

난이도가 약간 낮아서 상하이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더 적합하다.

(46)에서 ‘高/低’와 결합된 속성명사는 ‘知名度’, ‘难度’로 수치화하기 어렵고 모호

한 양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성의 양에 한 측정도 ‘高/低’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명사는 ‘相似度’, ‘关注度’, ‘忠诚度’, ‘程度’ 등이 있다. 한편 우리는 사

회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어떤 속성을 수치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온도를 

예로 들어보면 고 에 사람들은 온도에 한 모호한 감각만 있었지 측정할 방법도, 

단위도 없었다. 후세에 되어서야 수치화하여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难度’는 여전히 비교적 모호한 양적 속성이다. 그래도 시험의 난이도를 정확히 측

정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되

었으며 그와 동시에 ‘难度指数’라는 단어도 생겼다. ‘难度指数’도 역시 ‘高/低’와 결

합한다. 그러므로 수치로 정확하게 양화 가능한 양적 속성과 그렇지 못한 양적 속

성에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高/低’로 그 양에 한 측정을 나타

낼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나타나듯이 양의 변화도 수직 공간 개념을 통해서 

개념화한다.

(47) a. 物价上涨 

물가가 오르다.

b. 速度下降40)

속도가 내려간다.

없게 된다. 또한 ‘高/低’가 연령을 나타낼 경우 더욱 서면어에 가깝다. 

40) 예문(47)은 藍純(2005:14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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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에서 ‘上涨/下降’ 등 수직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도 수량영역에 사상되어 

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양이 많아지는 것은 상향 이동 동사 ‘上涨’으로, 양

이 적어지는 것은 하향 이동 동사 ‘下降’으로 나타난다. ｢수치가 많은 것은 위, 적

은 것은 아래｣ 은유는 수직 공간척도 개념과 양 척도 개념 사이, 수직 공간이동 개

념과 양 변화 개념 사이에 모두 작용하고 있고, 체계적인 사상을 이루고 있음을 보

여준다.

｢수치가 많은 것은 위, 적은 것은 아래｣ 은유의 물리적 근거에 해서는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43)과 Johnson(1987, 노양진 옮김, 

2000:240)에서 지적했듯이 더미나 그릇에 물질을 더하면 표면이 상승하는 경험이 

그것의 물리적 근거가 된다. 임혜원(2003:122)에서 우리는 액수⋅빈도⋅정도 등을 

비교함에 있어, 막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수량이 많으면 긴 막 로, 수량이 적으

면 짧은 막내로 나타내는 행동방식도 이러한 인지과정을 반영한다고 지적한 바 있

다. 藍純(2005:140)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많음은 위, 적음은 아래｣ 은유의 실현으로 

온도계와 주식 그래프의 예를 들고 있다. 온도계, 혈압계 등은 수치가 많은 쪽은 

위쪽으로 설계한다. 기술적으로 볼 때 수치가 많은 쪽이 아래쪽에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인지 방식과 어긋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

한 현상은 ｢수치가 많은 것은 위, 적은 것은 아래｣라는 개념화 과정의 생산성과 우

리 삶에 끼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3> ｢지 가 높은 것은 , 낮은 것은 아래｣
사회 지위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 개념인 ‘高/低’ 없이 지위의 

높낮이 개념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위 개념에 한 이해는 수직 방

향 개념에 의존한다. ‘高’가 지위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이다. 고 중국어의 용례를 보자.

(48) a. 貴而無位，高而無民。 (《易⋅乾》)

귀하지만 자리가 없고, 높지만 따르는 사람이 없다.

b. 世上所高，莫若皇帝。 (《莊子⋅盜跖》)

세상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황제만한 이가 없다.

(48)은 고 중국어에서 ‘高’가 지위를 나타내는 용례이며, 늦어도 戰國시 에 ‘高’

는 이러한 은유적 확장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현 중국어에서의 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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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보편적이다. 다음은 그 예이다.

(49) a. 本地出生的白人是本土居民中地位最高的。
현지에서 태어난 백인은 본토 주민 중 지위가 가장 높다.

b. 他们的经济地位较低，工作条件较差，劳动时常穿蓝领衣服。
그들의 경제적인 지위가 비교적 낮고, 노동 환경이 비교적 나쁘며 일할 때 

블루칼라의 옷을 많이 입는다.

한편 ‘高/低’에 나타내는 ｢지위가 높은 것은 위, 지위가 낮은 것은 아래｣의 은유

도 수식 공간척도 개념뿐만 아니라 수식 공간위치 개념과 수식 공간이동 개념을 

포함한 모든 수직 공간 개념에 반영된다.41) 다음을 보자.

(50) a. 男性地位在女性地位之上。
남성의 지위는 여성의 지위보다 높다.

b. 下级不能只对上级负责，同时也要为人民负责。
하급자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도 책임져야 한다. 

(51) a. 当时有句话，叫做“升官不发财”。
그때 “관직이 오르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b. 有６名中层干部被降职、解聘。
6명의 중급 간부가 강직되거나 해임되었다.

(50)에서 수직 공간위치를 나타내는 방위사 ‘上’은 높은 지위나 직위를, ‘下’는 낮

은 지위나 직위를 나타내고 있다. (51)에서 수직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升’은 

직위가 높아짐을, ‘降’은 직위가 낮아짐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어에

서 사회 지위에 한 개념화가 수식 공간 개념을 근원영역으로 한 은유적 사상은 

상당히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은유적 개념화 방식은 물리적⋅문화적 경험

에 뿌리박고 있다. 공간적으로 높은 위치에 처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상황을 잘 파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인류 사회가 형성된 초기 단계에서 

지도층이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고 다스리기 위해 지 가 높은 곳에 거주했을 것이

다. 전쟁터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전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지휘하기 위해서 

41) ‘上/下’에 나타난 ｢지위가 높은 것은 위, 지위가 낮은 것은 아래｣ 은유에 해 藍純

(2005:141-14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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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높은 곳에 위치한다.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높은 위치와 높은 지위 사이의 

긴 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원숭이의 왕이 다른 원숭이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

이 그 예이다. 높은 곳에 처해 있어야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싸울 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리적⋅신체적 경험은 문화에도 반영되어 있다. 황제의 寶座를 

높여 황제로 하여금 신하를 내려다 볼 수 있게 하고, 바티칸의 건축물은 베드로 

성당의 돔 높이를 넘어서면 안 되는 규칙 역시 모두 그러한 문화의 반영이다. 그러

므로 수직 공간 개념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은유적으로 사상한 것은 우리의 매

우 기본적이고 범언어⋅범문화적인 개념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4> ｢수 ⋅실력이 좋은 것은 , 나쁜 것은 아래｣
수직 공간척도 개념을 나타내는 ‘高/低’는 수준⋅실력의 좋고 나쁨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을 보자.

(52) a. 标号的数字越大，水泥质量越高。
기호의 숫자가 클수록, 시멘트의 품질이 높다.

b. 划船运动目前数欧洲最为盛行，水平也最高。
조정 운동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성행하며 그 수준 또한 가장 높다. 

c. 中国队和中国大学生队明显实力较高。
중국팀과 중국 학생팀의 실력이 확실히 높은 편이다.

(53) a. 农民和工人的收入增加很少，生活水平很低。
농민과 공장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이 너무 낮아 생활수준이 매우 낮다.

b. 在这种经济情势下，低质廉价品的市场越来越小。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질 낮고 값싼 상품의 시장은 갈수록 축소된다.

c. 从业人员素质低也是事故的原因之一。
업종원의 자질이 낮은 것도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52-53)에서 수준⋅질⋅실력의 좋고 나쁨은 ‘高/低’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 그 

중 긍정적인 상태는 ‘高’로, 부정적인 상태는 ‘低’로 나타낸다. ‘素养’, ‘能力’, ‘本

领’, ‘实力’, ‘素质’, ‘技术’, ‘功能’, ‘科技’ 등도 같은 부류에 속하여 ‘高/低’와 결합이 

가능하다. 

藍純(2005:150)에서 ‘上品/下品’ 등 언어 표현을 통해서 수직 위치 개념을 나타내

는 ‘上/下’가 반영하고 있는 ｢질이 좋은 것은 위, 질이 나쁜 것은 아래｣ 은유를 살

펴보았다. 즉 수직 공간척도 개념뿐만 아니라 수직 위치 개념도 지향적 은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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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수준⋅실력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된다.

높은 수준과 높은 실력 등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역시 많은 

노력을 통해 중력을 극복해야 높은 지 에 올라갈 수 있는 ‘高’의 의미와 일치한

다. 이러한 인지적 유사성이 ｢수준⋅실력이 좋은 것은 위, 나쁜 것은 아래｣ 은유의 

인지적 근거가 된다.

<5> ｢흥분한 감정 상태는 , 침울한 감정 상태는 아래｣
‘高/低’는 기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다음을 보자.

(54) a. 群众看球热情很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축구경기를 본다.

b. 人们对第17届冬奥会的兴趣极高。
사람들이 17회 동계 올림픽에 한 흥미가 매우 높다.

(55) a. 吴莉情绪很低，常常呆呆地不说话。
吴莉는 우울한 기분으로 항상 멍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b. 日军越打士气越低。
일본군은 싸울수록 사기가 떨어진다.

(54-55)는 ‘高/低’의 수직 척도 도식이 정서영역에 사상되어 흥미⋅기분 등을 나

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문장들이다. (54)에서 더 열정적이고 흥분된 감

정 상태를 ‘高’, (55)에서 의기소침인 감정 상태를 ‘低’와 관련짓고 있음을 보여준

다. 감정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高涨’, ‘低落’ 등으로 나타내는 현상을 

보면 정서영역의 추상 개념을 체계적으로 수직 공간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수직 공간 개념과 정서영역 사이의 사상과 관련하여 Lakoff & Johnson(1980, 노양

진⋅나익주 옮김, 2006:38-39)에서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 은유로 칭했으며 수그

러진 자세는 전형적으로 슬픔이나 절망을 동반하고, 똑바로 선 자세는 긍정적인 정

서 상태를 동반하는 신체적 경험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高/低’와 관련된 지향적 은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 ｢소리가 높은 것은 위, 낮은 것은 아래｣
2) ｢수치가 많은 것은 위, 적은 것은 아래｣
3) ｢지위가 높은 것은 위, 낮은 것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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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준⋅실력이 좋은 것은 위, 나쁜 것은 아래｣
5) ｢흥분한 감정 상태는 위, 침울한 감정 상태는 아래｣

이 몇 가지 하위 은유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매우 강한 결속성이 보인다. 우리

는 흔히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 수준⋅실력이 좋은 것, 흥분한 것에 긍정적인 가

치로 평가하는 반면, 적은 것, 지위가 낮은 것, 수준⋅실력이 나쁜 것, 침울한 것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긍정적인 가치 판단은 항상 위와 관련짓고, 부정적인 가

치 판단은 항상 아래와 관련짓는다. 또한 수직 공간척도 개념(‘高/低’)뿐만 아니라 

수직 공간위치 개념(‘上/下’)과 수직 공간이동 개념(‘升/降/涨/落’ 등)을 포함한 수직 

공간 개념 전체가 수량⋅사회지위⋅정서 등 추상영역에 사상되어 체계적인 모습이 

보인다.

3.2.3.2 주관화

‘高/低’의 위-아래 지향적 은유 확장에도 ‘高’는 긍정적인 가치 판단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 이 절에서는 주관성이 한층 더 강화

되어 ‘高’는 남이나 남의 의견을 높여서 칭할 때 사용하는 존칭의 의미를 살펴보고

자 한다. 다음을 보자.

(56) a. 鉴真是唐代的一位高僧，他和玄奘很有相似之处。
鉴真은 唐代의 고승으로 玄奘과 비슷한 점이 많다.

b. 史念海先生是顾颉刚先生的高足。
史念海 선생님은 顾颉刚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c. 我想听听各位的高见。
여러분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요.

(56a)에서 ‘高’는 스님을 뜻하는 ‘僧’을 수식하여 스님에 한 높임을 나타낸다. 

(56b)에서 제자를 뜻하는 ‘足’를 수식하여 남의 제자에 한 존칭이 된다. (56c)에서 

의견을 의미하는 명사성 성분 ‘见’을 수식하여 상 방의 의견에 한 존경을 나타

낸다. ‘低’에는 이러한 주관화에 의한 의미 확장이 없다.

지금까지 본 절은 공간척도사 ‘高/低(矮)’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에 해 살펴보

았다. ‘高/低(矮)’의 원형의미는 공간의미이며 다른 공간척도사와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특징은 수직 상향성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高/低’의 의미 확장 과정에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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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용했고 위-아래 지향적 은유가 ‘高/低’의 주요 확장 기제가 된다. ‘高/低’와 달

리 ‘矮’는 의미 확장 능력이 매우 약하고 확장의미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본 절

의 고찰을 바탕으로 ‘高/低(矮)’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高’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3차원 공간물의 수직 상향축의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한다.

②  【공간영역/원형의미】 공간물이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위로 떨어지는 수직적 거

리가 기준을 초과한다.

③  【감각영역/지향적 은유】 소리의 진동수가 많다.

④  【추상영역/지향적 은유】 수치가 많다.

⑤  【추상영역/지향적 은유】 품질⋅수준⋅실력 등이 좋다.

⑥  【추상영역/지향적 은유】 감정⋅기분이 흥분된다.

⑦  【추상영역/지향적 은유】 지위가 높다.

⑧  【주관영역/주관화】 존칭.

‘低’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무생적 3차원 공간물의 수직 상향축의 공간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②  【공간영역/원형의미】 공간물이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위로 떨어지는 수직적 거

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③  【감각영역/지향적 은유】 소리의 진동수가 적다.

④  【추상영역/지향적 은유】 수치가 적다.

⑤  【추상영역/지향적 은유】 품질⋅수준⋅실력 등이 나쁘다.

⑥  【추상영역/지향적 은유】 감정⋅기분이 침울하다.

⑦  【추상영역/지향적 은유】 지위가 낮다.

‘矮’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3차원 공간물의 수직 상향축의 공간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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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长/短’

3.3.1. 자형의미

이 절에서는 ‘长/短’의 자형의미를 살펴보겠다. 먼저 ‘长(長)’字42)의 자형에 해 

許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長: 久遠也。从兀从匕。兀者，高遠意也。久則變化。亾聲。43)

長은 오래되다, 멀다는 뜻이다. 兀로 구성되고 匕로 구성된다. 兀이란 높고 멀다

는 뜻이다. 오래되면 변화한다. ‘亾’은 발음을 나타낸다.44)

즉 許愼은 ‘兀’을 義符로 삼고 있는 형성자로 보고 ‘长’의 의미가 ‘높고 멀다’는 

의미를 가지는 ‘兀’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长’字는 갑골문에서 보이는 자이며 그 

자형에 해 《甲骨文字典》과 《漢字源流字典》에는 許愼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甲骨文字典》에서 ‘长’의 갑골문 형태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 ’, ‘ ’, 

‘ ’, ‘ ’ 등이 있다. 이러한 자형을 통해서 ‘长’은 사람의 긴 머리카락을 상형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고 중국어에서 ‘长’이 공간적으로 ‘길다’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이다.

(57) a. 猗嗟昌兮，頎而長兮。 (《詩經⋅齊風⋅猗嗟》)

멋있고 창 하여라. 씩씩하고 훤칠한 키.

b. 長斧柄長八尺。 (《墨子⋅備城門》)

42) ‘长’은 현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간체자 자형이며 ‘長’은 고 중국어에서 사용했던 번체

자 자형이다. 본고에서 이와 같이 간체자와 번체자 자형이 다른 공간척도사는 고 중국

어 예문에 쓰이는 경우에는 번체자로 표시하고 현 중국어 예문에 쓰이거나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현 중국어 표기 방식에 따라 간체자 자형으로 표기하기

로 한다.

43)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791.

44) 해석은 염정삼(2003:3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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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도끼의 손잡이의 길이가 八尺이 된다.

(57a)는 술어로 사용하고 있고, (57b)의 첫 번째 ‘长’은 관형어로, 두 번째 ‘长’은 

척도문형을 이루고 있다. ‘长’의 사용은 늦어도 戰國시 부터 지금과 비슷한 모습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短’은 갑골문에 보이지 않고 《說文解字》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短: 有所長短，以矢爲正。从矢豆聲。45)

短: 길고 짧음이 있을 때 화살을 가지고 측정한다. 矢로 구성되어 있고 豆는 발

음을 나타낸다.

즉 許慎은 ‘短’을 화살을 뜻하는 ‘矢’를 義符로 삼는 형성자로 그 원형의미는 길

이가 짧다는 것으로 보았다. 앞서 살펴본 ‘矮’도 그랬듯이 ‘短’이 ‘矢’를 義符로 삼

는 것은 화살이 곧은 성질로 인하여 고 에는 화살에 눈금을 새겨 길이를 측정하

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46) 또한 ‘豆’를 聲符로 보는 許愼의 견해와 달리 段

玉裁는 그릇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義符이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47) 즉 段玉裁는 

‘短’을 길이의 측정 도구인 ‘矢’와 측정 상인 ‘豆’가 나란히 있는 회의자로 본 것

이며, 그 자형의미는 공간적으로 짧은 것이다.

‘短’의 자형의미로 사용한 고 중국어의 용례를 보겠다.

(58) 彼其髮短而心甚長。 (《左傳⋅昭公三年》) 

그는 비록 머리털이 짧지만, 마음은 깊습니다.48)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长/短’의 자형의미는 공간적인 ‘길다/짧다’이고 戰國

시 부터 그 사용이 이미 현 중국어의 모습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 중국어에서 ‘长/短’은 나무의 높이와 사람의 키를 나타낼 수 있었다. 다

45)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401.

46) 원문은 “有所長短，以矢爲正。……必正直如矢而刻識之。而後可裁其長短｡”이다.

47) 원문은 “按考工記曰。豆中縣。謂縣繩正豆之柄也。然則豆聲當作从豆。从豆之意與从矢同

也｡”이다.

48) 머리가 짧다는 것은 늙어서 머리털이 빠졌다는 것으로, 이 문장은 비록 몸은 늙었지만 

사려가 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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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자.

(59) a. 荊有長松、文梓、楩、楠、豫章，宋無長木。 (《墨子⋅公輸》)

荊에는 높은 솔나무, 文梓, 楩, 楠, 豫章 등의 나무가 있으나, 宋에는 높은 나

무가 없다.

b. 仲尼長，子弓短。 (《荀子⋅非相》)

仲尼는 키가 크고, 子弓은 키가 작다.

(59a)는 ‘长’이 나무의 높이를 나타내는 문장이고, (59b)에서는 ‘长/短’이 사람의 

키를 나타낸다. 즉 고 중국어에서 ‘长/短’은 수직 방향의 사물도 묘사할 수 있었으

나, 그 의미가 점차 ‘高/低(矮)’로 흡수되었다. 현 중국어에서 ‘身长’ 정도의 어휘에

만 흔적으로 남아있고, ‘长/短’은 더 이상 수직 상향적 공간량 척도에 사용하지 않

게 되었다.

3.3.2. 공간의미

다음으로 현 중국어에서 단어로서의 ‘长/短’의 원형의미를 살펴보겠다. 먼저 《現

代漢語詞典》에 나와 있는 ‘长/短’의 첫 번째 의미 항목은 다음과 같다.

长：两点之间的距离大(跟‘短’相对)(指空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다(‘短’과 반 된다) (空间을 가리킨다)

短：两端之间的距离小(跟‘长’相对) (指空间)49) 

두 끝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长’과 반 된다) (空间을 가리킨다)

49) 《現代漢語詞典》에서 ‘长/短’에 한 첫 번째 의미 항목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长：两点之间的距离大(跟‘短’相对) a)指空间 b)指时间

长: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크다(‘短’과 반 된다) a)空间을 가리킨다 b)时间을 가리킨다

短：两端之间的距离小(跟‘长’相对) a)指空间 b)指时间

短: 두 끝점 사이의 거리가 작다(‘长’과 반 된다) a)空间을 가리킨다 b)时间을 가리킨다

이 해석은 공간의미와 시간을 나타내는 확장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본 절은 공간

의미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 사전의 의미 중 공간의미 부분만 추출하여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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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长/短’의 사전의미를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长’의 해석에는 ‘两

点’, ‘短’에 해석에는 ‘两端’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两点’과 ‘两端’은 전혀 의미 차이가 없는 표현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한지의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点’과 ‘端’의 정확한 의미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現代漢語詞典》에서 제시한 ‘点’의 의미는 ‘기하학에서 길

이⋅너비⋅두께가 없고 위치만 있는 기하학 도형(几何学中指没有长、宽、厚而只有

位置的几何图形)’이며, ‘端’의 의미는 ‘물건의 끝점(东西的)头’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点’과 ‘端’의 의미가 다르며, ‘点’은 공간에서 임의의 점인 데 반해 ‘端’은 

어느 특정한 사물의 끝점을 말한다. 즉 ‘两点之间的距离’라고 하면, 이 두 점은 같

은 사물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사물에 있는 두 끝점이면 

이 사물이 차지하는 공간량을 측정하는 것이고, 두 점이 두 사물을 지칭한다면 두 

사물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两端之间的距离’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물을 두고 하는 말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长/短’의 의미는 한 

사물의 고유한 공간 속성만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두 사물 간의 거리도 

나타낼 수 있는가? 다음 예문을 보자.

(60) a. 绳子很长/短。
줄이 매우 길다/짧다.

*b. 我家离你家很长/短。
c. 我家离你家很远/近。

우리 집은 네 집에서 멀다/가깝다.

(60a)에 ‘长/短’은 어떤 구체물인 ‘绳子’의 양 끝점의 거리가 멀거나 가깝다는 것, 

즉 이 사물의 고유한 공간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60b)는 공간에서 임의의 두 점

인 ‘我家’와 ‘你家’ 사이의 거리를 ‘长/短’으로 나타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두 공간

점 사이의 공간 거리를 나타내고자 하면 (60c)와 같이 ‘远/近’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리는 두 사물 간의 공간 관계인데, ‘长/短’이 두 사물을 모두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립어 쌍이 두 사물 간의 공간 거리를 측정하지 못함을 의미한

다.50) 따라서 ‘长/短’의 공간의미는 한 공간물의 고유한 1차원적 공간량을 측정하는 

50) ‘长/短’은 ‘距离’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距离’는 실제적인 공간물이 아니라 추상적

인 속성이기 때문에 ‘长/短’이 ‘距离’라는 추상적인 속성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공

간물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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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現代漢語詞典》에서 ‘长’에 한 해석은 정확하지 않으며, ‘短’과 

같이 ‘端’이란 어휘를 사용하여 ‘两端之间的距离大’로 서술해야 한다.

다음으로 코퍼스에 나온 ‘长/短’과 결합어를 이루는 명사 목록을 통해서 ‘长/短’

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겠다.

<표 3-7> ‘长/短’ 공간의미의 결합어와 그 빈도수

척도사 

의미분

류

명사지

시 상 

분류

‘长’ ‘短’

결합어51)
빈도

수
비율 결합어

빈도

수
비율

길이

3차원 

바탕

鼻子(31), 腿(25), 睫毛

(25), 尾(巴)(24), 头发(24), 

(嘴)巴(16), 舌头(15), 脖子

(14), 胡子(14), 腿(13), 毛

(11), 管(11), 木板(11), 纤

维52)(10), (脖)颈(10), 辫子

(10), 枝(10), 沙发(9), 桥

(9), 丝(9), 前肢(7), 耳朵

(6), 板凳(6), 胡须(6), 沟

(6), 牙(5), 叶(4), 河流(4), 

袖子(4), 茎(4), 羽毛(4), 

桌(4), 导线(4), 椅子(4), 

针(3), 脸(3), 藤(3), 旗袍

(3), 抽屉(3), 飘带(3), 竹

竿(3), 围巾(3), 后腿(3)

396 85.9%

尾(巴)(8), 管(8), 

辫(7), 头发(7), 刀

(6), 毛(5), 四肢

(4), 前肢(4), 衫裤

(4), 池(4), 上衣

(4), 腿(3), 纤维

(3), 杆(3), 颈(3), 

蜡烛(3), 筒(3), 鼻

子(2), 颈部(2), 钩

(2), 草(2), 舌头

(2), 绒毛(2), 枪

(2), 外套(2), 声带

(2), 上唇(2) 

99 86.8%

2차원 

바탕

路(25), (街)道(14), 椭圆形

(6), 眉毛(6)
51 11.1% 跑道(3) 3 2.6%

1차원 

바탕

海岸线(6), 光波(4), 直线

(3)
14 3.0% 线段(12) 12 10.5%

합계 461 100% 합계 114 100%

<표 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长/短’은 1, 2, 3차원의 공간물을 모두 바탕 

51) ‘长’과 공기하는 빈도수가 3회(3회 포함) 이상인 명사만 추출하였다. ‘短’의 출현빈도가 

적기 때문에 공기하는 빈도수가 2회(2회 포함) 이상인 명사를 추출하였다.

52) ‘头发’, ‘毛’, ‘纤维’ 등은 모두 ‘头发很粗’, ‘毛很细’, ‘粗纤维’와 같이 ‘粗/细’와 결합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이들 사물의 단면크기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头发’, ‘毛’, ‘纤维’ 등

은 3차원의 사물로 귀속시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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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물로 삼을 수 있다. 구체적 용례는 다음과 같다.

(61) a. 他拿着一根长长的竹竿。
그는 긴 나무 막 기를 들고 있다.

b. 全身都是黑色，尾巴又短又小。
온 몸이 검정색이고 꼬리가 짧고 작다.

(62) a. 十几里路，不算太长。
십여 리의 길은 그리 멀지 않다.

b. 可惜跑道太短，他未能充分施展他的身手腿脚。
아쉽게도 보도가 길이 너무 짧아서, 그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63) a. 那儿的地平线很长很长。
그곳의 지평선이 매우 길다.

b. 直线是两点之间最短的线。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선이다.

(61)에서 ‘长/短’은 3차원의 ‘竹竿’, ‘尾巴’와 각각 결합하여, 이 사물들을 구성하

는 세 개의 축 가운데 가장 긴 축의 공간량을 측정한다. (62)에서 2차원의 ‘路’, ‘跑

道’와 결합하여 두 축 중 역시 긴 축의 공간량을 측정한다. 1차원 공간은 하나의 

점과 하나의 방향만 가지는 공간이며, 가장 전형적인 1차원 공간물은 ‘선’이다. 물

리 세계에서 완전한 1차원 공간물은 존재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일부 공간물을 전혀 

두께와 너비를 가지지 않는 사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기하학의 도형도 1

차원적일 수 있다. 이러한 1차원 공간물의 공간량을 측정하는 척도사는 (63)이 보

여준 바와 같이 ‘长/短’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长/短’의 공간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명할 수 있다.

长: 1, 2, 3차원 바탕 공간물의 최 축의 공간량(tr)이 기준(lm)을 초과한다.

短: 1, 2, 3차원 바탕 공간물의 최 축의 공간량(tr)이 기준(lm)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长/短’의 공간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53).

53) ‘长/短’은 1, 2, 3차원의 공간개체를 모두 바탕 공간물로 삼을 수 있으나, 도식에서 바탕 

공간물은 3차원적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2차원 사물과 1차원 사물도 한 축 혹은 두 축

의 길이가 0인 3차원 사물의 특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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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长/短’ 공간의미의 상도식

3.3.3. 확장의미

공간척도사 8쌍 중 전형적인 1차원 사물의 공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어휘는 오

직 ‘长/短’ 한 쌍이다. 이 점은 ‘长/短’의 의미 확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任永軍

(2000:39-40)에서 ‘长/短’이 시간의 길이와 능력⋅성격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했

다고 하였다. 본고는 시간영역으로 사상하여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长/短’의 의

미는 사물은유에 의한 확장, ‘长处/短处’ 등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는 주관화에 의한 

확장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3.3.3.1 사물은유

‘长/短’은 공간영역에서 시간영역으로 투영되어 시간량에 한 척도 의미를 나타

낼 수 있다. 이 때 ‘长/短’이 시간이나 시기를 나타내는 시간명사와 결합하기도 하

고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명사와 공기되어 해당 사건명사의 시간성을 추출

하여 묘사하기도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64) a. 时间很长/短。
시간이 매우 길다/짧다.

b. 长期/短期

장기/단기

(65) a. 长假 

긴 휴가

b. 短会

짧은 회의

(64)는 ‘长/短’이 시간이나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혹은 명사성 형태소)인 ‘时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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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와 공기되어 시간의 길고 짧음을 의미한 경우이고, (65)는 시간성이 있는 사건

명사 ‘假’, ‘会’를 수식하여 해당 활동이나 사건의 지속시간이 길고 짧음을 의미한

다. 명사 외에 ‘长’이 부사어로 쓰여 동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66) 长存/长跪/长眠/长盛不衰/长生不老/长谈

영원히 존재하다/오래 무릎을 꿇다/영원히 잠들다/오랫동안 흥성해 쇠퇴하지 않다/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66)에서 ‘长’이 동사 앞에 나와 동작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长’에 비해 ‘短’은 동사를 수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나마 수식하는 경

우에도 ‘长’과 조적으로 나올 때가 많다. 조사에 의하면 ‘短’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다음 몇 가지에 제한되어 있다.

(67) 短炒/长吁短叹/长话短说 

(주식에서)단기 투자하다/한숨만 연달아 쉬다/긴 이야기를 짧게 하다

중국어에서 시간량을 측정하는 형용사로는 ‘久’도 있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久’는 원래 뜸을 뜨는 의미였으며, 의미가 확장되어 시간적으로 ‘오래’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행위에서 시간으로의 확장 과정을 거친 것으로, 공간물에서 시

간으로 확장한 ‘长’과 다르다. ‘久’는 고 중국어에서 오직 시간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시간량 척도를 전담하는 어휘이다. 다음을 보자.

(68) a. 范宣子與和大夫爭田，久而無成。 (《國語⋅晉語》)

b. 范宣子与和大夫争夺土地，很长时间也没有结果。
范宣子와 和大夫가 땅을 쟁탈하는데 오래되도록 결과가 없었다.

(69) a. 久已病矣。 (唐⋅柳宗元《捕蛇者說》)

b. 已经病了很长时间了。
아픈 지 오래 되었다.

(68a)와 (69a)는 ‘久’가 고 중국어에서 사용된 문장이고 (68b)와 (69b)는 이를 현

중국어로 바꾼 문장이다. (68-69)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고 중국어에서 ‘久’를 

사용한 문장을 현 중국어로 바꾸면 ‘很长时间’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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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久’를 ‘好久不见’, ‘久等’ 등 고 중국어의 흔적이 잔존한 문장이나 문어적

인 문장에만 쓰인다. 즉 고 중국어에서 시간량을 나타낼 때 ‘久’가 더 원형적이었

는데 현 에 이르러 구어에서는 거의 ‘很长时间’에 의해 체되었다. 이처럼 시간

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따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화자들은 결국 공간

척도사를 선택하여 현 중국어에서는 시간량에 한 측정을 공간척도사가 거의 담

당하고 있다. 공간척도사가 매우 이른 시기에 출현한 어휘이지만 아직까지 생명력

이 강한 것은 공간 개념의 원형성과 긴 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공간을 

통해 시간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한 선호를 반영하기도 한다.

Diller(1991:212)에서 시간의 개념은 범언어적으로 공간영역을 통하여 이해된다고 

하였다.54) Lakoff & Johnson(1999, 임지룡 외 옮김, 2002:207)에서도 시간은 그 자체

로 개념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은유나 환유로 개념화되며, 시간

에 관한 우리의 모든 이해는 운동, 공간, 그리고 사건과 같은 다른 개념들과 관계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207)에서

는 ｢시간은 돈｣, ｢시간은 한정된 자원｣ 등 시간의 개념화와 관련된 은유를 분석하

였는데, ‘长/短’과 관련된 것은 ｢시간은 1차원의 공간물｣이라는 은유적 개념화 방식

이다. 1차원 바탕의 고유한 공간량을 묘사할 수 있는 공간척도사가 ‘长/短’ 한 쌍뿐

이기 때문에 ‘长/短’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3.3.3.2 주관화

공간물의 1차원적 공간량에 한 외적이고 객관적이며 기술된 상황인데, 여기서

부터 ‘长/短’은 평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 주관화에 의한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 

(70) a. 尺有所短，寸有所長。 (屈原《卜居》) 

한 자의 길이도 짧을 때가 있고, 한 치의 길이도 길 때가 있다.

b. 长项/长处/短处 

잘 하는 일/장점/단점

c. 取长补短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다

(70)의 ‘尺’, ‘寸’은 1차원 공간량인 길이의 척도 단위로 ‘尺’가 ‘寸’보다 긴 것은 

원래 물리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尺’도 짧을 때가 있고, ‘寸’도 길 

54) 임지룡(1997: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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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있다는 것은 이미 ‘尺’와 ‘寸’의 물리 속성에서 벗어나 주관성이 개입되었음

을 보여준다. 즉 비록 ‘尺’가 객관적으로 ‘寸’보다 긴 길이 단위이지만, ‘尺’도 부족

함이 있다는 주관적 판단을 가한 것이다. (70b)에서도 ‘长/短’이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상 잘하는 점, 못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70c)처럼 이러한 의미로 쓰인 ‘长/

短’은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때의 ‘长’과 ‘短’은 상당히 칭적이며 

조적으로 같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절은 ‘长/短’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长/短’의 확장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长’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1, 2, 3차원 바탕 공간물의 최 축의 공간량이 기준을 초

과한다.

② 【시간⋅사건영역/사물은유】 시간이 오래다.

③ 【주관영역/주관화】 사람이나 사물의 우수한 점.

‘短’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1, 2, 3차원 바탕 공간물의 최 축의 공간량이 기준에 미

치지 못한다.

② 【시간⋅사건영역/사물은유】 시간이 오래되지 않다.

③ 【주관영역/주관화】 사람이나 사물의 약점.

3.4. ‘远/近’

3.4.1. 자형의미

‘远/近’은 중국어 공간척도사 중에 한 사물의 고유한 공간 속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두 공간물 간의 거리만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한 쌍이다. ‘远/近’의 원형의미와 확

장의미를 분석하기에 앞서 자로서의 ‘远/近’의 자형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說文解字》에 나와 있는 ‘远(遠)/近’에 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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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 遼也。从辵袁聲。55)

遠은 멀다는 뜻이다. 辵으로 구성되어 있고 袁은 발음을 나타낸다.

近: 附也。从辵斤聲。56)

近은 가깝다는 뜻이다. 辵으로 구성되어 있고 斤은 발음을 나타낸다.

許慎의 해석에 의하면 한자 ‘远/近’의 자형의미가 바로 ‘공간적으로 멀다/가깝다’

이며, 그 의미는 ‘辵’에서 나왔다. 《說文解字》에서는 ‘辵’에 해 “갑자기 갔다가 갑

자기 멈추는 것이다(乍行乍止也)”라고 해석하고 있다. 《新編甲骨文字典》에 의하면 

‘辵’의 갑골문 자형은 ‘ ’이고 거리를 나타내는 ‘ ’와 발을 나타내는 ‘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远/近’은 발에 의한 동작, 즉 공간이동 개념에 의해 문자화

된 것이다. 고 중국어에서 ‘远/近’의 자형의미를 사용하는 용례를 보자.

(71) a. 吾不適齊楚，避其遠也。 (《國語⋅晉語》)

내가 齊楚에 가지 않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을 피해서이다.

b. 行者必先近而後遠。 (《墨子⋅經說》 )

어딘가에 가고자 할 때 반드시 가까운 곳에 간 후 먼 곳에 도착할 수 있다.

즉 先秦시 에 이미 ‘远/近’이 립어로 사용되며 현 중국어와 비슷한 모습이 

갖추어졌다.

3.4.2. 공간의미

다음으로 현 중국어에서 단어로서의 ‘远/近’의 원형의미를 보겠다. 《現代漢語詞

典》에 나온 첫 의미 항목 중 공간의미는 다음과 같다.

远：空间的距离长(跟‘近’相对)

공간적 거리가 길다. (‘近’과 반 된다)

近：空间距离短(跟‘远’相对)57)

55)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133.

56)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132.

57) 《現代漢語詞典》에서 ‘远/近’에 한 첫 번째 의미 항목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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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거리가 짧다. (‘远’과 반 된다)

3.3.2에서 ‘长/短’과의 비교를 통해서 ‘远/近’의 의미를 언급한 바 있다. ‘远/近’은 

두 사물을 인지 바탕에 두고 이 두 사물의 공간 거리를 측정한다. 다음은 코퍼스에 

근거하여 통계를 낸 ‘远/近’과 결합 관계를 이루는 ( )명사의 목록이다.

<표 3-8> ‘远/近’ 공간의미의 결합어와 그 빈도수

척도사 

의미분

류

( )명사지시

상 분류

‘远’ ‘近’

결합어58)
빈도

수
비율 결합어

빈도

수
비율

거리

공간

물

3차원

공간물

水(10), 村庄(9), 太

阳(8), 他(7), 海

(洋)(6), 你(4), 天

空(4), 学校(4), 恒

星(4), 山(3), 车站

(3), 家(3), 物体(2), 

行星(2) 

69 28.9%

山(10), 水(9), 太

阳(8), 她(8), 眼

睛(6), 海(4), 岛

(4), 灯(4), 他(3), 

物体(3), 它(2), 

火源(2), 树(2)

65 41.9%

2차원 

공간물

路(35), 岸(3), 地面

(2)
40 16.7%

地面(37), 岸(16), 

路(3), 道(3), 赤

道(3), 水面(2)

64 41.3%

장소

地方(107), 地区(6),

这儿(6), 位置(3), 

这里(3), 区域(3), 

地点(2)

130 54.4%
地方(14), 郊区

(9), 家(3)
26 16.8%

합계 239 100% 합계 155 100%

远：空间或时间的距离长(跟‘近’相对)

시간 혹은 공간적 거리가 길다. (‘近’과 반 된다)

近：空间或时间距离短(跟‘远’相对)

시간 혹은 공간적 거리가 길다. (‘远’과 반 된다)

이 해석은 공간의미와 시간을 나타내는 확장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절은 공간

의미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 사전 의미 중 공간의미 부분만 추출하여 제시

하였다. 

58) ‘远/近’과 공기하는 빈도수가 2회(2회 포함) 이상인 명사나 명사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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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远/近’과 결합 관계를 이루는 ( )명사는 공간물과 

장소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공간물일 경우에 2, 3차원 공간물이 모두 가능하다. 실

제로 우리는 이들 공간물이나 장소의 실제적인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들을 모

두 ‘점’으로 간주한다. 예컨  “中国离美国很远｡”에서 인지 바탕이 되는 두 개체 

‘中国’와 ‘美国’는 모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개체이기 때문에 엄 히 따

지자면, ‘中国’의 가장 동쪽과 가장 서쪽이 미국과의 거리가 다른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远/近’의 거리 측정에 있어서 ‘中

国’와 ‘美国’를 모두 점으로 인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Peña(2003, 임지룡⋅김동환 옮김, 2006:274)에서는 가까움-멂 영상도식을 제시하면

서 ‘둘이나 그 이상의 실체, 그 중 하나는 보통 다른 실체에 한 참조점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즉 가까움-멂 영상도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어도 두 사물이 있어

야 하며, 그 중 한 사물은 참조점이고, 다른 사물은 참조점에 의해 위치를 정하는 

상인 견해이다. 李宇明(2000:50-51)에서는 거리를 다시 ‘유방향적 거리(有向距离)’

와 ‘무방향적 거리(无向距离)’를 나누었는데, ‘유방향적 거리’는 참조물이 없거나 서

로 참조물이 되는 거리이며, ‘무방향적 거리’는 두 사물 중의 하나가 참조물의 역

할을 하는 거리이다. 그의 예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보겠다.

(72) a. 两岸相距数丈。
두 물가의 거리는 몇 丈이나 된다.

b. 离他家不远有一条河，叫秦淮河。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秦淮河라는 하천이 있다.

李宇明(2000:50-51)에 의하면 (72a)는 특정한 어느 한쪽 물가가 참조점이 되는 것

이 아니므로 ‘무방향적 거리’에 해당한다. (72b)는 ‘他家’가 참조점이 되는 ‘유방향

적 거리’이다. 李宇明(2000:50-51)에서는 ‘远’의 ‘유방향적 거리’에 한 예문만 제시

했지만, ‘远/近’에는 유무방향적 거리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을 보자.

(73) 离得较远的两原子之间的“拉力”较弱。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원자 간의 견인력은 비교적 약하다.

(73)에서 ‘远’은 두 개의 공간점(‘两原子’)을 인지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 두 原

子 간의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사물은 서로 참조점이 된다. 본고의 고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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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远/近’에는 참조물이 없는 경우가 없으며, 따라서 李宇明(2000)에서 제시한 

‘무방향적 거리’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도식을 상호참조도식으

로 부르기로 한다. 통사적으로 볼 때 서로 참조점이 되는 두 사물은 (73)에서 보이

는 것처럼 같이 ‘远/近’의 논항이 된다. 즉 의미적으로 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사적으로도 등하며, 통사 구조의 도상성을 보여주었다.59) 이때 ‘远’은 두 공간

물 간의 공간 거리가 기준을 초과한 것이고 ‘近’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远/

近’의 상호참조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3-6> ‘远/近’ 공간의미(상호참조)의 상도식

다음으로 李宇明(2000)에서 제시한 ‘有向距离’의 경우를 더 상세하게 고찰해 보

도록 하자. ‘상호참조도식’에 부합하기 위해 ‘有向距离’의 용어를 ‘일방참조도식’으

로 수정하겠다. 예문을 보자.

(74) a. 我家离地铁站比较远/近。
우리 집은 지하철역에서 비교적 멀다/가깝다.

b. 我家很远/近。
우리 집은 매우 멀다/가깝다.

(74a)는 상 사물인 ‘我家’가 참조점인 ‘地铁站’에서 떨어진 거리가 화자 마음속

에 있는 어떤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통사적으로 보면 묘사 

59) 김동환(2013:349-352)에서 도상성 원리의 일종으로 거리의 원리(distance principle)’를 소

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Haiman(1983:782)은 물리적⋅형태통사적 거리나 분리가 개념적 

거리나 분리를 반영한다고 했고, 그 예로는 명사의 속성을 기술하는 형용사들의 어순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형용사는 중심어인 명사

와 가까운 통사 위치에 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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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사물(‘我家’)은 주어가 되고 참조점이 되는 사물(‘地铁站’)은 전치사 

‘(距)离’에 의해 이끌어낸 ‘주어+(距)离 전치사구+형용사’ 문형으로 되어 있다. 두 

명사 간의 이러한 통사적인 비 칭성은 역시 지시되는 사물의 의미상의 비 칭성

(측정 상  참조점)에서 기인된다. (74b)는 ‘(距)离’ 전치사구를 생략하고 ‘주어+

형용사’의 형식으로 사용된 문장인데 이 경우에도 참조점이 문장에 나타나지 않았

을 뿐이지 화자의 인지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 보통 참조점이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하며, 만약에 문맥에도 없으면 참조점은 발화 장소로 묵시된

다. ‘远/近’의 이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겠다.

<그림 3-7> ‘远/近’ 공간의미(일방참조)의 상도식

공간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공간척도사 립어 쌍 ‘高/低’는 수직 상향의 

방향성이 강제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그 참조면60)은 지표면이나 수면으로 확정되어 

있어 일방참조도식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远/近’은 수직 방향성이 요구되지 않고, 

일방참조도식과 상호참조도식이 모두 가능하며 참조점도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高/低’와 조적이다. 그러나 ‘高/低’와 ‘远/近’은 같은 명사와 공기하

는 경우도 있다. 다음을 보자.

(75) a. 离地面越高，空气就越稀薄。
지표면에서 높을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

b. 对流层的主要特点是气温随高度升高而降低，离地面愈远温度愈低。
류층의 주요 특징은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

60) ‘高/低’가 거리를 나타낼 경우 측정 상 공간점이 지표면 혹은 수면에서 위로 떨어지는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3.2.3에서 참조점 신 참조면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공간점이 참조면에 있는 모든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수직선상에 있는 

거리이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高/低’도 두 공간점 간의 거리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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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온도가 낮다.

(75a-b)가 참조면이 모두 ‘地面’이나 (75a)와 (75b)의 선행절은 ‘高’를 선택했고 

(75b)의 후행절은 ‘远’을 선택하였다. 이는 문장에서 수직 방향성이 실제로 실현되

는 여부가 화자의 주관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远/近’의 원형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远: 두 공간점 간의 무방향적 공간 거리(tr)가 기준(lm)을 초과한다.

近: 두 공간점 간의 무방향적 공간 거리(tr)가 기준(lm)에 미치지 못한다.

3.4.3. 확장의미

‘远/近’의 의미 확장에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민영란(2009:75-84)에서 ‘远/

近’의 확장의미를 시간⋅인간관계⋅기준⋅접근 등으로 정리하여 한국어 ‘멀다/가깝

다’와 조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용법을 조하였고, 의미 확장의 기제나 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李洁(2010)에서 ‘远/近’이 시간⋅관계⋅정도⋅진전을 나타내는 확

장의미를 고찰하였고, 의미 확장의 기제를 은유라고 제시하였다. 본고는 더 나아가 

‘远/近’의 의미 확장은 구조적 은유에 의해 일어났으며 공간영역에서의 일방참조도

식과 상호참조도식의 각 구성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시간영역⋅추상영역으로 사상

한 결과임을 밝힌다. 시간영역으로 사상될 때 ｢시간적 거리는 공간 거리이다｣라는 

은유가, 추상영역으로 사상될 때 ｢추상적 관계는 공간 거리이다｣ 은유가 작용한다. 

이 두 구조적 은유에 한 상세한 분석과 아울러 이러한 사상이 가능하게 된 물리

적⋅인지적 근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4.3.1 구조적 은유1 : ｢시간적 거리는 공간 거리이다｣
이 절에서는 구조적 은유 ｢시간적 거리는 공간 거리이다｣를 살펴보도록 한다. 앞 

절에 살펴보았듯이 ‘远/近’은 두 공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거리는 일종의 공간

적인 관계인데, 두 사물의 공간 관계를 나타내는 ‘远/近’은 공간영역에서 시간영역

으로 투영되어 두 시점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근원영역인 공간영역과 목표영역

인 시간영역의 요소 간의 사상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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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영역(공간영역)       목표영역(시간영역)

   ---------------------------------------------------------------------

     상 공간점 상 시간점

     참조점         참조시점

     공간 거리 시간 거리

<그림 3-8> ‘远/近’이 공간 역과 시간 역 간의 사상

이처럼 공간영역에서의 두 공간점은 시간영역의 두 시점으로 투영되고, ‘远/近’은 

‘두 공간점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서 ‘두 시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었다. 다음 예문을 보자.

(76) a. 清代的学者们相信，汉代学者生活的时代距孔子不远，因此汉儒对经典的解释一

定比较接近孔子的原意。
清代의 학자들은 汉代 학자가 살던 시 가 孔子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汉代

의 유학자들의 경전에 한 해석이 틀림없이 孔子의 본의에 더 가깝다고 믿

는다.

b. 在地球的历史上，曾发生过距今较近的三次大冰期。
지구 역사상의 지금으로부터 꽤 가까운 시기에 세 차례의 빙하기가 발생하

였다.

(76)은 ‘远/近’이 시간의 거리에 한 척도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들이다. (76a)는 

묘사 상이 되는 시점은 汉代 학자가 살던 시 이고, 참조점이 되는 시점은 전치사 

‘距’로 이끈 ‘孔子’의 시 이다. 두 시점이 떨어지는 시간적 거리가 주어인 청  학

자들이 살던 시 에서 공통 참조시점인 ‘孔子’ 시 까지의 시간적 거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不远’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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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汉代学者生活的时代距孔子不远｡”의 상도식

(76b)는 지구 역사상 있었던 여러 번의 빙하기 중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때 세 

차례를 ‘近’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으며, 참조점인 ‘今’은 마찬가지로 전치사 ‘距’의 

목적어 위치에 있다. (76)은 모두 참조시점이 명시된 예문이지만, 코퍼스 용례에서 

참조시점이 문장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다음을 보자.

(77) 远在1912年，鲁迅就开始大量抄碑。
멀리 1912년에 鲁迅은 이미 량으로 비문을 베끼기 시작하였다.

(77)은 1912년이 ‘远’의 묘사 상임이 분명하나 참조되는 시점은 출현하지 않았

다. 그래도 인지 바탕에 묵시적인 참조시점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이다. 

즉 鲁迅이 비문을 베껴 쓰기 시작한 1912년이 현재로부터 떨어진 시간적 거리가 

특정한 기준이나 심리적인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이다. 여러 용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참조시점이 문맥에서 주어지거나 현재일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공간영

역에서 참조점이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와 발화 장소일 경우에만 생략이 가

능한 점을 고려하면 ‘远/近’의 의미구조가 공간영역에서 시간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사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예문이 모두 과거에 한 예문이지만 ‘远/近’은 시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미래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의 참조시점도 역시 현재인 경우가 부분이다. 다음

을 보자.

(78) a. 也许，在不太远的将来，对某一种东西的迷恋会成为人们在物质之外的基本需

要。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은 물질적 욕구 외에 어떤 사물에 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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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가지게 될 것이다.

b. 眼看春节就要临近了。
설이 곧 다가온다.

(78a)에서 ‘멀지 않은 미래’는 현재에서 멀지 않은 미래이며 (78b)에서 ‘春节’가 

현재에서의 시간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3.4.3.2 구조적 은유2 : ｢추상적 관계는 공간 거리이다｣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개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관계도 개체의 

공간적 관계를 통해 파악한다. 이와 같은 ｢추상적 관계는 공간 거리이다｣ 은유적 

개념화 방식은 ‘远/近’의 의미 확장에도 반영되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상황으

로 세분할 수 있다.

<1> ｢사람 간의 연⋅감정 계는 공간 거리이다｣
사람 간의 관계는 물리적인 거리 관계를 가지고 개념화되며 ‘远/近’으로 표현한

다. 다음을 보자.

(79) a. 李贺的父亲李晋肃是皇室远支。
李贺의 아버지 李晋肃은 황실의 먼 일파이다.

b. 单元楼里人与人的关系相对远了、冷了。
아파트 안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 적으로 멀어지고 차가워졌다.

(80) a. 近亲结婚者的后代容易发生遗传病。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의 후손은 유전적 질병에 걸리기 쉽다.

b. 我总有一种感觉，她离我很近，不是地理的，而是心理的。
나는 계속 그녀와 내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이런 가까움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79-80)은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远/近’으로 표현하는 예이다. (79a, 

80a)에서 ‘远/近’은 血緣관계를 나타내며 (79b, 80b)는 감정 관계를 나타낸다. 혈연

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친한 것은 ‘近’, 친하지 않은 것은 ‘远’으로 나타낸다. 

인간은 무리 지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다. 선사시 부터 당연히 혈연적으로 가까

운 사람은 같이 모여서 산다. 지금의 생활 방식을 관찰해도 그러하다. 우리는 혈연

적으로 가까운 직계 존속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같은 집에서 산다. 즉 공간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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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가까운 것이다. 점점 구성원이 많아지고 혈연적 관계도 멀어짐에 따라 분가해

서 따로 사는데, 혈연적으로 멀면 공간적 거리 역시 멀어진다. 또한 우리는 보통 

공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많이 접할 수 있어 더 친 한 감정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形影不离(형체와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성어는 공간적으로 

붙어 다니는 액면 의미를 통해서 두 사람의 친 함을 의미하는 것도 한 사례가 된

다. 구현정(2009:51-52)에 의하면 부분의 동물은 그들 신체 주변의 일정한 공간을 

개인적 공간으로 주장하고, 인간 사회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상하관

계나 친근 관계를 나타낸다. 그녀는 또한 낯선 사람이 친 한 거리61)로 들어오면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등 신체적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

다. 이러한 신체적⋅심리적 경험에 의해, 우리는 공간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인간

관계가 친하다고, 공간 거리가 먼 것으로 친하지 않은 것을 이해한다.

<2> ｢획득 가능성은 공간 거리이다｣
사람 간의 관계 외에 ‘远/近’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를 측

정하기도 한다. 다음을 보자.

(81) a. 他们需要名牌，渴望名牌，但却发现名牌始终离自己太远。
그들은 명품을 필요로 하고 갈망하지만 명품은 언제나 자신과 거리가 멀다

는 것을 발견한다.

b. 不仅颜面尽失，而且离联赛冠军也越来越远。
체면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리그전 우승에서도 갈수록 멀어졌다.

(82) a. 创痛与光荣都离你很近。
고통과 영광 모두 당신 가까이에 있다.

b. 每走一步，我都觉得自己离梦想更近了一步。
한 발 나아갈 때마다 나는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음을 느낀다.

(81)은 ‘远/近’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예문이다. (81a)는 ‘사

물+离+사람’의 구조로 ‘他们’과 ‘名牌’ 사이의 추상적인 거리가 먼 것, 즉 ‘他们’이 

‘名牌’의 획득 가능성이 많지 않음을 뜻한다. (81b)는 ‘사람+离+사물’의 구조를 취

61) 구현정(2009:51-52)에서 피스(1987)의 연구를 인용하여, 근접거리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네 가지는 각각 친 한 거리(15㎝∼46㎝), 개인적 거리(46㎝∼
1.2m), 사회적 거리(1.2m∼3.6m), 공공적 거리(3.6m 이상)이다. 이 연구도 공간 거리와 

감정관계 사이의 응적 연결 관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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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81a)와 다르지만 의미상 주어로 나타난 사람62)과 ‘联赛冠军’ 사이의 

추상적인 거리가 멀어졌고, 즉 ‘우승’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졌다는 사실

을 전달하고 있다. (82)는 ‘近’의 통사구조나 의미도 ‘远’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다.

우리는 추상적인 ‘획득’을 물리적인 ‘잡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파악하고 개념화

한다. ‘抓住那个好机会(그 좋은 기회를 붙잡다)’, ‘把冠军拿到手(챔피언을 손에 넣

다)’ 등은 모두 이러한 개념화 방식의 언어 표상이다.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물

건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신 멀리 있는 사물은 닿지 않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사물은

유가 작용하여, 추상적 영역에서 획득 가능성이 많은 것은 공간 거리가 가까움을 

의미하는 ‘近’으로, 획득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그 반 인 ‘远’으로 나타낸다.

<3> ｢차이는 공간 거리이다｣
‘远/近’은 사람 사이의 혈연⋅감정 관계, 사람과 사물 사이의 획득 관계 외에 두 

가지 추상 개념 간의 추상적 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 

(83) a. 以阿双方在核问题上立场相去甚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연맹 쌍방은 핵문제에 해 입장 차이가 크다.

b. 整风鸣放期间，他们观点相近。
整风鸣放 시기에 그들의 관점은 유사했다.

(84) a. 年龄差距太远，不会有幸福。
연령 차이가 너무 나면 행복할 수가 없다.

b. 对年龄相近的、不相识的成年男子的客气称呼。
나이가 비슷하고 모르는 성인 남자에 한 예의 바른 호칭.

(83a)는 추상 개념인 ‘立场’의 차이가 큰 것을 ‘远’으로 나타내고 (83b)에서 ‘近’은 

두 가지의 관점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84)는 추상적 

속성인 ‘연령’을 서술 상으로 삼고 연령 차이의 많고 적음을 각각 ‘远’과 ‘近’으

로 나타내는 문장이다. (83-84)에서 두 추상 개념 간의 등적인 관계를 측정하고 

있어 ‘远/近’이 ‘상호참조도식’이 추상영역에 투영되어 확장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 

62) 문맥으로 보아 이 문장의 주어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스포츠 팀이다. 비록 한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

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없다.



94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연구

‘远/近’은 두 추상물 사이의 유사 관계를 나타낸다. ‘상호참조도식’에 비해 ‘远/近’의 

‘일방참조도식’에 의한 확장이 더 일반적이다. 다음을 보자.

(85) a. 而我们的幼儿教育，则与这一要求相差甚远。
그러나 우리의 유아 교육은 이러한 요구와 거리가 멀다.

b. 中国城镇居民的消费水平总体上已接近小康。
중국 도시 주민의 소비 수준은 전체적으로 이미 ‘小康’에 가까워졌다.

c. 学过计算机，成绩优良。可是，真的会操作吗？差得远呢。
(학생들은) 컴퓨터를 배워 본 적이 있고 성적도 우수해요. 그런데 정말로 실

제로 조작할 수 있나요? 아직 멀었어요.

(85a)의 묘사 상은 ‘我们的幼儿教育’이고, 참조점은 문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这一要求’이다. 이 둘 사이의 추상적인 거리를 ‘远’을 가지고 측정하고 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다(‘远’)는 것은 아직 차이가 많음을 의미한다. (85b)는 ‘近’에 

한 예문인데, 묘사 상인 ‘中国城镇居民的消费水平’은 참조점인 ‘小康’ 사이의 추

상적인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소비 수준이 ‘小康’ 수준과 비슷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85c)는 학생들의 컴퓨터 조작 능력을 비판할 때 발화된 문장이며, 학생

들이 비록 컴퓨터 수업을 듣고 좋은 성적까지 받았지만 실전에서는 ‘差得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묘사의 상은 학생들의 실전 능력이고, 참조점은 비록 문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화자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적인 수준이다. 학생들의 실제 

능력은 이상적 수준과 비교할 때 차이가 많다는 것을 ‘远’으로 표시하고 있다. 

추상적인 관계를 물리적인 공간 거리 관계로 개념화하는 방식은 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목적지가 현재 위치에서 공간적으로 멀면 도달하기 위해 더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경험한다. 반 로 가까운 곳에 가려면 쉽게 도착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이상적인 수준을 목표로 삼을 때 현재의 정도가 목표와 차이가 

날수록 목표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험과 일치한다. 

이 의미로 쓰이는 ‘远’은 부사어가 되어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용법도 있다. 

다음을 보자. 

(86) a. 体重的病人的死亡率远比体轻的低。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환자의 사망률이 체중이 적은 환자의 사망률보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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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增长速度远远高于中国平均水平。
증가 속도가 중국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다.

(87) a. 事情还远没有结束。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b. 我国这方面的人才还远不能满足需要。
우리나라에서 이 방면의 인재는 아직 수요에 훨씬 못 미친다.

(86)에서 ‘远’은 비교문에 쓰여 형용사 술어의 부사어로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87)에서 ‘远’은 부정형식의 동사 술어문에 쓰여 실제 상황이 목표에 도달하

기까지 아직 멀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近’에는 이러한 부사어 용법이 없다.

지금까지 본 절은 ‘远/近’의 자형의미, 원형의미, 그리고 구조적 은유에 의해 확

장된 확장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다.

‘远’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두 공간점 간의 무방향적 공간 거리가 기준을 초과한다.

② 【시간⋅사건영역/구조적 은유】 시간적 거리가 기준을 초과한다.

③ 【추상영역/구조적 은유】 혈연관계가 멀다.

④ 【추상영역/구조적 은유】 감정적으로 친하지 않다.

⑤ 【추상영역/구조적 은유】 획득 가능성이 적다.

⑥ 【추상영역/구조적 은유】 두 사물이 차이가 심하다.

⑦ 【추상영역/구조적 은유】 차이의 정도가 심하다.

‘近’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두 공간점 간의 무방향적 공간 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

② 【시간⋅사건영역/구조적 은유】 시간적 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③ 【추상영역/구조적 은유】 혈연관계가 가깝다.

④ 【추상영역/구조적 은유】 감정적으로 친하다.

⑤ 【추상영역/구조적 은유】 획득 가능성이 많다.

⑥ 【추상영역/구조적 은유】 두 사물이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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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深/浅’

3.5.1. 자형의미

‘深/浅(淺)’은 갑골문에 보이지 않고 《說文解字》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

다.

深：水。出桂陽南平，西入營道。从水罙聲。63)

深은 하천 이름이다. 桂陽의 南平에서 나오고 서쪽으로 營道로 들어간다. 水로 

구성되어 있고 罙은 발음을 나타낸다.

淺：不深也。从水戔聲。64)

淺은 깊지 않다는 뜻이다. 水로 구성되어 있고 戔은 발음을 나타낸다.

許愼은 ‘深’의 자형에 해서 물과 관련된 형성자이고 자형의미는 하천의 이름으

로 보고 ‘깊다’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浅’을 ‘不深’으로 해석한 점을 

보면 그 당시에 ‘深’이 ‘깊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段玉裁는 ‘深’을 

‘깊다’로 해석하지 않고 하천 이름으로 해석한 것에 해 許愼이 ‘깊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는 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65) 許愼은 다시 ‘ ’

자를 ‘深也, 从穴火求省’으로 해석하고 있다. 《漢字源流字典》에 의하면 ‘ ’은 손에 

불을 들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탐색한 모양을 본뜬 것이다. 즉 ‘深’자는 공간물인 

‘水’와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 ’으로 구성되어 있다. ‘浅’字에 해서는 許愼이 

‘깊지 않다’는 자형의미를 지니는 물과 관련된 형성자로 보았다. 다음은 ‘深/浅’의 

고 중국어 용례이다.

63)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923.

64)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959.

65) 원문은 “按此無深淺一訓者，許意深淺字當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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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a. 就其深矣，方之舟之；就其淺矣，泳之游之。 (《詩經⋅邶風⋅谷風》)

(물이) 깊은 곳에서는, 뗏목 타고 배도 타고; 얕은 곳에서는, 자맥질하고 헤

엄쳐 가지요. 

b. 視外水深丈以上，鑿城內水耳。 (《墨子⋅備水》)

城 밖의 물 깊이가 丈 이상으로 된 것을 보면, 城 안의 도랑을 뚫어야 한다.

(88a)에서 ‘深/浅’은 ‘깊다/얕다’의 의미로 물의 깊이에 한 척도를 나타내며 

(88b)는 척도문형에 사용된 용례이다. 즉 늦어도 戰國시기에 ‘深’은 척도문형에 사

용되기 시작했고, 현 중국어와 비슷한 통사 기능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2. 공간의미

《現代漢語詞典》에 나와 있는 ‘深/浅’의 첫 번째 의미 항목은 다음과 같다.

深：从上到下或从外到里的距离大(跟‘浅’相对)

위에서 아래까지, 혹은 밖에서 안으로까지의 거리가 멀다(‘浅’과 반 된다)

浅：从上到下或从外到里的距离小(跟‘深’相对)

위에서 아래까지, 혹은 밖에서 안으로까지의 거리가 가깝다(‘深’과 반 된다)

사전의미에 의하면 ‘深/浅’의 기본적인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혹은 밖에서 안으

로의 거리가 크다/작다’는 것이다. 즉 하향적인 공간량과 내향적인 공간량에 한 

척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深/浅’도 ‘高/低’와 같이 

방향성을 지니는 척도사임을 알 수 있다. ‘深/浅’은 어떤 공간물과 결합하는지, 방

향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深/浅’과 결합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명사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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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深/浅’ 공간의미의 결합어와 그 빈도수

척도사 

의미분

류

명사지시 상 

분류

‘深’ ‘浅’

결합어66)
빈도

수
비율 결합어

빈도

수
비율

깊이

수직
하향

A물과 
용기

水(77), 海(13), 海洋

(5), 海水(3), 河水(2), 

湖水(2), 池(2), 谷(6), 

坑(6), 皱纹(4), 眼窝

(3), 矿井(2), 机井(2)

127 70.6%

水(16), 水洼(4), 

凹地(4), 海水(3), 

沟(3), 湖水(2), 

海滩(2), 池水(2)

36 66.7%

B집합 雪(11), 草(3), 积雪(3) 17 9.4% 草(3), 土(2) 5 9.3%

C

삽입물
根(11), 根系(2) 13 7.2% 根(7), 根系(2) 9 16.7%

수평 
내향

D내향 
용기

山(15), 林(4), 洞穴(4) 23 12.8% 洞穴(2), 山(2) 4 7.4%

합계 180 100% 합계 54 100%

<표 3-9>는 ‘深/浅’이 하향적 혹은 내향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전의 해석을 

입증한다. 그 중 하향은 다시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먼저 ‘深/浅’과 가장 많이 결

합이 되는 명사는 물과 관련된 ‘水’, ‘河水’, ‘海水’, ‘湖水’ 등이다. 즉 물은 ‘深/浅’

으로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지시물이다. 물은 일정한 형태나 명확한 경계를 가지

지 않는 물질이며 용기에 담아야 고정적인 형태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용기에 담겨 

일정한 형태와 경계를 획득한 후에야 ‘深/浅’으로 그 하향적 공간량을 측정할 수 

있다. “水很深｡”이라는 문장에서 문맥이 주어지지 않고도 우리는 어떤 용기에 담긴 

물의 영상을 환기한다. 이러한 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0> ‘深/浅’ 공간의미1-1의 상도식

66) ‘深/浅’과 공기하는 빈도수가 2회(2회 포함) 이상인 명사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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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용기와 내용물 사이의 긴 한 상관관계를 인식하여 ‘용기가 내용물을 

체(CONTAINER FOR CONTAINED)’하는 환유적 인지과정이 작용되는 경우가 있다. 

‘深/浅’의 가장 전형적인 배경 사물은 용기에 의존하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스럽게 ‘深/浅’을 가지고 그 용기의 하향적 공간량을 측정한다.

(89) a. 井里的水很深/浅。
우물 안의 물이 깊다/얕다.

b. 井很深/浅。
우물이 깊다/얕다.

(89a)에서 ‘深/浅’은 용기에 담긴 물을 바탕 사물로 삼고, 수면에서 바닥까지 하향

적 1차원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못 미침을 의미한다. (89b)에서 ‘深/浅’은 용

기인 ‘井’과 결합하고 있다. 이때 우물 속의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

므로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深/浅’은 용기의 입구에서 안쪽 바

닥까지의 하향적 1차원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深/

浅’이 용기와 결합할 때 다음과 같은 영상도식이 환기된다. 

<그림 3-11> ‘深/浅’ 공간의미1-2의 상도식

Wienold & Rohmer(1997)의 31개 언어를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깊다’

가 적용되는 공간물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거나 공간에 담겨진 물로 정의한다.67) 

<표 3-9>의 통계에서 ‘深/浅’이 물과 용기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빈도수가 

60%~70%정도 차지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 

<표 3-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류 명사 ‘草’, ‘雪’, ‘土’도 다음과 같이 ‘深/浅’

과 결합할 수 있다. 

67) 박선영⋅홍기선(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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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a. 我们经常在雪深到腰的深雪中工作。
우리는 항상 허리까지 오는 깊은 눈 속에서 일한다.

b. 年降水量在300毫米左右的地区，一般为浅草平铺的温带草原。
연간 강수량이 300㎜ 정도인 지역은 일반적으로 얕은 풀밭이 깔려있는 온  

초원이다.

(90a)에서 ‘深’이 공간물의 집합인 ‘雪’와 결합하여 눈의 위 표면에서 바닥까지의 

하향적 1차원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함을 의미한다. (90b)에서 ‘浅’은 ‘草’와 결합 관

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의 풀은 단독적인 개체로 이해될 수 없으며 풀의 집합인 

풀밭으로만 이해된다. 그 의미는 역시 풀밭의 위 표면에서 바닥까지의 하향적 공간

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그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2> ‘深/浅’ 공간의미1-3의 상도식

C류 명사는 ‘根’, ‘根系’이며 ‘深/浅’과 결합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91) a. 根深才能叶茂。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할 수 있다.

b. 槟榔作为浅根植物，会严重影响水土保持。
빈랑은 얕은 뿌리 식물로서 물과 토양이 유지되는 데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광범위한 코퍼스에 한 조사에 의하면 ‘根’, ‘根系’ 외에 ‘刺(가시)’, ‘针(바

늘)’, ‘刀(칼)’ 등도 있다. C류 명사가 ‘深/浅’과 결합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사

물이 다른 사물에 깊게/얕게 박혀 들어가는 삽입도식이 활성화한다. 이 도식은 다

음과 같이 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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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深/浅’ 공간의미1-4의 상도식

‘深/浅’은 D류 명사와 결합할 때 A류 명사와 같은 도식을 활성화한다. 다만 A류

는 참조면이 수평적이고 방향은 수직 하향인데 반해 D류는 참조면이 수직적이고 

방향은 수평 내향이다. 이에 해 任永軍(2000:27-28)에서 참조면과 방향성이 90도

로 회전함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92) a. 龙潭寺这座深山古寺已经破败不堪。
龙潭寺이라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고찰은 이미 심하게 망가졌다.

b. 洞穴浅处，有小蛇、蝙蝠、小鸟。
동굴 깊지 않은 곳에 작은 뱀, 박쥐, 작은 새들이 살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深/浅’의 고유한 공간량을 측정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

이 규명해 보겠다. 

深(고유): 3차원 바탕 공간물 혹은 공간물의 집합의 1차원적 하향축이나 내향축

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을 초과한다.

浅(고유): 3차원 바탕 공간물 혹은 공간물의 집합의 1차원적 하향축이나 내향축

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에 미치지 못한다.

‘深/浅’이 거리를 나타내는 용법도 있으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93) a. 未探明的遗址距离地面深则一二米, 浅的只有50厘米。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적지는 깊은 것은 지표면에서 1∼2m이고, 얕은 것은

50㎝에 불과하다.

b. 这是一个很浅的墓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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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얕게 묻은 묘혈이다.

(93a)는 유적지 자체의 깊이가 아니라, 유적지가 땅에서 1∼2m, 혹은 50㎝의 거

리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문형은 또한 전형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A+离B+형용사’ 

문형이며, 그 중 A는 묘사 상이고 B가 참조면이다. (93b)는 ‘浅’의 예문이며 ‘관

형어+중심어’의 형식을 이루고 있고, 참조면이 문장에 나와 있지 않으나 역시 묵시

적으로 지표면이 된다. 

CCL에서 검색된 용례로 볼 때, 거리를 나타내는 ‘深/浅’은 ‘A离B+형용사’ 문형을 

취하는 용례가 매우 드물고 참조면도 수면이나 지표면에 제한된다. 거리도식을 따

른 ‘深/浅’은 술어로 사용된 것보다 부사어나 보어로 사용된 용례가 훨씬 많고 자

연스럽다. 다음 예문을 보자.

(94) a. 骊古城有可能深藏地下，成为城下之城。
骊古城은 땅 속에 깊이 묻혀, 성 밑의 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b. 他把卡尼的尸体重又浅埋在雪里。
그는 卡尼의 시신을 다시 눈 속에 얕게 묻었다.

(95) a. 管子埋得深一些，有利于安全生产。
파이프를 깊게 묻는 것은 생산의 안전성에 유리하다.

b. 那儿的煤矿埋藏得很浅。
그곳의 탄광은 얕게 매장되어 있다.

‘深/浅’은 (94)에서 부사어로, (95)에서 정도보어로 쓰여 ‘骊古城’, ‘尸体’, ‘管子’와 

‘煤矿’이 지표면으로부터 하향으로 멀거나 가까운 위치에 묻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동사가 ‘埋(묻다)’, ‘藏(숨기다)’, ‘埋藏(매장하다)’ 등 ‘묻다’, ‘숨기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들이 부분이다. 또한 묘사 상이 되는 사물과 묻는 장소를 

제공하는 ‘地’ 혹은 ‘雪’ 등 두 개의 공간물이 요구된다. ‘深/浅’이 거리를 나타내는 

공간의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深(거리): 공간물이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적 거리(tr)가 기준

(lm)을 초과한다.

浅(거리): 공간물이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적 거리(tr)가 기준

(lm)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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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3-14>과 같다.

<그림 3-14> ‘深/浅’ 공간의미₂의 상도식

3.5.3. 확장의미

‘深/浅’의 공간의미는 여러 요소가 같이 작용되는 복잡한 도식을 이루고 있다. 

‘深/浅’의 여러 도식은 체계적으로 다른 영역에 사상됨에 따라 확장의미가 생겨난

다. 이 절에서 이러한 은유 확장을 사물은유, 그릇은유, 위⋅아래 지향적 은유로 세

분하여 분석해 보도록 한다.

3.5.3.1 그릇은유

‘深/浅’은 공간영역에서 그릇의 깊이에 한 척도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일부 

추상물을 마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간주함에 따라 ‘深/浅’도 이러한 

추상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할 수 있게 되며, 의미는 공간영역에서 추상영역으

로 확장된다. 

<1> ｢머리⋅마음⋅ 혼은 생각⋅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深’의 하향 공간량 도식은 추상영역에 투영됨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었다. 다음 

예문을 보자.

(96) a. 在这个年轻女人的头脑深处隐藏着一种担忧，她害怕母亲会死去。
이 젊은 여자의 머릿속 깊은 곳에 걱정이 숨어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두렵다는 것이다.

b. 每当坐在他那辆奔驰车上，迎着人们艳羡的目光时，隐藏在我灵魂深处的虚荣心

便得到了极大满足。
그의 벤츠를 타고 사람들의 부러운 눈빛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영혼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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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숨어있는 허영심을 극도로 만족시킬 수 있었다.

c. 然而，这样的感恩只深埋在心里，他至今不曾亲口说出。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마음속 깊이 묻어놓기만 했지 지금까지 말로 꺼내지 

않았다.

d. 这寥寥数语,明白无误地表明了陈水扁内心深处的真实想法。
이 몇 마디가 陈水扁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실제 생각을 명백히 드러냈다.

(96a)에서 사람의 ‘头脑’를 용기로 보고 ‘担忧’라는 감정은 머리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로 은유되며 ‘担忧’는 머리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통 어떤 사물이 

용기의 깊은 곳에 놓여있으면 감지하기 쉽지 않고 꺼내기도 쉽지 않은 법이다. 근

원영역과 목표영역은 이러한 특징도 공유하고 있다. (96a)에서 우려의 감정이 이 

젊은 여자의 머리 깊은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예문에

서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96b)에서 ‘虛榮心’을 ‘灵魂’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는 

내용물로 은유하여 ‘灵魂深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허영심은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고 꺼내고 싶지도 않고 숨겨두려는 문맥과 어울린다. (96c-d)는 ‘感恩’이라는 감

정과 ‘想法’를 담는 그릇으로 개념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감지하기 쉽지 않거나 꺼

내기가 쉽지 않은 감정⋅생각⋅관념 등을 머리⋅마음⋅영혼 등 그릇의 ‘深处(깊은 

곳)’에 존재하는 사물로 간주하고 있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이 ‘감지 어려움’이

라는 공통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은유적 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CCL 현 중국어 코퍼스에 검색된 용례를 분석한 결과, ‘浅’에는 이러한 확장된 

용법이 없으며 ‘深’의 의미 확장과 비 칭적인 양상을 보인다.

<2> ｢정보 장장치가 내용⋅의미를 담는 그릇이다｣
임혜원(2003:106-108)에서는 한국어의 그릇은유가 적용되는 양상을 살피면서 그 

하위 은유인 ｢내용은 그릇의 내용물｣ 은유에 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그녀가 든 

예문이다. 

(97) 강론에서 일반적인 평화협정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97)에 해 임혜원(2003:107)에서는 ‘강론에 내용을 담다’를 통해, 화자가 ‘강론’

을 그릇으로, ‘강론’ 내용을 그릇의 내용물로 인지한다고 분석하였다. 金美順

(2009:41-48)에서는 ‘深/浅’에도 이러한 그릇은유에 의한 확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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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도 이에 동의한다. 다음을 보자.

(98) a. 每一次，他的讲话含义都很深。
그의 발언은 항상 깊은 뜻을 담고 있다.

 b. 他创作出了一批寓意颇深的作品。
그는 매우 깊은 뜻을 담은 작품들을 창작해 냈다.

c. 文章的深浅跟篇幅的长短，并没有必然的关系。
의 깊이와 분량의 길이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98a)는 ‘讲话’를 그릇으로 보고, ‘含义’는 이 그릇에 담고 있는 내용물로 인지하

고 있으며, ‘深’을 가지고 내용물 ‘含义’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98b)에서 ‘作品’을 ‘寓意’를 담는 그릇으로 인지하고, 얼마나 많은 함의를 담고 있

는지는 ‘深’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 통사적으로 볼 때 (98a-b)에서 ‘深’은 내용물

로 인지하는 ‘含义’, ‘寓意’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그릇인 ‘讲话’, ‘作品’과 간접적

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와 달리 (98c)에서는 내용물을 나타내는 어휘는 문장에 나

와 있지 않고 ‘深/浅’이 그릇인 ‘文章’과 일차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앞 절에 ‘深/浅’

이 내용물을 논항으로 삼을 수도 있고(예컨  “井里的水很深｡”), 그릇을 논항으로 

삼을 수도 있음(예컨  “井很深｡”)을 논의하였는데 ‘深/浅’의 도식이 공간영역에서 

추상영역으로 사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도 사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의미로 사용하는 ‘深/浅’은 (98)처럼 단독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深奥’, ‘深远’, ‘深刻’, ‘浅薄’, ‘浅显’, ‘浅易’ 등 2음절 형용사에서 형태소 역

할을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특히 ‘浅’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용례가 매우 드

물다.

이처럼 우리는 ‘文章’, ‘书’, ‘作品’, ‘话’ 등 정보저장장치를 정보나 의미로 담겨

져 있는 그릇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깊이가 있는 사물로 개

념화하여 척도명사 ‘深度’와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점을 나타내어 준다.

(99) a. 所有这些，都在一定程度上影响了作品的深度。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작품의 깊이에 영향을 주었다.

b. 作品的深度和广度为专家们称道。
작품의 깊이와 폭이 전문가의 칭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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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미를 나타내는 ‘深’은 ‘深思’, ‘深想’ 등과 같은 동사성 성분을 수식할 

수도 있다. ‘浅’은 더 나아가 ‘浅析’, ‘浅谈’, ‘浅论’, ‘浅见’ 등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분석은 깊이가 없다는 뜻에서 주관성이 더 강한 겸손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3> ｢환경⋅상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Lakoff & Johnson(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68-71)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

문으로 우리가 상태를 그릇으로 개념화됨을 보여주었다.

(100) a. He's in love.

그는 사랑에 빠져 있다.

b. We're out of trouble now.

우리는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100)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love’, ‘trouble’와 같은 상태를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릇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개념화 방식은 ‘深’의 의미 확장과 관련

된다. 다음을 보자.

(101) a. 他陷入了深深的回忆之中。
그는 추억에 깊이 빠졌다.

b. 北约由此深陷危机之中。
북유럽연맹은 이로 인해 위기에 깊이 빠졌다. 

(101)에서 ‘陷入’, ‘陷’, ‘中’ 등 단어에서도 시사하고 있듯이 추억하는 상태를 그

릇으로 은유하고 있으며 ‘深’은 이러한 상태에 진입하는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

다. (101b)는 ‘北约’가 ‘危机’라는 그릇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문장인데 ‘深’은 역

시 ‘危机’에 진입하는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深’의 이러한 은유적 확장의 인지

적 과정은 다음 예문이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102) a. 此时的李云鸽已深陷爱河而不能自拔了。
이때의 李云鸽는 이미 사랑에 깊이 빠져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b. 董慧夫妇又一次陷入了苦难的深渊。
董慧 부부는 또 다시 고난의 심연에 빠져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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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a)에서 사랑하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河’라는 그릇으로 은유하고 있으며 ‘李

云鸽’가 사랑이라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사랑의 강으로 빠졌다는 것으로 개념

화하고 있다. (102b)도 역시 ‘苦难’이라는 상태를 사람을 빠지게 하는 물웅덩이로 

은유하고 있다. 강이나 물웅덩이의 깊은 곳에 빠지면 탈출하기 어려운 법이다. 이

러한 경험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진입하는 정도가 심하면 탈출하기 어려운 것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深’은 상태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때 

‘浅’의 사용은 흔하지 않으며 ‘深’과 비 칭적인 분포가 보인다.

3.5.3.2 사물은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공간성이 없는 추상물을 공간성이 있는 사물로 

간주하여 사물의 성질을 묘사하는 단어를 가지고 추상물을 표현한다. ‘深/浅’의 의

미 확장도 이러한 은유적 개념화 방식을 반영한다. 

<1> ｢감정⋅ 계⋅학식 등은 축  가능한 공간물이다｣
3.5.2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간의미를 나타내는 ‘深/浅’의 가장 전형적인 지시물은 

그릇에 담긴 물이다. 우리는 그릇에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 물을 축적할 수 있다. 

감정⋅관계⋅학식 등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 형태를 지니지 않으나, 감정이나 관

계는 접촉함에 따라, 학식은 배움에 따라 축적이 가능하며 또한 축적함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진다. ‘축적 가능함’이라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지능력은 감정⋅
관계⋅학식 등을 물과 같은 공간물에 관련시켰는데, 이러한 인지과정은 바로 ｢감정⋅
관계⋅학식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 은유이다. 또한 우리는 그릇에 물을 부을 때 물

이 축적될수록 깊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는 축적이 가능한 감정⋅관계⋅학식 등의 정도를 공간물의 깊이 개념으로 이

해하고 표현하게 된다. 이때 감정⋅관계⋅학식 등을 물로 개념화하는 동시에 머리⋅
마음⋅영혼 등을 물을 담는 그릇으로 개념화하고 있어 3.5.3.1에서 살펴보았던 그릇

은유와 긴 한 결속성이 보인다. 그러나 이때 ‘深/浅’의 의미는 머리⋅마음⋅영혼의 

깊이를 나타내지 않고 감정⋅관계⋅학식 등을 물로 보고 그 깊이를 측정하기 때문

에 그릇은유보다 사물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에 해당된다. 공간영역에서 ‘深/浅’이 

“井很深｡”처럼 그릇의 깊이도 측정할 수 있고, “井里的水很深｡”처럼 내용물의 깊이

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확장이 일어날 때, 그릇으로서의 머리⋅마음⋅영혼

과 내용물로서의 감정⋅관계⋅학식 등은 모두 ‘深/浅’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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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a. 夏默安曾出对考来访者的学问深浅。
夏默安은 對聯을 내어 방문한 사람의 학식의 깊이를 테스트해 본 적 있다.

b. 在这里，资历深浅，有无文凭不是主要的，重要的是要有真才实学。
이곳은 경력의 정도나 학력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고 진정한 재능과 실제적

인 학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c. 祖国是他生长的地方，有着很深的感情。
조국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매우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d. 日子一久，矛盾越来越深。
시간이 길어져 갈등이 갈수록 깊어진다.

e. 其实这是一种很浅的认识。
사실상 이는 얕은 인식이다.

(103)에서 ‘深/浅’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学问’, ‘感情’, ‘资历’, ‘矛盾’, ‘认

识’ 등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추상 개념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深/浅’과 자주 결

합한 것은 ‘印象(인상)’, ‘感受(느낌)’, ‘感触(감회)’, ‘影响(영향)’ 등도 있다. 

<2> ｢심리 인 상처는 물리 인 상처이다｣
우리는 물리적 상처를 가지고 심리적 상처를 이해한다. ‘受伤’이라고 하면 그 상

처가 문맥에 따라서 물리적 상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인 상처를 나타내

는 경우도 있다. ‘深/浅’은 물리적 상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상

처의 정도도 아울러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104) a. 后颈部两处刀伤深达4㎝以上。
목 뒤에 칼에 의한 상처 두 군데가 4㎝이상으로 깊다.

b. 伤口很浅不足以致命。
상처가 얕아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다.

(105) a. 心灵上的打击对学生的伤害更深。
심리적 충격이 학생들에게 준 상처가 더 깊다.

b. 麻将害人不浅。
마작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

(104a-b)는 ‘深/浅’은 공간의미로 사용하는 예문으로 물리적인 상처의 깊이를 측

정하고 있다. (105a-b)는 추상적인 상처나 피해를 ‘深/浅’으로 그 심한 정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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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문장이다. ‘浅’의 경우 (105b)와 같이 부정문에서 주로 사용하고, 긍정문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리적 상처를 가지고 심리적 상처를 이해하기 때문에 물리적 상처의 깊

이를 가지고 심리적 상처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리적 상처와 

심리적 상처는 깊을수록 영향이 크고 낫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치하는데, 이러한 일

치가 은유의 경험적 근거가 된다.

<3> ｢사상⋅ 념은 삽입물이다｣
‘深’의 삽입도식도 공간영역에서 추상영역으로 투영되어 확장된 의미를 생산하였

다. 우리는 사상이나 관념 등을 하나의 삽입물로 간주하고, 그것을 뿌리로 은유하

여 삽입의 정도를 ‘深’으로 나타낸다. 다음을 보자.

(106) a. 宗教意识在人们思想上根深蒂固。
종교의식은 인간의 사상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b. “养儿防老”的观念也一直深植在台湾人的心中。
‘아들을 키워 자신의 노년을 비한다’는 관념도 줄곧 만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c. 节约用电的观念正日渐深入人心。
전기절약의 관념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106a-b)에서 ‘宗教意识’와 ‘养儿防老’의 관념을 뿌리로 은유하여 사람의 사상에 

깊이 박혀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106c)는 비록 은유 상이 문장에 나오지 않았지

만 ‘深’과 ‘入’가 함께 쓰여 ‘深’의 삽입도식을 환기한다.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들

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며 제거하기도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나 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사상⋅관념도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쉽게 제거하지도 못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즉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에 안정과 제거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은유적 사상이 가능한 것이다. ‘浅’은 이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반 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浅’ 신 ‘不深’, ‘不够深入’

처럼 ‘深’의 부정형식을 사용한다. 

3.5.3.3 지향적 은유

 ‘深/浅’의 공간의미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향적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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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인다. ｢색채가 밝은 것은 위, 어두운 것은 아래｣ 은유에 의해 ‘深/浅’이 공간

영역에서 감각영역의 하위영역인 시각영역으로 투영되어 색채의 밝고 어두움을 나

타낸다. 다음은 그 예이다. 

(107) a. 深色/深蓝/深紫/深红 

짙은 색/짙은 남색/짙은 자주색/진홍색

b. 他们都是印尼本地人，肤色较深。
그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이고 피부색은 비교적 어둡다.

(108) a. 浅色/浅蓝/浅紫/浅红 

옅은 색/연한 남색/옅은 자주색/담홍색

b. 一般颜色愈浅，含油率愈高。
일반적으로 색깔이 옅을수록 유분 함량이 높다.

(107a, 108a)는 ‘深/浅’이 색채명사와 합성어를 이루는 예들이고, (107b, 108b)는 

술어로 쓰이는 예들이다. ‘深/浅’은 색채명사와 결합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며 ‘白’

를 제외한 모든 색채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白’와 잘 결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흰색의 밝기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 깊은 곳에 햇빛이 잘 비치지 않아서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직 하향 축을 따라 내려갈수록 어둡다고 인지하며, 이러

한 어두운 느낌은 다시 공감각 능력에 의해 색채영역에 전이된다. 이러한 인지과정

을 거쳐, 우리는 색깔의 밝고 어두움을 ‘深/浅’으로 나타내게 된다.68)

지금까지 ‘深/浅’이 사물은유⋅그릇은유⋅지향적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것은 ‘深/浅’이 하향성이 있는 공간척도사로, 공간물이나 그릇

으로 개념화된 추상 개념도 표면이나 그릇 입구에서 하향적 도식을 환기한다. 즉 

‘深/浅’과 관련된 ‘추상 개념은 공간물이다’, ‘추상 개념은 그릇이다’, ‘추상 개념은 

방향성이 있다’ 세 가지 개념화 방식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긴 한 결속

성이 있는 것이다. 

본 절의 논의를 토 로 ‘深/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深’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3차원 바탕 사물 혹은 사물 집합의 1차원 하향축 또는 

68) 金美順(2009:49-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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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축이 차지하는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한다.

② 【공간영역/원형의미】  공간개체가 지면이나 수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적 

거리가 기준을 초과한다.

③ 【감각영역/지향적 은유】 색깔이 진하다.

④ 【추상영역/사물은유】 감정⋅학식 등이 많고 풍부하다.

⑤ 【추상영역/사물은유】 상처⋅피해 등이 심하다.

⑥ 【추상영역/사물은유】 사상⋅관념 등이 영향이 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⑦ 【추상영역/그릇은유】 마음⋅영혼 등의 깊은 곳.

⑧ 【추상영역/그릇은유】  ⋅책 등이 내용이 풍부하거나 심오하다. 

⑨ 【추상영역/그릇은유】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정도가 심하다. 

‘浅’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3차원 바탕 사물 혹은 사물 집합의 1차원 하향축 또는 

내향축이 차지하는 공간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② 【공간영역/원형의미】  공간개체가 지면이나 수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적 

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③ 【감각영역/지향적 은유】 색깔이 엷다.

④ 【추상영역/사물은유】 감정⋅학식 등이 적다.

⑤ 【추상영역/그릇은유】  ⋅책 등이 내용이 풍부하지 않거나 쉽다. 

⑥ 【주관영역/그릇은유⋅주관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한 겸칭.

3.6. ‘粗/细’

3.6.1. 자형의미

《說文解字》에서 ‘粗’에 한 許愼의 해석과 段玉裁의 주는 다음과 같다.

粗：疏也。从米且聲。
粗는 거칠다는 뜻이다. 米로 구성되어 있고 且는 발음을 나타낸다.

段玉裁注：大雅。彼疏斯粺。箋云。疏，麤也。謂糲米也。麤卽粗。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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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雅 “彼疏斯粺”이라는 구절에 鄭玄이 주석하기를 “疏는 麤이다. 매조미쌀이라는 

것이다.” 麤는 바로 粗이다.

許愼은 ‘粗’의 자형을 ‘米’와 의미상 관련이 있는 형성자로 보고 그 자형의미는 

‘疏’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 段玉裁 주는 《詩經》에 나온 ‘疏’에 한 郑玄의 주를 

인용하여 ‘疏’와 ‘麤’가 모두 ‘매조미쌀’을 나타내는 동의어임을 제시한 다음에 ‘粗’

는 바로 ‘麤’이기 때문에 ‘粗’의 자형의미를 ‘매조미쌀’로 본 許愼의 주장을 해석하

고 있다. ‘麤’자에 한 段玉裁 주를 보면 그는 ‘粗’를 ‘麤’의 異體字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70) 段玉裁에 근거한 이 세 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疏 -- 麤 = 粗: 糲米

즉 ‘粗’의 자형의미는 도정이 되지 않은 매조미쌀(‘糲米’)이다. 고 중국어에서 

‘粗’가 자형의미로 쓰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09) 粱則無矣，麤則有之。 (《左傳⋅哀公十三年》)71)

수수는 없고 매조미쌀은 있다.

매조미쌀을 의미했던 ‘粗’가 ‘굵다’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

을 거친 것으로 추정해 본다.

(110) a. 吾食也執粗而不臧。 (《莊子⋅人間世》)

저는 거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은 바라지 않습니다.

69)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578.

70) ‘粗’와 ‘麤’의 관계에 해서 段玉裁는 “지금 사람은 개 ‘粗’자를 쓴다. ‘粗’가 유행하

면서 ‘麤’는 없어졌다(今人槩用粗。粗行而麤廢矣。)”라고 하며 ‘粗’는 ‘麤’의 異體字로 

보았다. 薑仁濤(2012)에 의하면 《周禮音義》와 《集韻》에서도 이 두 자를 異體字로 보았

다. 《周禮音義》에서는 “粗, 音麤。本亦作麤”라고 나와 있고 《集韻》에서는 “粗/觕, 大也, 

疏也, 物不精也。或作觕, 通作麤”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71) 예문(109)은 번체자로 되어 있는 《漢語大詞典》에서 표제어 ‘麤’에 한 예문이다. 간체

자로 되어 있는 《古漢語常用字字典》에서는 “梁则无矣, 粗则有之”라고 적혀있고 표제어 

‘粗’에 한 예문으로 나와 있다. 즉 ‘麤’는 현재 간체자로 출판된 책에서 모두 ‘粗’로 

규범화되었고, 본고도 고 중국어에 나온 ‘麤’의 용례를 ‘粗’의 용례로 간주하겠다. 이하 

모두 ‘粗’로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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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然吾觀國人，其父兄之食粗而衣惡者猶多矣。 (《國語⋅魯語》)

그러나 내가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아버지와 형이 거친 음식을 먹고 나

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다.

c. 粗布之衣。 (《荀子⋅正名》)

거친 천으로 만든 옷.

(110a)에서 ‘粗’는 매조미쌀에서 일반화되어 ‘거친 음식’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110b)처럼 음식과 옷을 병렬시키는 언어 환경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이 거칠다’에

서 유추되어 (110c)처럼 ‘천이 거칠다’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粗布’는 올이 굵은 천

이기 때문에 ‘粗’는 ‘굵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본다. ‘음식이나 

제품이 거칠다’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 한국어 공간척도사 ‘굵다’가 ‘삼베가 굵다’처

럼 사용할 수 있는데, ‘올이 굵’으면 ‘천이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점에서 ‘올이 

굵다’와 ‘천이 거칠다’ 사이에 인지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粗’는 공간량

을 측정하는 의미로 쓰인 최초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111) 其器高以粗。 (《禮記⋅月令》)

그 禮器가 높고 굵다.

(111)에서 ‘粗’는 ‘高’와 함께 3차원 공간물인 ‘器’의 공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高’는 수직축을, ‘粗’는 단면의 크기를 각각 묘사하고 있다. 先秦시기의 용례를 살

펴보면 ‘粗’는 (111)처럼 굵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매우 적고 거칠다는 의미가 

이 시  ‘粗’의 기본적인 의미였다. 단면 크기의 의미로 쓰이는 용례가 폭으로 

증가한 것은 六朝이다.

다음은 ‘细(細)’의 자형의미를 《說文解字》를 통해 살펴보겠다.

細：微也。从糸囟聲。72)

細는 작다는 뜻이다. 糸로 구성되어 있고 囟은 발음을 나타낸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细’는 ‘糸(실)’에서 의미를 획득한 형성자이며, 그 자형의미

는 ‘微也(작다)’이다. 《廣雅》에서도 ‘细’를 ‘小也’라고 해석되었으며73) 《漢字源流字

72)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1124.

73) (清)王念孙 著, 《廣雅疏證》, 中华书局, 1983, 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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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에서도 자 본래의 의미가 ‘小, 细小(작다)’라고 주장한다. 즉 이때의 ‘细’는 지

금 가장 원형적인 의미인 단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전체적인 

부피에 한 척도이며 현 중국어의 ‘小’의 의미와 같다. 자형의미로 쓰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12) a. 游魚細石，直視無礙。 (吳均《與朱元思書》)

헤엄치는 물고기와 작은 돌이 바로 보이고 아무 장애가 없다.

b. 景公問晏子曰：“天下有極大乎？”晏子對曰：“有。足游浮雲，背淩蒼天。…”公

曰：“天下有極細乎？”晏子對曰：“有。東海有蟲，巢于蝨睫。…”

(《晏子春秋⋅外篇》)

景公이 晏子에게 물었다. “천하에 지극히 큰 물건이 있습니까?” 晏子가 답

하기를 “있습니다. (어떤 새가) 다리는 뜬 구름을 헤엄치고, 등은 하늘을 가

로지릅니다.…” 景公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천하에 지극히 작은 물건은 어

떻습니까?” 晏子가 답하기를 “있습니다. 동해 가운데 벌레가 있는데, 모기

의 눈꺼풀에 집을 짓고 삽니다.…”

(112a)에서 ‘細石’는 ‘작은 돌’을 의미하고, 현 중국어에서의 ‘小石头’라는 표현

과 같다. 이 점은 (112b)에서 더 잘 보인다. 景公이 먼저 晏子에게 ‘极大’에 해 물

어볼 때 晏子는 덩치가 매우 큰 동물을 묘사해 주었고 이어 景公이 또 ‘極細’에 

해 물어보자 晏子는 극도로 작은 벌레를 알려주었다. 이 예문에서 ‘細’가 ‘大’의 

립어로 조하면서 사용되었고 3차원의 벌레의 전체 공간량을 측정했음이 분명하

다. ‘細’는 先秦시기에 현 중국어처럼 단면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례도 있었다. 다

음을 보자.

(113) 昔者，楚靈王好士细要。 (《墨子⋅兼愛》)

옛날에 楚靈王은 선비의 가는 허리를 좋아하였다.

(113)은 ‘细’가 ‘要(腰74), 허리)’와 결합하여 굵기를 묘사하는 문장이다. 이처럼 先

秦시기에 ‘细’의 가늘다는 의미도 생겼으나, ‘粗’와 같이 나온 용례가 없었고, 작다

는 의미로 ‘大’와 반 를 이룬 용법이 더 전형적이었다. 西漢에는 ‘粗/细’가 단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가 점차 많아졌지만 여전히 ‘大/细’가 조하는 경우가 일반

74) 要는 腰의 通假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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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六朝에 ‘粗/细’는 단면 크기의 의미로 쓰이는 용례가 많아짐에 따라 조적

으로 같이 나오는 용례도 보이기 시작하였다.75) 즉 단면을 측정하는 ‘粗/细’의 의미

와 립관계는 六朝에 확립되었다.

3.6.2. 공간의미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粗/细’의 자형의미는 각각 ‘매조미쌀’과 ‘작다’였다. 그

러나 현 중국어 형용사로서 ‘粗/细’가 가지는 원형의미는 현재 언어사용자의 인지

적 실제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형의미와 이미 상당히 거리가 멀다.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 ‘粗/细’의 원형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現代漢語詞典》의 해석을 

살펴보겠다.

<표 3-10> 《現代漢語詞典》에 근거한 ‘粗/细’의 공간  의미 항목

粗 细

공간의미₁
条状物横剖面大(跟‘细’相对)

막 기 모양의 물건의 횡단면이 

크다(‘细’와 반 된다)

条状物横剖面小(跟‘粗’相对)

막 기 모양의 물건의 횡단면이 

작다(‘粗’와 반 된다)

공간의미₂
(长条形)两长边的距离不十分近

(폭이 좁고 긴 모양) 두 긴 변의 

거리가 그리 가깝지 않다.

(长条形)两边的距离近

(폭이 좁고 긴 모양) 두 긴 변의 

거리가 가깝다.

공간의미₃
颗粒大

알갱이가 크다.

颗粒小

알갱이가 작다.

사전에 나온 ‘粗/细’의 의미 항목 중에 1, 2, 3번은 모두 공간과 관련된 의미이다. 

이 세 가지 의미의 실제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粗/细’의 의미별로 코퍼스에

서 결합 관계를 이루는 명사와 그 빈도수에 해 통계를 내었는데, 그 결과가 다음 

표와 같다.

75) ‘粗/细’가 조적으로 나온 최초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餅粗細如小指大。 (《齊民要術》)

餅의 굵기가 새끼손가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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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사 

의미분

류

명사지시

상 분류

‘粗’ ‘细’

결합어76)
빈도

수
비율 결합어

빈도

수
비율

횡단면 

면적
3차원 

공간

물

원통

형

纤维(17), 线

(11), 脖子(10), 

枝(5), 腿(4), 

胳膊(4), 缆(4), 

棍子(4), 树干

(4), 树(4), 丝

(4), 腰(3), 尾

巴(3), 手指(3), 

毛(2), 汗毛(2), 

铁链(2), 铁索

(2), 钢筋(2), 

胳膊(2)

92 70.8%

丝(53), 管(47), 绳(25), 

枝(21), 铁丝(12), 草(10), 

铜丝(9), 腿(9), 眼睛(9), 

根(8), 竹竿(7), 毛(6), 针

(6), 导线(6), 颈(6), 羊毛

(5), 眼(5), 树枝(5), 叶(4), 

纤维(4), 须(4), 柳(4), 脉

(3), 麻绳(3), 竹(3), 枝条

(3), 血管(3), 茎(2), 脖子

(2), 腰(2), 脖颈(2), 绳子

(2), 绒毛(2), 纱(2), 管道

(2), 管子(2), 水流(2), 毛

发(2), 棒(2), 树干(2), 梗

(2), 尾巴(2), 头发(2) 

310 86.3%

알갱이 

부피

입자

형

盐(23), 砂(5), 

砂土(2)
30 23.0%

粉(9), 铁屑(8), 末(5), 鳞

(4), 砂土(2), 粉末(2)
30 8.4%

너비
2차원 

공간물

眉毛(6), 线条

(2)
8 6.2%

眉(7), 纹(6), 线条(2), 眉

毛(2)
19 5.3%

합계 130 100% 합계 359 100%

<표 3-11> ‘粗/细’ 공간의미의 결합어와 그 빈도수

이러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粗/细’의 각 공간의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한다.

<1> 공간의미₁
《現代漢語詞典》에 나와 있는 ‘粗/细’의 첫 번째 공간의미는 ‘막 기 모양의 물건

의 횡단면이 크다/작다’이다. 즉 ‘粗/细’의 이 의미는 3차원의 공간물을 바탕으로 삼

고 이 사물의 모양에 한 요구가 있는데, ‘막 기 모양(条状)’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실제 용례를 보면 ‘粗/细’와 결합할 때 공간의미₁을 나타내는 명사는 ‘树(나무)’, 

76) ‘粗/细’과 공기하는 빈도수가 2회(2회 포함) 이상인 명사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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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脖子(목)’, ‘腰(허리)’, ‘筒(통)’, ‘胳膊(팔)’, ‘腿(다리)’, ‘尾巴(꼬리)’, ‘铅笔(연필)’, ‘绳

(줄)’ 등이 있는데 이들 명사 중 ‘树’, ‘铅笔’ 등은 ‘막 기 모양의 사물(条状物)’이

라고 할 수 있으나 ‘腰’, ‘脖子’ 등의 사물은 그 길이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막

기 모양의 사물’이라고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围巾(목도리)’, ‘剑(검)’, ‘长

条椅(벤치)’ 등도 모두 ‘条状’의 모양을 갖추는 사물이지만 ‘粗/细’와 결합할 수 없

다. 이는 사전적 기술이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粗/细’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이거나 정사각형

에 가까운 모양이다. 즉 횡단면이 원형이나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결합이 더 자연

스럽다. 원형이나 정사각형은 모두 두 축 간의 길이 차이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므

로 ‘粗/细’는 3차원 공간물의 세 축 중 두 축이 크기가 비슷함을 요구하고 있다. 

‘围巾’, ‘剑’, ‘长条椅’ 등은 ‘粗/细’와 결합할 수 없는 것도 이들 사물의 단면이 이

러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축에 한 요구도 있는데, 예컨  

‘腰’, ‘脖子’, ‘树桩(나무그루)’ 등 길이와 단면의 지름과 비슷한 정도의 사물은 비록 

‘막 기 모양’이 아니어도 ‘粗/细’로 횡단면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比萨饼

(피자)’, ‘硬币(동전)’와 같은 제3축이 너무 작은 사물은 비록 단면이 원형임에도 불

구하고 ‘粗/细’와 결합할 수 없다. 이러한 사물은 제3축이 다른 축에 비해 매우 작

기 때문에 ‘厚/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종합해 보면 ‘粗/细’의 공간척도의

미1은 바탕 사물에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3

차원적이어야 한다. 둘째, 세 축 중 두 축이 크기가 비슷해야 한다. 셋째, 이상 두 

축을 제외한 제3축은 나머지 두 축의 크기와 차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표 

3-11>에서 나열되어 있는 명사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횡단면이 원형인 원통형 

사물은 ‘粗/细’로 표현되는 가장 전형적 지시물임을 알 수 있다. 

‘粗/细’가 이러한 모양을 가지는 사물명사와 결합하여 횡단면의 면적을 나타내는 

실제 용례를 보자.

(114) 竹子有粗有细，粗竹略贵。
나무는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는데, 굵은 나무가 좀 더 비싸다.

(114)에서 ‘粗/细’는 3차원의 원통형 사물인 나무를 지칭하는 명사 ‘竹子’와 결

합하여 나무의 횡단면 면적을 측정하고 있다. 즉 3차원 사물의 2차원 횡단면의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粗/细’의 공간의미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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粗1: 원통형의 3차원 공간물의 횡단면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을 초과한

다.

细1: 원통형의 3차원 공간물의 횡단면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5> ‘粗/细’ 공간의미₁의 상도식

<표 3-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粗/细’의 공간의미₁은 결합이 가능한 명사도 많

고 사용빈도도 월등히 높아 공간의미 중에서도 가장 원형적인 의미이다.

<2> 공간의미₂
사전에 나와 있는 ‘粗/细’의 두 번째 공간의미는 ‘(폭이 좁고 긴 모양) 두 긴 변

의 거리가 그리 가깝지 않다/가깝다’이며 이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115) a. 通行的汉字印刷体，正方形，横的笔划细，竖的笔划粗。
통행되는 한자 인쇄체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가로획은 가늘고 세로획

은 굵다.

 b.两道眉毛又粗又浓。
양쪽 눈썹이 굵고 진하다.

(115a-b)에서 ‘粗/细’가 각각 ‘笔划’, ‘眉毛’와 결합하고 있다. 이들 사물은 2차원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粗/细’의 공간의미₂는 2차원의 공간물을 바탕 공간물로 

삼고, 두 축 중에서 짧은 축의 공간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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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粗/细’는 모든 2차원의 공간물을 측정 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실제 용례를 보면 ‘粗/细’와 결합할 수 있는 2차원 공간물은 ‘眉毛’, ‘紋(무늬)’, 

‘线(条)(선)’, ‘边(변)’, ‘笔划’ 등 몇 개에만 제한되고 모두 최 축과 최소축의 비율

이 차이가 많이 나면서, 전체 면적이 작은 2차원 사물이다. 기타 전형적인 ‘桌面(탁

자 표면), 房间(방), 路(길), 画(그림)’ 등 2차원 공간물을 나타내는 명사는 ‘粗/细’와

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粗/细’의 공간의미₂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粗2: 좁고 긴 2차원 공간물의 최소축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을 초과한

다.

细2: 좁고 긴 2차원 공간물의 최소축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6> ‘粗/细’ 공간의미₂의 상도식

<3> 공간의미₃
《現代漢語詞典》에 나와 있는 ‘粗/细’의 세 번째 공간의미는 ‘알갱이가 크다/작다’

이며 이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116) a. 拦粗沙泄细沙。
굵은 모래는 막고, 잔모래는 흘려보낸다.

 b.这种磨磨的面很粗。
이런 맷돌로 간 가루는 매우 굵다.

(116a)는 ‘粗沙’를 막고 ‘细沙’를 빠져나가게 한다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의 ‘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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细’는 한 모래알의 전체적인 부피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16b)는 ‘面’의 전체적인 부피에 한 척도이다.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粗/

细’의 공간의미₃은 3차원의 사물의 3차원적인 전체 공간량에 한 척도이다. 사물

의 모양에 해 전혀 제한이 없는 ‘大/小’와 달리 ‘粗/细’는 알갱이와 같은 사물이

어야 결합할 수 있다. 모양과 크기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모양 면에서 

구형에 가까운 모양, 크기 면에서 작은 부피를 요구한다. ‘粗/细’의 이 의미는 다음

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粗3: 알갱이 모양의 3차원 공간물이 차지하는 전체 공간량(tr)이 기준(lm)을 초과

한다.

细3: 알갱이 모양의 3차원 공간물이 차지하는 전체 공간량(tr)이 기준(lm)에 미치

지 못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3-17> ‘粗/细’ 공간의미₃의 상도식

3.6.3. 확장의미

3.6.3.1 사물은유

형태가 있는 3차원 사물의 횡단면 면적을 나타냈던 ‘粗/细’가 형태가 없는 ‘气’나 

‘息’과 같은 단어와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117) a. 钟焕娣已在那里弯着腰喘粗气。
钟焕娣은 벌써 그곳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씩씩거리고 있다.

 b.彼此都看不见，只听见粗粗的喘息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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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보이지 않고 거친 숨소리만 들린다.

 c. 他鼻息渐渐粗了，昏昏沉沉地睡去。
그의 콧김은 점점 거칠어졌고 정신없이 잠들었다.

(118) a. 婴儿脉息细若游丝。
아기의 맥박이 실낱같이 가늘다.

 b.江玫的声音细若游丝，她自己都听不见自己在说什么。
江玫의 목소리가 가는 실낱같아 그녀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리

지 않는다.

(117-118)은 ‘粗/细’가 숨결, 맥박 등을 나타내는 ‘声’, ‘气’, ‘脉息’와 결합하고 있

으며, ‘粗’는 강하고 거친 숨결이나 소리를, ‘细’는 약한 숨결이나 가는 소리를 의미

한다. 

중국어에서는 숨결, 맥박 등을 ‘실’로 은유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  ‘断气’란 표

현에서는 숨결을 끊을 수 있는 실처럼 여기고, 숨결이 끊어졌다는 것은 곧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气若游丝’라는 성어도 ｢맥박⋅숨결은 실이다｣라는 은유를 명백

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18a)도 ‘脉息’을 ‘丝(실)’로 비유하고 있다. 주송희

(2012:115-116)에서 한국어 ‘굵다/가늘다’의 같은 확장의미를 살피면서 숨결을 줄로 

은유할 수 있는 인지적 근거에 해서 ‘숨, 맥박’도 미약해지다가 멈추게 되고, ‘줄’

도 가늘어지다가 끊이지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유사성 외에 

줄이 가늘면 시각적으로 현저하지 않고, 안 보일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굵으면 잘 

보인다. 소리, 숨결, 맥박도 강하고 거칠면 쉽게 들리거나 느껴지고 가늘면 느끼기 

어려운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118b)에서 소리가 ‘游丝(떠도는 실낱)’처럼 가늘기

(‘细’) 때문에 ‘游丝’가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소리도 본인조차 잘 들리지 않음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리가 굵고 가는 것은 소리를 내는 발생장치의 모양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는 굵은 악기의 줄이 내는 소리도 굵다고 인지하고, 가는 

악기 줄이 내는 소리를 가늘다고 인지한다. 이상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숨, 

소리는 줄이다｣의 은유적 개념화 방식에 따라 ‘粗/细’를 가지고 숨과 소리를 나타

내게 되었다.

3.6.3.2 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앞 절에서 논의하였듯이 ‘粗’의 자형의미가 도정되지 않고 껍질이 있는 매조미쌀

이었다. 이때 반  의미인 도정된 쌀은 ‘精’으로 나타낸다. 매조미쌀/백미의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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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 두 자가 품사의 변화가 생겨 ‘粗’는 도정되지 않은 곡물이라는 의미에서 

‘특징을 가지고 사물을 체한다(CATEGORY-AND-PROPERTY)’77)는 환유적 인지과

정을 거쳐 ‘곡물이 도정되지 않다’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精’도 ‘잘 

도정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두 단어가 여전히 립어 쌍을 이룬다. 여기

에서 다시 도정이라는 행위가 모든 가공 행위로 일반화되어 ‘粗’가 ‘가공이 덜 되

고 거칠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粗瓷(질그릇)’, ‘粗布(결이 거친 천)’, ‘粗茶淡饭

(변변찮은 음식)’ 등에서의 ‘粗’는 모두 ‘제품이 거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사물의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낸다. 

한편 주관화가 일어나 추상적인 개념인 사람의 성품⋅태도⋅말의 내용을 나타내

는 명사가 ‘粗’와 결합하여 ‘사람의 성품 따위가 거칠고 상스럽다’라는 의미로 확

장되었다. 다음을 보자.

(119) a. 我这人一向喜欢讲理，咱又不是粗人。
나란 사람은 언제나 도리를 알아요. 내가 상스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b.这里不准喝酒、不准说粗话。
여기에서는 술을 먹거나 거친 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c. 我的父亲特别粗暴。
내 아버지는 매우 난폭하다.

(119a)의 ‘粗人’은 거칠고 상스러운 사람을, (119b)의 ‘粗话’는 내용이 거친 말, 

(119c)에서는 ‘粗’가 ‘暴’와 2음절 형용사를 이루어 사람의 성격과 태도가 거칠고 

난폭함을 의미한다. 이 의미로 쓰인 ‘粗’는 립어가 없다.

‘가공되지 않고 거칠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섬세하지 않고 충이나 략’이

라는 의미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120) a. 最近粗粗估计了一下，在这十二年中，我大概写过四、五百万字。
요새 충 어림잡아 보니 12년 동안 난 약 사오백만 자를 썼다.

 b.他闭上眼睛粗算了一下半年来的收入，感到心满意足。
77) ‘특징을 가지고 사물을 체한다’ 환유에 해서 李福印(2008:156-164)에서는 범주가 일

반적으로 그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에 범주를 가지고 특징을 체하기도 하고, 특징을 

가지고 범주를 체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특징을 가지고 범주를 체한다는 예로는 李

福印(2008:156-164)에서 ‘black’을 가지고 ‘black people’를 지칭하는 것과, ‘the beauty’를 

가지고 예쁜 여성을 지칭하는 언어 현상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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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눈을 감고 반년 사이의 수입을 충 계산해보더니 매우 만족해했다.

 c. 他早年在部队医院当过兵，粗通医术。
그는 옛날에 부 병원에서 병역을 해본 적 있어서 의술을 강 안다.

(120a-c)에서 ‘粗’는 부사어가 되어 각각 ‘估计’, ‘算’, ‘通’ 등 동사를 수식하고 있

으며 모두 ‘ 개⋅ 충’의 의미로 쓰였다. ‘细’는 ‘粗’의 립어로서 반  의미인 

‘세 하고 꼼꼼하다’는 의미를 획득하였다. 

(121) a. 粗看上去一条大鲢鱼还行，细看时发现鱼已变质，根本不能食用。
충 보면 연어가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고는 이미 변질되어 전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这话粗听起来似乎有理。……但细细想来，又觉不对。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니 틀린 것 

같다.

(121a-b)처럼 ‘粗看’과 ‘细看’, ‘粗听’과 ‘细想’ 등의 언어 환경에서 조적으로 쓰

인 결과, ‘细’도 ‘ 충, 간략하게’의 반 적인 의미가 생겨났다.

지금까지 본 절은 ‘粗/细’의 자형의미⋅공간의미⋅확장의미를 분석하였다. 다른 

척도사와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粗/细’의 많은 의미 확장은 공간의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粗’의 자형의미에 의한 것이다. ‘粗/细’의 의미 확장이 한국어의 응

적인 단어인 ‘굵다/가늘다(잘다)’보다 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

을 토 로 ‘粗/细’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다. 

‘粗’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원통형 3차원 공간개체의 횡단면이 차지하는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한다.

②  【공간영역/원형의미】  좁고 긴 2차원 공간개체의 최소축이 차지하는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한다.

③  【공간영역/원형의미】  알갱이 모양의 3차원 공간개체가 차지하는 전체 공간량

이 기준을 초과한다.

④  【공간영역/자형의미】 매조미쌀.

⑤  【추상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제품의 가공이 덜 되어 조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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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상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소리⋅숨결⋅맥박 등이 거칠다.

⑦  【주관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사람의 성품⋅성격이 거칠고 상스럽다.

⑧  【주관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행위를 충한다.

‘细’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원통형의 3차원 공간개체의 횡단면이 차지하는 공간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②  【공간영역/원형의미】  좁고 긴 2차원 공간개체의 최소축이 차지하는 공간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③  【공간영역/원형의미】  알갱이 모양의 3차원 공간개체가 차지하는 전체 공간량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④  【추상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제품의 가공이 정교하다. 섬세하다.

⑤  【추상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소리, 숨결, 맥박 등이 약하다.

⑥  【주관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사람의 성격이 꼼꼼하다.

⑦  【주관영역/자형의미에 의한 확장】 행위를 섬세히 한다.

3.7. ‘厚/薄’

3.7.1. 자형의미

‘厚’에 한 《說文解字》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厚：山陵之㫗也。从厂。从𣆪。78)

厚는 산악과 언덕의 두꺼움이다. 厂으로 구성된다. 𣆪로 구성된다. 

許愼은 ‘厂’과 ‘𣆪’로 구성되어 있고 ‘厂’의 산악 의미와 관련된 ‘두껍다’를 의미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骨文字典》에도 ‘厚’자를 수록하였으며 자형은 ‘ ’ 혹은 

‘ ’의 형태로 ‘厂’과 ‘ ’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甲骨文字典》에서는 ‘ ’는 성벽

78)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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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는 ‘墉’자의 원 자인 ‘ ’에서 省形한 것이고, ‘厚’자는 성벽처럼 두껍다

는 의미를 가지는 회의자로 보았다. 

다음은 ‘薄’에 한 《說文解字》의 해석을 보겠다.

薄：林薄也。一曰蠶薄。从艸溥聲。79)

薄는 숲이다. 일설로 ‘누에를 치는 도구80)’이다. 艸로 구성되어 있고 溥는 소리를 

나타낸다.

許愼은 ‘薄’를 풀을 의미하는 ‘艸’를 義符로 삼고 있는 형성자이고, 의미는 숲, 

혹은 누에를 치는 도구로 보았다. 《漢字源流字典》에도 ‘薄’의 원초적인 의미를 ‘초

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으로 보았고 《王力古漢語詞典》에도 이 의미를 ‘薄’의 첫 

번째 의미 항목으로 실었다. 《王力古漢語詞典》에 의하면 숲이라는 의미는 고 중국

어에서 사용되었다가 현 중국어에서 사라졌다.81) 

숲을 뜻하는 ‘薄’가 공간의미를 가지는 과정에 해 段玉裁는 나무들이 서로 가

깝게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은 얇은 사물이 들어갈 틈이 없는 점에서 유사하

기 때문에 ‘두께의 얇음’이란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82)

‘厚/薄’가 고 중국어에서 공간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79)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70.

80) ‘蠶薄’의 해석은 段玉裁 주를 따른 것이다. “月令。季春，具曲植𥴧匡。注。時所以養蠶器

也。曲，薄也。植，槌也｡” (月令에 “季春，具曲植𥴧匡”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한 

주석에는 “그 시 에 누에를 치는 도구이다. 曲은 薄이고, 植은 槌이다”라고 하였다.)

81) 고 중국어에서 ‘薄’가 숲으로 사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露申辛夷，死林薄兮。 (屈原《九章⋅涉江》)

瑞香花와 白木莲은 초목이 빽빽한 숲에서 죽는다.

82) ‘薄’에 한 段玉裁의 注는 다음과 같다.

 吳都賦。傾藪薄。劉注曰。薄，不入之叢也。按林木相迫不可入曰薄。...... 相迫則無閒可

入。凡物之單薄不厚者亦無閒可入。故引伸爲厚薄之薄。
<吳都賦>의 “傾藪薄”라는 구절에 劉逵가 주석하기를 ‘薄’는 들어갈 수 없는 숲이다. 나

무가 빽빽하여 들어갈 수 없음은 ‘薄’라고 한다. ..... 빽빽하면 들어갈 틈이 없다. 무릇 

물건이 얇으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므로 ‘厚薄’의 ‘薄’로 인신되었다.



126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연구

(122) a. 天子之棺四重，……，其厚三寸。 (《禮記⋅檀弓上》)

천자의 棺은 네 겹으로 되어 있고, ……, 그 두께는 三寸이다.

 b.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 (《詩經⋅小雅⋅小旻》)

두려워 조심하기를 깊은 연못 앞에 있는 듯하고, 살얼음판을 밟는 듯하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厚/薄’가 ‘두껍다/얇다’의 의미로 사용된 시기는 상당히 

이르며, 늦어도 先秦시기에 척도문형에 사용되었다.

3.7.2. 공간의미

‘厚/薄’에 한 《現代漢語詞典》의 첫 번째 의미 항목은 다음과 같다.

厚: 扁平物上下两面之间的距离大(跟“薄”相对)

납작하고 평평한 사물의 위ㆍ아래 두 면의 거리가 멀다(‘薄’와 반 가 된다)

薄: 扁平物上下两面之间的距离小(跟“厚”相对)

납작하고 평평한 사물의 위ㆍ아래 두 면의 거리가 가깝다(‘厚’와 반 가 된다)

사전 해석에 의하면 ‘厚/薄’는 바탕 공간물의 모양에 해 요구가 있으며, 그것은 

‘납작한 사물(扁平物)’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上下两面之间的距离’라는 표현을 

보면 ‘厚/薄’의 의미도 수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같은 수직 방향성을 가지는 ‘高/低’, ‘深/浅’과 어떻게 변별해야 하는지

에 한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코퍼스에서 ‘厚/薄’와 결합 관계

를 이루는 명사와 그 빈도수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3. 공간척도사의 의미 분석   127

<표 3-12> ‘厚/薄’ 공간의미의 결합어와 그 빈도수

척도사 
의미분
류

명사지시
상 분류

‘厚’ ‘薄’

결합어83)
빈도
수

비율 결합어
빈도
수

비율

두께

3

차원 
공간
물

개체

壁(30), (嘴)唇(18), 纸

(14), 冰层(10), 冰(10), 

脸皮(9), 玻璃(9), 衣服

(8), 云(7), 云层(6), 肉

(6), (脸)皮(6), 书(6), 墙

(壁)(6), 土层(4), 鞋底(4), 

膜(4), 棉被(4), 钢板(4), 

信(4), 皮肤(3), 棉衣(3), 

脂肪层(3), 棉鞋(3), 地毯

(3), 脂肪(2), 笔记本(2), 

大气层(2), 老茧(2), 头巾

(2), 大气层(2)

196 78.7%

壁(44), 膜(13), 

板(12), 嘴唇

(10), 云(9), 纸

(8), 透镜(5), 

皮(5), 壳(5), 

切片(4), 书(4), 

皮肤(3), 铁片

(3), 地壳(3), 

土层(3), 衣(3), 

叶(2), 钢片(2), 

肉(2), 铝箔(2), 

果皮(2), 底(2) 

146 96.7%

집합
雪(19), 土(12), 尘土(6), 

草(5), 泥土(3), 毛(3), 沉

积物(3), 冰雪(2)

53 21.3% 土(3), 积雪(2) 5 3.3%

합계 249 100% 합계 151 100%

<표 3-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厚/薄’와 결합 관계를 이루는 명사는 부분 3

차원 공간개체를 나타내는 명사들이며, 공간물의 집합을 나타내는 명사도 몇 개가 

있다. 실제 용례를 보자.

(123) a. 今年冬天特别冷，雪下得有两尺多厚。
올해 겨울은 매우 춥고 눈은 2尺 넘게 쌓일 정도로 내렸다. 

 b.的脸很年轻，粉抹得很厚。
그녀의 얼굴이 젊어 보였고 파우더를 두껍게 발랐다.

 c. 这本书有70厘米厚。
이 책은 두께가 70㎝이다.

 d.院子的围墙又高又厚。
정원의 담장은 높고 두껍다.

83) ‘厚/薄’와 공기하는 빈도수가 2회(2회 포함) 이상인 명사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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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a)에서 ‘厚’가 ‘雪’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수직 방향에서 위⋅아래 사이의 거

리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123b)에서 여인이 화장하는 파우

더가 두껍게 발려진다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厚’는 위⋅아래의 방향성으로 해석하

기에 적절하지 않다. (123c)에서 ‘厚’의 바탕 공간물은 책인데 책은 옮길 수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그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책상에 눕혀

서 놓을 수도 있고 책꽂이에 세워서 꽂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놓이든 

간에 ‘厚’의 바탕 공간물이 다르지 않으며 가장 짧은 축의 공간량을 측정한다. 

(123d)에서 주어가 ‘围墙’이며 이 사물의 공간량을 측정하기 위해 ‘高’와 ‘厚’ 두 개

의 공간척도사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厚’에도 수직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

서 ‘高’의 의미와 중복하게 된다. 이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그림을 보

자.

<그림 3-18> “围墙又高又厚｡”의 도식

이 문장에서 위⋅아래 사이의 거리 B는 ‘高’에 의해 전달되고 ‘厚’는 ‘围墙’의 가

장 짧은 축인 A의 공간량을 측정하고 있다. 즉 ‘厚/薄’는 묘사 상의 방향을 고려

하지 않는 척도사이고, 3차원의 사물의 세 축 가운데 가장 짧은 축을 측정한다. 

‘薄’가 이러한 공간의미로 사용한 예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24) 祠堂的门窗上糊着一层薄薄的高丽纸。
사당의 문과 창에 얇은 한지가 발려 있다.

(125) 她看了一本薄薄的什么书，一边看一边嚷嚷着要养蜂。
그녀는 어떤 얇은 책 한 권을 읽었고, 그것을 읽으면서 꿀벌을 기를 거라고 

소리쳤다.

‘厚/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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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 3차원 공간물이나 공간물의 집합의 최소축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

을 초과한다.

薄: 3차원 공간물이나 공간물의 집합의 최소축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

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厚/薄’의 공간의미를 영상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9> ‘厚/薄’ 공간의미의 상도식

3.7.3. 확장의미

3.7.3.1 사물은유

<1> ｢재물은 축  가능한 공간물이다｣
눈이나 먼지 같은 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두터워지는 현상을 우리는 일상생활

에서 쉽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서 출발하여 중국어에서는 축적이 가능한 

추상물이 많이 축적되는 상황을 ‘厚’로, 많이 축적되지 않고 적다는 의미를 ‘薄’로 

나타낸다. ‘积累了不少财富(부를 많이 쌓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중국어에서 재물과 관련된 추상물을 축적 가능한 공간물로 개념화한다. 실제로 

돈이나 선물은 원래 형태가 있는 공간물이기 때문에 쌓을 수 있고 또한 두껍게 쌓

일수록 그 금액 또한 많다. 이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실제적 형태가 없는 재물도 

‘厚/薄’를 가지고 축적되는 양을 나타낸다. 다음을 보자.

(126) a. 经销商的经营成本并不高，为什么要让他们赚那么厚的利润？
판매상의 경영 원가가 높지도 않은데 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하는가?

 b.商店也因为利薄不愿意做帽子生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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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도 이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모자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

(127) a. 有些人为了尽快把事办好，常给实权人物送上厚礼。
어떤 사람들은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실권자에게 후한 선물을 보낸다.

 b.我也给刘将军带了一点薄礼。
저도 刘장군에게 변변찮은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128) a. 他们把他厚葬了。
그들은 그에게 후한 장례를 치러 줬다.

 b.要主张厚养薄葬。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

(126)에서 ‘厚利’는 많은 이윤, ‘薄利’는 적은 이윤, (127)에서 ‘厚礼’는 귀중한 선

물, ‘薄礼’는 변변찮고 저렴한 선물, (128)에서 ‘厚葬’은 거금 들고 성 하게 치르는 

장례, ‘薄葬’은 검소하게 치르는 장례를 각각 의미한다. 이외에도 ‘厚赠(후하게 증

여하다)’, ‘厚赏(후사하다)’, ‘厚赐(후사하다)’, ‘薄薪(적은 월급)’ 등 단어에서도 ‘厚/

薄’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고 ｢재물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이다｣라는 은유적 

개념화 방식을 반영한다. 

<2> ｢복⋅덕⋅감정은 축  가능한 공간물이다｣
중국어에서 복⋅덕⋅인연⋅감정 등도 축적 가능한 공간물로 개념화한다. 이는 

‘积福(복을 쌓다), 积德(덕을 쌓다), 感情积累(감정축적)’ 등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厚/薄’의 의미 확장에도 이러한 개념화 과정이 반영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29) a. 我们认为亲属愈近，感情也愈厚。
우리는 가까운 친척일수록 감정 또한 두텁다고 생각한다.

 b.你才当了几天领导，就这么薄情寡义。
책임자가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매정하네.

(130) a. 应上了一句古话，叫做庸人多厚福！
평범한 사람은 복이 많다는 옛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먼!

 b.我的福份真是薄啊！
나는 정말 복이 없구나!

(131) a. 国人民都得到太子布施的深恩厚德。
전국의 백성들이 모두 태자가 베푼 깊은 은덕을 받았다.

 b.他说福少德薄，非堪当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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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기가 복과 덕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을 수 없다고 하였다.

(129)는 감정(‘情’, ‘感情’)의 많고 적음을, (130)은 복(‘福’, ‘福分’)의 많고 적음을, 

(131)은 덕(‘德’)의 많고 적음을 ‘厚/薄’에 의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모두 

형태가 없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나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치 많이 쌓이면 

두터워질 수 있는 눈과 같은 사물로 보고 ‘厚/薄’와 결합하게 된 것이다. 

3.7.3.2 주관화

앞 절에서 덕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厚/薄’를 살펴보았다. 중국 고  사상에 

‘덕’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덕’과 관련된 ‘厚/薄’의 의미에는 축적성에 의한 은

유적 확장과 아울러 주관화의 기제도 작용하여 사람의 인격⋅성품 등을 나타내게 

되었다. 고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용례가 흔하다.

(132) a. 先王之于民也，懋正其德而厚其性。 (《國語⋅周語》)

선왕께서 백성들을 다스림에 그 덕을 바로 세우고 본성을 두텁게 되도록 힘

쓰셨다.

 b.人生不同，性有厚薄。 (《通典⋅禮六十二》)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르며 본성이 두텁고 두텁지 못한 차이가 있다.

(132)에서 ‘厚’는 성품을 나타내는 ‘性’과 결합하여, 사람의 성품이 두터워 많이 

지탱되고 허용됨을 의미한다. ‘薄’는 단독적으로 사용된 것보다 ‘厚’와 연이어 나와 

조일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 중국어에서는 잔존되어 있는 ‘厚德载物’ 등 고정단어 외에 ‘厚’가 단독으로 

인격⋅성품 등을 수식하지 않게 되었으나, 다른 단음절 형용사와 합성한 2음절 형

용사는 여전히 인격⋅성격 등을 나타내는 명사와 공기할 수 있다. ‘敦厚’, ‘忠厚’, 

‘宽厚’, ‘仁厚’, ‘温厚’ 등은 모두 그러한 예이다. ‘薄’도 단독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

고 ‘浅薄’, ‘轻薄’ 등 2음절을 이루어 사용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다시 사람이나 사물

에 한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133) a. 叶圣陶先生待人厚。
叶圣陶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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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我将来决不会薄待你。
나중에 내가 절 로 당신을 박 하지 않을 거야.

 c. 儒家的历史观表现为厚古薄今。
儒家의 역사관은 옛 것을 중시하고 요즘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133a-b)는 ‘厚/薄’를 가지고 사람에 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厚’는 후하게 잘

해 주는 태도, ‘薄’는 친절하지 않고 푸 접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133c)에서 ‘厚/

薄’는 조적으로 같이 나와 숭상하고 중시하는 것을 ‘厚’로, 경시하는 것을 ‘薄’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厚/薄’는 주관성이 매우 강한 태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본 절은 ‘厚/薄’의 자형의미,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에 해 살펴보았다. 본 절의 

분석을 토 로 ‘厚/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厚’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3차원 공간물이나 공간물의 집합의 최소축이 차지하는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한다.

②  【추상영역/사물은유】 재물 따위가 많다.

③  【추상영역/사물은유】 감정⋅복 등이 많다.

④  【주관영역/주관화】 잘해 준다.

⑤  【주관영역/주관화】 숭상하고 중시한다.

‘薄’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3차원 공간물이나 공간물의 집합의 최소축이 차지하는 

공간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②  【추상영역/사물은유】 재물 따위가 적다.

③  【추상영역/사물은유】 감정⋅복 등이 많지 않다.

④  【주관영역/주관화】 잘해 주지 않는다. 박 한다.

⑤  【주관영역/주관화】 경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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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宽/窄’

3.8.1. 자형의미

《說文解字》에서 ‘宽(寬)’의 의미와 자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寬：屋寬大也。从宀萈聲。84)

寬은 방이 넓다는 뜻이다. 宀으로 구성되어 있고 萈은 발음을 나타낸다.

즉 許愼은 ‘宽’이 ‘宀’을 義符로 하는 형성자로 보았고 그 의미는 ‘집, 방’을 의미

한 ‘宀’에서 온 ‘방이 넓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넓다’의 의미를 가진 

‘宽’은 공간물인 ‘방’에 의해서 문자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 중국어에서 ‘宽’이 

자형의미로 쓰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34) a. 考槃在澗，碩人之寬。 (《詩經⋅國風⋅衛風》)

산 너머 개울가에 작은 움막집, 어진 이의 넉넉한 보금자리다.

 b.府寺寬敞。 (《後漢書⋅劉般傳》)

관청이 넓다.

 c. 長五步，寬三步。 (《唐代墓志彙編續集》)

길이는 五步이고, 너비는 三步이다.

(134a)의 ‘宽’자는 집이 넓다는 설도 있고, 마음이 너그럽다는 설도 있으며 공간

적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

다. (134b)는 명확한 자형의미로 쓰인 용례로, 시기는 이미 상당히 늦은 魏晋南北朝

시기가 되었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134c)는 ‘宽’이 척도문형에 사용된 최초의 

용례이고 ‘폭이 크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시기는 唐代이다. 이처럼 척도문형

에 사용된 것은 唐代부터이지만, 明代까지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淸代에 이르

러서야 비로소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先秦시기부터 ‘宽’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淸

代까지 자형의미가 아닌 추상적 의미인 ‘너그럽다, 관 하다’로 쓰인 경우가 부

84) (漢)許愼 著,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p.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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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었다. 淸代 이전에 ‘면적/폭이 넓다’의 의미로 ‘广(廣)’이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을 보자.

(135) a. 漢之廣矣，不可泳思。 (《詩經⋅周南⋅漢廣》)

한강이 넓어서 헤엄쳐서 건너가기가 어렵다.

 b.俾倪，廣三尺，高二尺五寸。 (《墨子⋅備城門》)

俾倪(城위에 있는 짧은 벽)는 너비가 三尺, 높이는 二尺五寸이다.

즉 先秦시기에 ‘넓다’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척도문형에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

는 ‘广(廣)’이었다. ‘宽’이 淸代가 되어서야 비로소 ‘广(廣)’을 체하였다.85)

‘窄’는 《說文解字》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廣雅》에는 “窄, 陿也”라고 하면서 ‘좁다’

를 의미하는 ‘陿’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86) 《漢字源流字典》에 의하면 ‘동굴’을 의

미하는 ‘穴’이 义符이고 ‘乍’는 声符이며 ‘동굴이 협소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형성

자이다. 다음은 고 중국어에서 ‘窄’의 용례이다. 

(136) a. 城大而地窄者，必先攻其城。 (《尉繚子⋅兵教》)87)

성이 크지만 땅이 좁은 적은 반드시 먼저 그 성을 공격해야 한다.

 b.南道狹窄，……，不可追也。 (《三國志⋅魏書》)

南道가 좁기 때문에 추격해서는 안 된다.

(136a)에서 ‘窄’는 ‘地’와 결합하여 면적이 작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136b)에

서는 ‘狹’와 같이 ‘南道’와 결합하여 폭이 좁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위 예문은 

85) CCL고 중국어 코퍼스를 통해서 추출한 용례를 토 로 明淸시기 ‘广(廣)’, ‘宽(寬)’이 척

도문형에 쓰이는 빈도수는 다음 표와 같다.

廣 寬

明 18 7

淸 18 140

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明代까지만 해도 척도문형에 ‘广(廣)’이 더 많이 사용되었

는데, 淸代에 이미 ‘宽(寬)’의 사용빈도가 월등히 많게 되었다. 즉 척도문형으로 두고 볼 

때 ‘宽(寬)’이 ‘广(廣)’을 체한 것은 淸代이며, 이는 비척도문형의 사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86) (清)王念孫 著, 《廣雅疏證》, 中華書局, 1983, p.1. 

87) 《尉繚子》는 戰國 내지 秦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兵書이다.



3. 공간척도사의 의미 분석   135

척도사 
의미분
류

명사지시
상 

분류

‘宽’ ‘窄’

결합어89)
빈도
수

비율 결합어
빈도
수

비율

너비

3차원 
공간물

河(7), 脸(5), 肩膀(5), 

江(4), 胸(3), 胸膛(3), 

石板(3), 叶子(3), 走廊

(3), 谷(3), 花边(3), 背

(2), 皮带(2), 腰带(2), 

小河(2), 下巴(2)

52 54.0%
肩膀(2), 木梯(1), 

门(1), 车厢(1)
5 13.2%

2차원 
공간물

路(10), (前)额(7), 缝

(5), 河面90)(4), 额头

(3), 马路(3), 间隙(3), 

44 46.0%

路(10), 街道(4), 

道(3), 通道(3), 边

沿(2), 山径(2), 路

33 86.8%

각각 戰國시 와 西晉의 용례이지만 唐代 이전에 ‘窄’의 용례가 매우 적었으며88) 

비교적 자주 사용하게 된 것은 唐代부터였다. 唐代에 ‘宽/窄’가 립어로 같이 사용

된 용례도 출현하였다. 

唐代 이전에 ‘广(廣)’의 립어로 ‘좁다’의 의미로 쓰인 단어는 ‘狹’였다. 唐代부

터 淸代까지 ‘窄’, ‘狹’, ‘狹窄’, ‘窄狹’는 모두 사용되었으며 ‘狹’는 문어적인 표현에 

가깝고, ‘窄’는 구어에 가깝다. 현 중국어에서는 ‘狹’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窄’에 의해 완전히 체되었다.

3.8.2. 공간의미

‘宽/窄’의 공간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現代漢語詞典》의 첫 의미 항목을 보자.

宽: 横的距离大；范围广(跟‘窄’相对)

가로의 거리가 멀다. 범위가 넓다(‘窄’와 반 된다)

窄: 横的距离小(跟‘宽’相对)

가로의 거리가 가깝다(‘宽’과 반 된다)

코퍼스에서 검출된 ‘宽/窄’와 2회 이상 결합한 명사와 그 결합 빈도수를 다음표

로 정리한다.

<표 3-13> ‘宽/窄’ 공간의미의 결합어와 그 빈도수

88) CCL고 중국어 코퍼스 검색결과에 의하면, 先秦⋅東漢⋅西晉⋅東晉시기 ‘窄’의 용례 각 

하나만 검출되었다. 戰國시기 용례 두 건이 있었으나 자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136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연구

河道(3), 道路(2), 路面

(2), 航道(2)

面(2), 河面(2), 山

路(2), 公路(2), 街

面(1)

합계 96 100% 합계 38 100%

‘宽/窄’와 결합하는 명사는 ‘肩膀(어깨), 石板(석판), 走廊(복도)’ 등 3차원 사물과 

‘路(길), 缝(틈), 航道(항로)’ 등 전형적인 2차원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들이다. 먼저 

‘宽/窄’가 3차원 공간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예문을 보자.

(137) a. 那时候的河不宽、不深，水墨绿色。
그 당시의 강은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물은 흑녹색이었다.

 b.又窄又小的车厢里，只能坐十来个旅客。
좁고 작은 객실안은 열 명 정도의 여행객만 탈 수 있었다.

(137)에서 ‘宽/窄’는 3차원의 ‘河, 车厢’과 결합하고 있다. 3차원의 사물에 해서 

방향성 고려의 여부에 따라서 공간척도사의 선택은 두 세트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에 수직 방향성을 고려하면, 수직축에 한 척도인 ‘高’가 최우선적으로 확정되고, 

나머지 두 축 중에 긴 것은 ‘长’, 짧은 것은 ‘宽’으로 나타낸다.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상일 경우에 최 축은 ‘长/短’, 최소축은 ‘厚/薄’로 각각 나타나며, ‘宽/窄’는 

일반적으로 차 축의 길이를 부각한다. 그러므로 3차원 공간물과 결합할 때 ‘宽/窄’

의 공간의미₂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겠다.

宽1: 3차원 바탕 공간물의 비수직 차 축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을 초

과한다.

窄1: 3차원 바탕 공간물의 비수직 차 축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준(lm)에 미

치지 못한다.

‘宽/窄’ 공간의미₁의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다.

89) ‘宽’과 공기하는 빈도수가 2회(2회 포함) 이상인 명사를 추출하였으며 ‘窄’는 출현 빈도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1회만 결합해도 추출하였다.

90) ‘河’는 길이, 너비, 깊이 모두 지니므로 3차원의 공간물이다. 그러나 ‘河面’은 ‘河面很深’

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깊이가 없고 길이와 너비만 가지는 2차원의 공간

물로 인지한다. 따라서 표(3-13)에서 ‘河’를 3차원, ‘河面’을 2차원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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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宽/窄’ 공간의미₁의 상도식

다음은 2차원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실제 용례를 보자.

(138) a. 这条公路宽处七八米，窄处只有4米。
이 길은 넓은 곳은 7∼8m 정도 되고, 좁은 곳은 4m밖에 안 된다.

 b.字高7.5米，宽3.7米，为全国罕见。
자의 높이가 7.5m, 너비가 3.7m로,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다. 

(138a)에서 ‘宽/窄’는 2차원의 ‘公路’와 결합하여 짧은 변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

다. 이 때 ‘长’과 ‘宽’이 같은 공간물을 바탕 공간물로 삼아 ‘长’이 최 축의 길이

를, ‘宽’이 나머지 축의 길이를 측정한다. (138b)에서 ‘宽’도 2차원의 ‘字’와 결합하

지만 ‘长’ 신 ‘高’와 같은 배경 공간물의 공간량을 측정한다. 이 때 수직축의 길

이는 ‘高’로, 수평축의 길이는 ‘宽’으로 나타낸다. 즉 2차원 공간물을 바탕으로 삼을 

때 이 사물의 최 축이나 수직축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나머지 축의 길이는 ‘宽/

窄’로 측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원 공간물과 결합할 때 ‘宽/窄’가 나타내는 공

간의미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宽2: 2차원 바탕 공간물의 제2축(비최 축, 비수직축)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

준(lm)을 초과한다.

窄2: 2차원 바탕 공간물의 제2축(비최 축, 비수직축)이 차지하는 공간량(tr)이 기

준(lm)에 미치지 못한다.

‘宽/窄’ 공간의미₂의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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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宽/窄’ 공간의미₂의 상도식

이상의 예문에서 ‘宽/窄’는 모두 1차원적인 폭에 한 척도 의미를 나타내고 있

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宽’의 자형은 방과 관련되어 있어, 원래 2차원의 면적

에 한 척도였다. 현 중국어에서도 면적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본고는 ‘宽’이 공간의미를 나타내는 236개 용례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면

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는 5개에 불과했다. 즉 현 중국어에서 ‘宽/窄’는 2차원 

공간량 척도 의미로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1차원 부각의 의미가 좀 더 원형적이

다.91) 이 점은 ‘폭’과 ‘면적’을 모두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한국어에서 응되

는 공간척도사 ‘넓다/좁다’와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어 ‘넓다’가 이루는 척도명사

도 ‘너비’와 ‘넓이’ 두 개가 있으며 각각 1, 2차원 부각과 응한다. ‘宽’이 이루는 

척도명사로는 ‘宽度’ 하나뿐이고 그 의미는 ‘너비’와 응하며 1차원적이다. ‘넓이’

와 응하는 중국어 척도명사는 ‘面积’로 척도형용사로부터 출발한 단어가 아니다. 

현 중국어에서 2차원의 면적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宽/窄’보다 ‘大/小’를 더 선호

하며 따라서 한국어에서 ‘방이 넓다/ 운동장이 넓다’ 등 문장의 중국어 응 표현

으로는 “房间很大/操场很大｡” 등이 더 자연스럽다. 

3.6.2에서 ‘粗/细’도 2차원 바탕의 최소축 부각을 나타낸다고 논의한 바 있다. 결

합할 수 있는 2차원 바탕 공간물이 매우 제한적인 ‘粗/细’에 비해 ‘宽/窄’가 결합할 

수 있는 2차원 공간물은 훨씬 광범위하다. 척도문형도 다음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

럼 ‘宽’만 허용한다. 

(139) a. 那线宽只有2至3微米。
그 선은 너비가 2∼3㎜밖에 안 된다.

 b. *那线粗只有2至3微米。

91) 현 중국어에서 ‘宽/窄’는 단독적인 형용사로 면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형태

소로 쓰여 2음절 복합형용사를 이루어 2차원 공간량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보편적

이다. ‘宽敞, 宽阔, 宽广, 狭窄’ 등은 모두 그러한 형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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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확장의미

3.8.3.1 사물은유

추상명사 중 일부는 ‘宽/窄’와 결합할 수 있으며,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40) a. 知识面越宽越好。
지식의 폭은 넓을수록 좋다.

 b.她的戏路宽，肯下苦功夫钻研。
그녀는 연기의 폭이 넓으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몰두한다.

 c. 她思路宽，意识新，是一位独具匠心的艺术家。
그녀는 사고의 폭이 넓고 의식이 새로우며 독창성이 있는 예술가이다.

 d.电脑使我们的就业渠道拓宽了。
컴퓨터가 우리의 취업 경로를 넓혀주었다.

 e. 虽然她的音域不宽，但她能够扬长避短。
그녀는 음역이 넓지 않지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피할 줄 안다.

(141) a. 因为知识面窄，有些教员只能承担一门课的教学。
지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어떤 교원들은 한 과목만 담당할 수밖에 없다.

 b.贫困地区经济发展慢，就业渠道窄。
빈곤지역은 경제 발전이 느리고 취업 경로도 좁다.

(140)은 ‘宽’이 추상명사와 결합한 예이다. 지식의 폭⋅연기할 수 있는 범위⋅사

고하는 범위⋅취업 경로⋅음넓이가 넓음을 의미한다. (141)은 응하는 ‘窄’의 용례

이다. 예문에서 ‘宽/窄’와 결합되는 추상명사 ‘知识面’, ‘戏路’, ‘思路’, ‘渠道’, ‘音域’ 

등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형태로 볼 때 

이들 명사가 모두 ‘~面’, ‘~路’, ‘~道’, ‘~域’ 등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의미

로 볼 때 모두 영역⋅범위 따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영역이나 범위 같은 개념은 

비록 형태가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은유적으로 ‘면’이나 ‘길’, ‘띠’ 등 전형

적인 2차원 사물로 개념화하여 인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의 정도를 나타내고

자 할 때 2차원사물의 공간량를 측정하는 ‘宽/窄’가 자연스럽게 선택되었다. 이처럼 

‘宽/窄’는 ‘~面’, ‘~路’, ‘~道’ 등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범위⋅영역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의 정도에 한 척도 의미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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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宽/窄’는 형태적인 표지가 없이 범위를 의미하는 명사도 수식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142) a. 我国社会养老保险制度不够完善和健全，保险范围不够宽。
우리나라는 사회양로보험 제도가 제 로 갖춰져 있지 않고 보험 보장의 범

위가 넓지 않다.

 b.近年来两国关系正向着更高层次、更宽领域发展。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나라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더 넓은 영역으로 발

전하고 있다.

(143) a. 农业发展银行业务范围太窄。
农业发展银行의 업무 범위가 너무 좁다.

 b.洗涤用品应用领域窄。
세척용품의 사용 범위가 좁다.

(142-143)의 ‘范围’, ‘领域’는 비록 전형적인 2차원 사물을 나타내는 ‘~面’, ‘~路’, 

‘~道’ 등의 형태소가 없지만 2차원의 공간을 나타내던 단어이고 공간영역에서도 

‘宽/窄’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추상영역에 확장되어 추상적인 범위나 

영역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 ‘宽/窄’도 동시에 추상적인 범위나 영역을 측정하는 의

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현 중국어에서 2차원 사물의 전체 공간량에 한 척도는 ‘宽/窄’에서 ‘大/小’로 

전이함에 따라 일부 범위⋅영역을 나타내는 추상명사는 ‘大/小’와의 결합도 허용한

다. 또한 고 중국어에서 ‘宽/窄’보다 ‘广(廣)/狭(狹)’는 더 오래 사용되었으므로 이

들 추상명사는 ‘广(廣)/狭(狹)’와도 결합할 수 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144) a. 范围很大/广。
범위가 크다/넓다.

 b.覆盖面大/广。
영향범위가 크다/넓다.

3.8.3.2 그릇은유

2차원 공간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宽/窄’와 결합하면, 사물의 공간적인 특징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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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을 보자.

(145) a. 这条路很宽。
이 길은 매우 넓다.

 b.这条路很宽，并排能走七八个人。
이 길은 매우 넓어서 7, 8명이 나란히 걸어도 된다.

(145a)에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路’가 차지하는 공간량을 측정한 것

인지 제공하는 공간량을 나타내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45b)에서 ‘路’가 많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물(‘人’)을 용납할 수 있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

다. ‘宽’은 이러한 그릇이 얼마나 많이 용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우리는 마음과 같은 추상물도 생각을 담는 그릇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하여 ‘宽

/窄’가 마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을 보자.

(146) a. 俗话说，心宽体胖。
속담에 마음이 너그러우면 몸도 살이 찐다.

 b.应当眼界更广，胸怀更宽。
시야를 더 넓히고 마음이 더 너그러워야 한다.

 c. 你度量宽，容忍了他，已经够了。
당신은 도량이 넓어서 그를 용인하였으니 그것으로 이미 충분해.

 d.没想到，身子不高的仓木拉，胸怀却宽广得能装下喜马拉雅山。
키가 크지 않은 仓木拉의 마음이 히말라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을 것이

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146)에서 ‘宽/窄’가 ‘心’, ‘胸怀’, ‘度量’ 등 추상명사의 술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때 문장이 한 사람의 아량이나 회포가 넓어 많은 일을 용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心’, ‘胸怀’, ‘心胸’, ‘度量’ 등 추상적인 사물을 그릇으로 간주하여 ‘宽/窄’를 가

지고 이 그릇이 얼마나 많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 점은 (146d)

에서 더 잘 드러난다. (146d)는 ‘宽’으로 구성된 2음절 형용사인 ‘宽广’이 ‘胸怀’와 

결합한 예문이다. 마음이 히말라야를 ‘담아낼(装下)’ 수 있을 정도로 넓다고 말하고 

있는데, ‘装’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胸怀’를 그릇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회포가 넓다’의 의미로 단음절 형용사 ‘宽’보다, (146d)처럼 ‘宽广, 宽阔, 宽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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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2음절 형용사로 많이 쓰이고, ‘窄’ 역시 ‘狭窄’와 같은 2음절 형식으로 많이 

쓰인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宽’은 더 주관화되어 행동할 때의 너그러운 태도를 나

타내기도 한다. 다음을 보자.

(147) a. 宽容/宽宥/宽赦/宽待 

너그럽게 받아들이다/너그럽게 용서하다/관 하게 사면(赦免)하다/너그럽게 

우하다

 b.宽以待人

너그럽게 사람들을 하다

(147a)에서 ‘宽’이 부사어로 동사성 성분을 수식하고 행동의 태도를 나타낸다. 

(147b)에서 동사로 쓰여 문장의 술어가 된다. 술어의 용법은 고 중국어에서 일부 

보일 뿐,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 ‘窄’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으며 오로지 형용사 

용법으로만 쓴다.

지금까지 본 절은 ‘宽/窄’의 자형의미, 원형의미, 확장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절의 

고찰을 토 로 ‘宽/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다.

‘宽’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2차원 바탕 공간물의 제2축(비최 축, 비수직축)이 차지

하는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한다.

②  【공간영역/원형의미】  3차원 바탕 공간물의 비수직 차 축이 차지하는 공간량

이 기준을 초과한다.

③  【추상영역/그릇은유】 범위⋅영역이 넓다.

④  【주관영역/그릇은유⋅주관화】 도량이 넓다.

⑤  【주관영역/그릇은유⋅주관화】 너그러운 태도로 행동하다.

‘窄’의 의미:

①  【공간영역/원형의미】  2차원 바탕 공간물의 제2축(비최 축, 비수직축)이 차지

하는 공간량이 기준을 초과한다.

②  【공간영역/원형의미】  3차원 바탕 공간물의 비수직 차 축이 차지하는 공간량

이 기준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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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상영역/그릇은유】 범위⋅영역이 좁다.

④  【주관영역/그릇은유⋅주관화】 도량이 좁다.

본 장은 인지의미론의 방법을 가지고 중국어 공간척도사 8쌍의 자형의미, 원형의

미인 공간의미, 확장의미를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장의 연구 결과를 토 로 

중국어 공간척도사가 반영된 개념화 방식을 살피고, 유형학의 시각에서 이러한 개

념화 방식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것의 근거를 밝혀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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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척도와 개념화 방식

제3장에서는 개별적인 시각에서 각 공간척도사의 자형의미, 공간의미와 확장의미

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들 공간척도사가 이루고 있는 의

미 체계와 개념화 방식에 해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4.1. 공간척도에 대한 개념화

본 절에서는 중국어에서 공간척도라는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는

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통시적으로 공간척도사의 어원, 즉 자형의미를 통

해서 문자가 형성되던 시 에 사람들이 공간척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문자화하였는

지를 살펴본다.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어원과 한국어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두 

언어 사용자가 공간척도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

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공시적인 각도에서 현 중국어에서 공간척도사 공간의미의 

의미구조와 사용에 한 고찰을 통해서, 공간척도의 개념화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이에 본 절은 통시적인 고찰과 공시적인 고찰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4.1.1. 통시  고찰

공간척도사 중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는 ‘大, 小, 长, 高, 厚’였고, 그 

중 ‘大, 小’는 공간의미와 여러 확장의미를 지녔다. ‘高’는 ‘高祖’ 등에 쓰여 區別의 

역할을 했었고, ‘长, 厚’는 고유명사에만 사용되었다. 

春秋戰國시 에 부분의 공간척도사가 출현하였고, 무표항의 경우 척도문형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몇몇 의미는 현 중국어와 다른 단어, 예를 들면 ‘低’ 신 ‘下’

를, ‘宽/窄’ 신 ‘广(廣)/狭(狹)’를 사용하였으나 ‘부피’, ‘면적’, ‘높이’, ‘길이’, ‘너

비’, ‘깊이’, ‘두께’, ‘굵기’, ‘거리’ 등의 모든 공간척도 개념은 독립적인 립어 쌍

이 담당하는 모습이 되었다. 이처럼 공간척도사의 낱말밭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체

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공간척도 개념이 매우 기본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공간척도 어휘 체계는 戰國시기부터 六朝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가 唐代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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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많이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볼 때 ‘低’의 공간척도 의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

었고, ‘矮’도 출현하였다. 이 외에 ‘粗/细’의 립 관계는 이 시기에 완전히 확립되

었으며 ‘宽/窄’의 사용도 폭 증가하였다. 즉 唐代에 중국어의 공간척도 어휘 체계

는 이미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거의 현 중국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립어 쌍 중에 무표항의 造字时期와 사용 확정시기는 유표항

보다 이르거나 적어도 같다. 이를 통해 우리는 립어 쌍에서 무표항의 원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척도사 가운데 ‘大/小’가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하여 의미 확장 및 문법화도 

공간척도사에서 가장 활발하다. 현 중국어에서도 ‘大/小’가 모든 형용사 중 가장 

높은 사용 빈도수를 보이는 만큼 중요한 립어 쌍이다. 또한 아동의 언어 습득 면

에서 다른 공간척도사에 비해 ‘大/小’는 가장 먼저 습득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공간

의 척도라는 개념 가운데 ‘大/小’가 맡는 기능인 전체량의 측정이 가장 단순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어 공간척도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

다.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451-452)에 의하면 영어 공간척도사1) 중 

1) 영어 공간척도사 전반에 한 연구로는 Lyons(1977)와 Clark & Clark(1977)가 표적이다. 

Lyons(1977:701-702)에서 언급한 영어 공간척도사는 ‘long/short’, ‘far/near’, ‘high/low’, 

‘deep/shallow’, ‘wide/narrow’, ‘thick/thin’, ‘big/little’, ‘large/small’ 등 8쌍 16개가 있다. Clark 

& Clark(1977)에서는 ‘big/small’, ‘tall/short’, ‘long/short’, ‘high/low’, ‘thick/thin’, 

‘wide/narrow’, ‘deep/shallow’ 등 7쌍 13개 단어를 언급하였다. 두 가지 주장의 교집합을 

취하면 ‘long/short’, ‘far/near’, ‘high/low’, ‘deep/shallow’, ‘wide/narrow’, ‘thick/thin’, 

‘big/little’, ‘large/small’, ‘tall/short’와 같은 9쌍 17개 단어를 얻을 수 있다. 또 영어 공간척

도사로 간주할 여지가 있는 단어는 ‘great’이다. 지금까지 영어 공간척도사에 한 연구에서 

‘great’를 포함시킨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영어 어원 사전(http://www.etymonline. 

com/index.php, 2014. 5. 2 기준)에 의하면 ‘great’는 ‘big in size’의 의미로 유럽 여러 언어

의 공간척도사와 동원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 영어사전의 견해도 엇갈려 있다. 온라인 

Oxford 사전에서 ‘great’에 한 첫 의미 항목은 ‘very large; much bigger than average in 

size or quantity’로 공간척도 의미를 언급하였다. 온라인 Longman 사전에서는 ‘very large 

in amount or degree’를 첫 의미 항목으로 삼았으며 예문에도 공간척도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전에서 또한 ‘great’는 문학 작품 외에 공간척도 의미를 나

타내는 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great’는 어원적으로 볼 때 공간의

미로부터 출발하였으나 현 영어에서는 확장의미로나 擬古의 문어에 주로 쓰이며 중국

어의 ‘广(廣)/狭(狹)’와 같은 상황이다. 본고는 공시적 입장에서 공간척도사를 정하였기 

때문에 ‘great’는 공간척도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본고는 Lyons(1977)와 

Clark & Clark(1977)의 견해를 종합하여 영어 공간척도사의 범위를 ‘long/short’, ‘far/near’, 

‘high(tall)/low’, ‘deep/shallow’, ‘wide/narrow’, ‘thick/thin’, ‘big/little’, ‘large/small’ 8쌍 17개로 

확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만 ‘great’와 관련된 예문과 통계 결과를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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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가장 먼저 ‘big-small’을 습득하는데,2) 이는 ‘big-small’이 가장 덜 복잡한 

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범언어적으로 전체량 부각의 개념은 공간척도 

개념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다. 

공간척도사의 자형은 다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해당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물을 상형한 象形字나 관련된 會意字이

다. 그 예로는 성인을 상형한 ‘大’, 먼지를 상형한 ‘小’, 높은 건물을 상형한 ‘高’, 

긴 머리를 상형한 ‘长’, 화살과 용기로 구성된 ‘短’, 산과 성벽으로 구성된 ‘厚’ 등

이 있다.

둘째, 해당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물이나 공간적 이동을 義符로 삼는 形声

字이다. 예를 들면 ‘矮’는 화살을 나타내는 矢를, ‘宽’은 방을 나타내는 宀을, ‘窄’는 

동굴을 나타내는 穴을, ‘细’는 실을 나타내는 糸를, ‘深/浅’은 물을 나타내는 水를, 

‘远/近’은 걷는 행위를 나타내는 辵을 각각 義符로 삼고 있다. 

이상 두 부류의 공간척도사는 모두 그 자형의미가 바로 공간척도의 의미를 취하

고 있다. 즉 부분의 공간척도사는 애초에 공간척도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

졌고, 문자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공간사물이나 공간이동의 개념을 빌었다.

셋째, 기타 의미로 출발하였다가 공간척도 의미를 가지게 된 자이다. ‘고개를 

숙이다’가 자형의미인 ‘低’, ‘숲’이 자형의미인 ‘薄’, ‘매조미쌀’이 자형의미인 ‘粗’ 

등이 그러하다. 이들 단어의 자형의미는 공간척도의 의미가 아니지만 모두 공간물

과 이동 동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상 두 부류와 같다. 즉 공간척도 개념을 나타

내는 자들은 造字할 때 다른 영역의 개념을 빌리지 않고 모두 공간영역 내의 개

념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는 우리의 인지 세계에서 공간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어 공간척도사의 어원에 해서 《국어어원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

2)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451-452)에서 제시한 공간척도사에 한 습득 순

서는 다음과 같다. 

big-small ⟶ tall-short, long-short ⟶ high-low ⟶ thick-thin ⟶ wide-narrow, deep-shallow

胡德明(2003)에 의하면 중국 아동이 공간척도사를 습득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大小类 ⟶ 高矮类 ⟶ 长短类 ⟶ 粗细类/深浅类 ⟶ 厚薄类

즉 중국어나 영어의 습득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큰 맥락

에서 일치한다.

a. 전체 부각 ⟶ 1차원 부각 ⟶ 비전체 2차원 부각

b. 수직 상향축 부각 ⟶ 수직하향축 부각

c. 최 축 부각 ⟶ 차 축/최소축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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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크다: ‘크’는 명사로서 귿> >그>크로 변했다.3) 

높다: 어근은 ‘높’이고 ‘놉’이 고형이고, 산의 뜻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낮다: 어근 ‘낮’은 ‘낟’으로 소급되며, 땅의 뜻일 것이다.

길다: 어근 ‘길’은 명사로서 河川의 뜻을 지닐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길(路)과 

동원어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어 nagai(長)는 nagareru(流)와 어근 

nag이 일치하고 있다. 터키어 dere(河)와 derin(長)의 어근이 일치하고 있다.

가깝다: ‘갓갑다’에서 왔고 ‘갓갑다’의 어근 ‘갓’은 고 어에서 눈의 뜻을 지니는 

말과 동원어일 것이다. 

멀다: 어근 ‘멀’은 명사로서 눈의 뜻을 지닌다. 멀고 가깝고는 시각적으로 판단하

는 행위다.

깊다: ‘깊’은 ‘깁’으로 소급되며 긷>길>긻>깁의 변화일 것이다. ‘길’은 물의 뜻을 

지닌다. 

얕다: 어근 ‘얕’은 ‘냩, 낟’으로 소급된다. ‘낟’은 날(川)의 祖語形이 된다. 즉 깊

다, 얕다의 표준의 주체는 물이라 하겠다.

굵다: 어간 ‘굵’은 ‘굴(굳)’으로 소급된다.

가늘다: 어간 ‘가늘’은 다시 ‘가’와 ‘늘’로 나눌 수 있으며, 실의 뜻을 지니는 말

에서 왔다고 본다. 

넓다: ‘널다’에서 변했다. 고어에 너르다가 있다. 너르다의 어근 ‘널’은 명사였을 

것이고 땅의 뜻을 지닌 가능성이 있다.

위의 설명을 근거로 중⋅한 공간척도사의 어원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

난다.

3) 《국어어원사전》에서 ‘크다’의 어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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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어와 한국어 공간척도사 어원 비교표

중국어 한국어
大 성인 크다 ?4)

小 먼지 작다 /

高 높은 건물 높다 산?

低 머리를 숙이는 행위
낮다 산?

矮 화살
長 머리카락 길다 하천?/길(路)?5)

短 화살과 용기 짧다 /

远 걷는 행위 멀다 눈
近 걷는 행위 가깝다 눈?

深 물 깊다 물
浅 물 냩다 물
粗 매조미쌀 굵다 /

细 실 가늘다 실
厚 산과 성벽 두껍다 /

薄 숲 얇다 /

宽 방 넓다 땅?

窄 동굴 좁다 /

<표 4-1>을 통해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공간척도사가 모두 공간사물이나 이동 

동작의 개념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동작과 

연결되는지는 차이가 크다. 

4.1.2. 공시  고찰

공간영역에서 척도 의미가 공간척도사의 가장 원형적인 의미이다. 중국어에서는 

이 여덟 쌍의 공간척도사를 가지고 모든 공간물의 공간량을 측정한다. 이 공간물이 

어떤 모양을 갖추든지 어떤 방향으로 놓여있든지 그리고 측정해야 하는 면이나 축

이 어떻든지 간에 모두 측정할 수 있다.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어 공간척도사

가 이루는 공간척도 의미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표 4-1>에서 ‘/’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국어어원사전》에서 수록되지 않는 단어이고, 

‘?’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일 수 있다/가능성이 있다’는 어투로 그 어원에 해 명확

한 결론이 없는 단어이다.

5) 《국어어원사전》에 의하면 일본어와 터키어의 ‘길다’가 하천을 나타내는 명사와 어근이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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长/短

宽/窄

厚/薄

深/浅

高/矮

大/小

长/短

长/短

粗/细

大/小.粗/细

高/低

深/浅

远/近

宽/窄, 粗/细

최 축

차 축

최소축

-방향성

하향

상향
+방향성

최 축 부각

1차원부각

2차원부각

1차원부각

2차원부각

1차원부각

상향

하향

3차원부각

1차원바탕

2차원바탕

3차원바탕

+방향성

-방향성
거리

고유
최 축 부각
최소축 부

각

大/小, 粗/细

<그림 4-1> 국어 공간척도사 공간의미 체계

공간척도사의 사용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 사물의 고유성 혹은 거리

한 사물의 고유한 공간량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두 사물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가

는 공간척도사를 선택할 때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이다. 만약에 두 사물의 거리

에 한 측정이 필요하다면 ‘远/近’, ‘高/低’, ‘深/浅’ 세 쌍만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远/近’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참조점도 임의 사물이나 장소가 될 수 있다. 반면 

‘高/低’와 ‘深/浅’은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참조면이 지표면이나 

수면인 경우가 부분이다. 먼저 ‘거리’가 확정된 다음에 방향성을 고려한다. ‘거리’

의 속성은 ‘방향성’보다 우선적이다. 또한 ‘거리’를 나타내는 공간척도사는 차원성

을 규명할 필요가 없다. 상 사물의 위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상 사물을 무조건 

점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두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고유/거리’ → 
‘방향성’ 두 요소를 순서 로 고려해 공간척도사 ‘远/近’, ‘高/低’, ‘深/浅’을 선정한다.



150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연구

2) 차원성

묘사 상이 두 사물이 아니라 한 사물일 경우, 고유한 공간량을 측정할 경우 공

간척도사의 사용은 다시 바탕이 되는 사물과 윤곽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몇 차원인

지의 차원성을 고려하게 된다. 

바탕 사물이 1차원적인 경우, 윤곽으로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한 축이 되

며 이 축의 공간량을 측정하는 공간척도사는 ‘长/短’ 한 쌍뿐이다. 따라서 이때 ‘고

유성/거리’ → ‘바탕 사물의 차원성’ 두 요소를 순서 로 고려하면 ‘长/短’의 사용을 

정할 수 있다.

바탕이 2차원의 사물이면, 다시 2차원 부각과 1차원 부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2

차원 전체부각은 통시적으로 ‘广(廣)/狭(狹)’, ‘大/小’⟶ ‘宽/窄’, ‘大/小’ ⟶ ‘大/小’의 

순서로 변천되어 왔고, 지금은 ‘大/小’가 가장 전형적이다. 1차원 부각일 경우 다시 

축간 비율의 요소에 근거하여 ‘长/短’, ‘宽/窄’, ‘粗/细’를 선택한다.

통사적으로 볼 때 최 축 부각의 ‘长/短’은 최소축 부각의 ‘宽/窄’나 ‘粗/细’와 같

은 2차원 공간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논항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a. 河面变成了一条又长又宽的水晶大道。
강의 수면이 길고 넓은 수정 로(水晶大道)로 변했다.

b. 他在一张纸上画了几条又浓又粗的长线。
그는 종이에 진하고 굵은 긴 선 몇 가닥을 그렸다.

(1a)에서 2차원 바탕의 최 축을 측정하는 ‘长’과 최소축을 측정하는 ‘宽’이 같은 

2차원의 ‘水晶大道’를 동시에 수식하고 있다. 이 예문에서 2차원 바탕의 전체량을 

측정하는 ‘大’도 같이 나와 있다. (1b)는 ‘长’과 최소축을 측정하는 ‘粗’를 함께 사

용된 예이다. 반면 ‘宽/窄’와 ‘粗/细’는 모두 2차원의 사물을 묘사할 수 있으나 모두 

최소축을 윤곽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될 수 없다. 즉 같은 명사를 논항으

로 삼으려면 바탕은 같아야 하며 또한 윤곽은 상보적이어야 한다.

3차원의 사물은 하나의 점에서 3가지 방향으로 퍼져서 형성되는 공간사물이기 

때문에 3차원 사물의 공간량에 한 측정은 1, 2차원보다 훨씬 복잡하다. 공간척도

사 여덟 쌍 중 거리만 나타낼 수 있는 ‘远/近’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쌍은 모두 

3차원의 공간물을 바탕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바탕이 3차원의 사물일 경우, 이 

일곱 쌍에 한 선택은 ‘고유성과 거리’, ‘바탕 사물의 차원성’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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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탕 사물의 모양

3차원 사물일 경우의 특정한 모양을 가지는 사물은 특정한 공간척도사를 요구하

는 경우가 있다. 예컨  구형 사물은 강제적으로 ‘大/小’를 요구하며, 다른 공간척

도사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또한 입자 모양의 사물의 공간량을 측정하려고 할 때 

‘粗/细’만 사용할 수 있다. 막 기의 단면도 오로지 ‘粗/细’로 나타낼 수 있으며 납

작하고 평평한 사물의 최소축의 공간량은 무조건 ‘厚/薄’로 나타낸다. 막 기 모양

의 사물의 단면과 납작한 사물의 최소축도 모두 방향성보다 우선적이다. 

즉 긴 모양의 막 기가 눕혀져 있을 때 비록 수직 방향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高/低’를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粗/细’를 가지고 측정한다. 납작한 사물도 위⋅아

래 방향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지만 ‘厚/薄’는 ‘高/低’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우리는 눕혀져 있는 벽돌을 보고 ‘高/低’보다 ‘厚/薄’로 그 위⋅아래 사이의 길이를 

측정한다. 최소축과 다른 축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厚/薄’의 우세가 더 강하고 차

이가 줄어들수록 ‘厚/薄’와 ‘高/低’의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2) a. 一本厚厚/薄薄的书 

두꺼운/얇은 책 한 권

b. *一本高高/低低/矮矮的书

c. 在我的案头上，摆着厚厚的一摞书。
내 책상 위에 두꺼운 책 한 무더기가 놓여있다.

d. 桌子上摆放着笔墨纸砚以及两摞高高的书。
책상 위에 문방사우(文房四友)가 놓여 있고, 책 두 무더기가 높이 쌓여 있다.

책이 한 권일 경우 두께가 다른 축보다 훨씬 길이가 짧기 때문에 (2a)처럼 ‘厚/

薄’를 사용해야 되며 ‘高/低(矮)’를 사용하는 (2b)는 비문이 된다. 그러나 책이 여러 

권이 쌓이게 되면 축 간의 길이 차이가 많이 축소됨에 따라 (2c)처럼 ‘厚’를 사용해

도 되고 (2d)와 같이 ‘高’도 어느 정도 허용하게 된다. ‘低(矮)’는 여전히 선택되지 

않는다. 이는 ‘低(矮)’는 해당 축의 길이가 짧은 것을 의미하는데 길이가 짧게 되면 

다른 축과의 차이가 벌어지므로 전형적인 ‘薄’의 표현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다음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薄’만 사용할 수 있다.

(3) a. *桌子上摆放着笔墨纸砚以及两摞低低/矮矮的书。
b. 苍老的父母一遍一遍数着薄薄的一摞纸币，摇头，叹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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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부모가 얇은 지폐 뭉치를 한 번 또 한 번 세고서 고개를 저으며 탄식

한다.

즉 중국어에서 특정한 모양, 주로 구형⋅입자⋅막 기 모양⋅납작한 모양은 특정

한 공간척도사를 요구하며, 이 요소는 공간척도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방향성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우리의 인지 속에서 모든 모양이 다 동등한 것이 아

니라 일부 특정한 모양에 한 인지가 특별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인지 

방식은 양사의 사용에서도 그 흔적을 포착할 수 있다.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496-498)에 의하면 양사6)가 있는 언어에 양사들이 주로 모양을 기준으

로 분류를 하며, 가장 흔히 쓰이는 모양은 바로 ‘둥근(round)’, ‘긴(long)’, ‘납작한

(flat)’ 등의 모양이다. 중국어는 전형적인 양사 언어인데 둥근 모양에 의한 ‘颗, 粒’, 

긴 막 기 모양에 의한 ‘根, 条’, 납작한 모양에 의한 ‘块, 张, 片, 沓’ 등의 양사가 

있다. 둥근 모양의 ‘一颗大珍珠/一粒小石子’, ‘一粒细沙’, 긴 막 기 모양의 ‘一根粗

绳/一条细线’, 납작한 모양의 ‘一块厚木板/一张薄纸’ 등의 표현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이 이러한 양사가 해당 모양이 요구되는 공간척도사와 응적인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496)에서 양사를 위해 선택하는 모양

들은 인간의 지각능력과 관련이 있고, 이 모양들은 다른 모양보다 지각 상 더 단순

하고 더 좋은 모양(good Gestalts)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본고의 논의는 중국어 공

간척도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정 모양을 특별하게 인지한다는 것을 증

명하고 있다. 

4) 방향성과 축간 비율

Bierwisch(1967)에서는 영어에 있어서 몇몇 차원은 다른 차원을 ‘지배’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높이와 길이는 너비를 지배하며 너비는 두께를 지배한다. 

세워져 있는 나무토막의 경우 수직축은 높이가 되며, 나머지 두 차원 중에서 보다 

큰 것이 너비이고 마지막 남은 것은 두께에 해당한다. 또한 임의로 향해 있는 나무

토막의 경우에 최 축은 길이, 그 다음 축은 너비, 마지막 축은 두께이다.7)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 다음을 보자.

6)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에서 분류사(classifi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학계의 용어인 양사를 따르기로 한다.

7)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5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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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这艘游轮长345米，高72米，宽41米。
이 유람선은 길이가 345m, 높이가 72m, 너비가 30m이다.

b. 他将自己装入一个长107厘米、宽91厘米、高15厘米的木箱中。
그는 길이가 107㎝, 너비가 91㎝, 높이가 15㎝가 되는 나무 상자 속에 들어

갔다.

(4a-b)는 모두 어떤 3차원의 공간물의 세 축을 측정하기 위해 ‘长’, ‘宽’, ‘高’ 세 

개의 공간척도사를 사용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볼 때 (4a)의 높이가 두 번째로 긴 

축이고, (4b)의 높이는 가장 짧은 축이다. 즉 우리는 수직 상향성이 있는 사물을 측

정할 때 축간의 비율을 고려하기 이전에 먼저 수직 상향축을 확정한다. 그런 다음

에 나머지 두 축 중 긴 축은 ‘长’, 짧은 축은 ‘宽’으로 부여 받는다. 

수직 하향성이 있는 사물도 이와 같다.

(5) a. 整个墓葬长11.2米，宽9.4米，深9.5米。
전체 고분의 길이는 11.2m, 너비는 9.4m, 깊이는 9.5m이다.

b. 场地是一个4米深、8米宽、25米长的大水池。
장소는 수심이 4m, 너비가 8m, 길이가 25m가 되는 큰 연못이다.

(5a-b)의 측정 상은 각각 ‘墓葬’과 ‘水池’로 모두 수직 하향성이 있는 3차원 공

간물이며, 세 개의 축은 각각 ‘长’, ‘宽’, ‘深’을 가지고 측정하고 있다. (5a)에서 ‘深’

은 두 번째로 긴 축을 측정하고 있고, (5b)에서는 최소축을 측정하고 있다. 즉 수직 

하향축도 축간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확정하며 ‘深’으로 측정한다. 

종합해서 보면 모양이 특별하지 않는 3차원의 사물을 바탕으로 삼을 때, 방향성

이 있는 축을 우선적으로 정하며, 방향성에 의해 ‘高/低’나 ‘深/浅’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나머지 두 축 간의 비율에 의해서 ‘长/短’과 ‘宽/窄’를 결정한다. 

Clark & Clark(1977)에서 Piaget의 화를 통한 실험을 소개하였는데, 어린이에게 

두 비커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라고 하였다. 이것을 판

단함에 있어서 어린이는 비커의 폭은 무시한 채 물의 높이에 주의를 기울인다.8) 

이 실험은 어린이의 지각에 폭보다 높이나 깊이가 더 현저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수직차원은 수평 차원보다 더 현저하다. 중국어 공간척도사가 선택됨에 

있어서 방향성과 축간 비율에 관한 우선순위는 이러한 인지능력에 의한 것임을 알 

8) Clark & Clark(1977, 이기동 편저, 1983: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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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공간척도사의 선택은 고유/거리, 차원성, 모양, 

방향성, 축간 비율 등 다섯 가지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요소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거리/고유 > 차원성 > 모양 > 방향성 > 축간 비율 

중국어 공간척도사는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변별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므로, 매우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의미 체계를 이루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어에서 공간척도를 어떻게 개념화하여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통시적으로 볼 때 공간척도의 원초적인 개념화는 공간사물⋅공간이

동과 긴 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공시적으로 볼 때 중국어에서 공간척도에 한 개

념화는 고유/거리, 바탕 사물과 윤곽으로 부각한 부분의 차원성, 바탕 사물의 모양, 

부각되는 축의 방향성, 축간 비율 등 여러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4.2. 공간척도를 통한 개념화

제3장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사물은유, 그릇은유, 구조적 은유, 지

향적 은유, 주관화 등 여러 인지 기제에 의해서 시간⋅감각⋅사건⋅추상 개념 등 

많은 비공간적 범주를 공간척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표현한다. 본 절에서는 중국어

에서 공간척도를 통한 비공간 범주에 한 개념화 양상을 제3장의 분석을 토 로 

정리하고,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4.2.1. 감각의 개념화

감각은 오감으로 쉽게 감지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신체 경험에 속한다. 따라

서 감각을 나타내는 어휘도 매우 기본적이다. 예컨  미각을 나타내는 ‘酸, 甜, 咸’, 

후각을 나타내는 ‘香, 臭’, 시각에서 색채를 나타내는 ‘红, 黄’ 등은 모두 본 영역으

로부터 출발한 단어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들 단어를 가지고 더 추상적인 

영역의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감각의 개

념도 다른 감각 개념을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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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부드러운 목소리 (촉각-->청각)

b. 부드러운 맛 (촉각-->미각)

(7) a. 冷色调 (촉각-->시각)

차가운 색

b. 他的嗓音很亮。 (시각-->청각)

그의 목소리가 매우 밝아요.

(6a)에서 ‘부드럽다’는 원래 촉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여기에서 청각영역에 전

이해서 사용되어 ‘목소리’를 수식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6b)의 ‘부드러운 맛’

은 촉각영역에서 미각영역으로 확장하는 예이다. (7a)는 중국어의 예문으로 촉각영

역의 어휘인 ‘冷’을 가지고 시각영역 중의 색채를 나타내며, (7b)는 시각의 개념을 

나타내는 ‘亮’을 청각영역에 전이하여 목소리를 수식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한 감각영역에서 다른 감각영역으로 어휘소(lexeme)의 전이 현상에 해 

Williams(1976)에서는 ‘공감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9) 감각영역의 유형에 해 

표적인 견해는 6분법인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공간’ 여섯 가지로 나

누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감으로 알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에서 ‘공간’을 

더한 것이다.10)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본고의 연구 상인 공간척도사들

이 나타내는 공간척도이다. 공간량의 척도는 시각과 촉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감각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나, 어느 특정한 감각 기관으로만 확인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오감의 하위영역으로 되지 못하고 단독적인 부류로 설정하는 견해가 일

반적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개별 공간척도사의 의미 중 공감각적 전이 현상과 관련된 부

분을 모아 감각영역 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다.11) 

9) 김중현(2001) 참조.

10) 공감각을 논할 때 ‘공간’ 신, ‘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더 많다. ‘차원’

을 사용하는 연구는 WIlliam(1976), 國廣哲彌(1989), 김중현(2001) 등이 있으며, ‘공간’을 

사용하는 연구로는 김혜원(2006)을 들 수 있다. 본고는 ‘공간척도사’라는 용어와 일치시

키기 위해 ‘공간’을 사용하기로 한다.

11) 중국어 공감각 현상에 해 김혜원(2006)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전이 양상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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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어 공간척도사의 공감각 이

공급자 수령자
관련 

공간척도사
의미 결합어

공간

미각 大 맛이 강함 味, 酒味

후각 大 냄새가 강함 味, 气味, 臭味

시각
大 색깔이 진함12) 红, 绿

深/浅 색깔이 진함/옅음 色, 颜色, 红, 蓝 등

청각

大/小 소리가 큼/작음 声音, 声, 喊, 叫 등

高/低 소리가 높음/낮음 声, 音, 喊, 叫, 呼 등

粗/细
소리가 거칠다/가늘고 약

하다
声音

WIlliam(1976), 김중현(2001), 김찬화(2005), 이현민(2010)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공감

각 은유 현상이 각 언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다음은 한국어⋅영어⋅일본어⋅프

랑스어의 공감각 전이 양상 중 공간척도와 관련된 부분만 추출하여 중국어와 조

한 표이다.13)

김혜원(2006) 중 ‘공간’과 관련된 유형과 용례는 다음과 같다.

a. 酒味厚/酒味薄/薄酒/味道浓/浓酒 (공간-->미각)

b. 浓烈的气味/气味浓/浓香/浓郁的香味/淡淡的香味 (공간-->후각)

c. 大声/小声/高声/低声 (공간-->청각)

d. 深色/浅色/大红 (공간-->시각)

김혜원(2006)은 ‘浓/淡’도 공간 감각에 속하는 개념으로 보고 ‘浓酒’나 ‘淡淡的香味’, ‘浓

郁的香味’ 등도 차원에서 미각, 청각으로 전이하는 용례로 보았다. 그러나 ‘浓’의 원래 

의미는 ‘이슬이 많다’이고 공간척도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다. 또한 김혜원(2006)

에서 ‘烟味很大’ 등과 같은 경우에 한 언급이 없었다. 

12) ‘大’는 색채어 ‘红’, ‘绿’와 결합하여 색깔이 진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생산

성이 매우 약해 ‘红’, ‘绿‘’외에 다른 색채어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3.1에서 ‘大/小’의 의

미 확장을 고찰하는 부분에서 독립적인 의미 항목으로 설정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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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언어별 공간척도사 공감각 이 비교표

공급자 수령자 중국어 한국어14) 영어15) 일본어 프랑스어

공간

청각 √ √ √ √ √
시각 √ √ √ √ √
미각 √ √ √
후각 √
촉각 △16)

촉각 공간 √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에서만 촉각영역의 어휘를 가지고 공간의

미를 나타내는 언어 현상이 있고, 나머지 4개국 언어에서 공간영역은 모두 공급자 

역할만 한다. 다시 말해 공간영역의 어휘를 가지고 다른 감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개념화 방식이 훨씬 더 일반적이다. 이는 공간영역이 감각영역에서도 매우 기본적

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5개국 언어의 전이 양상을 비교해 보면 중국어의 공간척도

사는 가장 많은 기타 감각영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어가 여러 

가지 감각을 표현할 때 다른 언어보다 더 공간척도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13) 영어 연구는 WIlliam(1976), 일본어는 國廣哲彌(1989), 한국어는 김중현(2001)과 김찬화

(2005), 프랑스어는 이현민(2010)을 각각 참조하였다. WIlliam(1976)에서는 구체적인 예문

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예문은 온라인 옥스퍼드 사전을 참조하였다. 国

廣哲彌(1989)는 김중현(2001)에서 인용된 부분을 참조하였다.

14) 한국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김찬화(2005) 참조.

공간⟶청각: 큰(작은) 소리로 말하세요./목소리가 높다(낮다)./목소리가 굵다(가늘다).

공간⟶시각: 얕은 색깔 

공간⟶미각: 깊은 맛

15) Online Oxford Dictionary에서 검출된 영어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공간⟶청각: She has a high voice./His voice was thick with emotion.

공간⟶시각: deep red 

공간⟶미각: The sauce was thin and tasteless.

16) 중국어 공간척도사 ‘粗/细’는 ‘皮肤也细得像处女一样(피부도 처녀처럼 부드럽고 매끄럽

다)’, ‘皮肤又粗又黑(피부가 거칠고 검다)’ 등의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부 결이 

거칠다/곱다’의 의미로 촉각영역에 사용된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이 의미도 ‘粗’의 자형

의미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간영역에서 촉각영역으로의 공감각전이

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도 영역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표 4-3>에

서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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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시간의 개념화 

시간은 상 적으로 감지하기 쉽지 않고, 파악과 측정은 또한 공간 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류 역사상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 중 가

장 먼저 이용한 것은 해시계인데 그림자의 길이와 위치를 통해서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즉 공간량과 공간위치의 측정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우리는 

시간 개념을 공간 개념에 의해 인지하고 이해하는 흔적을 언어의 곳곳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시간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日, 月’, 한국어의 ‘해, 달’도 모

두 공간물인 해와 달에서 출발하였다. 시간량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언어에서 

공간량을 측정하는 공간척도사를 선택하였다. 다음을 보자.

(8) a. [중국어] 长假 

b. [한국어] 긴 휴가 

c. [영어] long holiday

(9) a. [중국어] 花了很长时间才把一切都准备好。
b. [한국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데 한참 걸렸다.

c. [영어] It took a long time to get everything ready.

(10) a. [중국어] 我很长时间没去那儿了。
b. [한국어] 나는 거기 안 간 지 오래되었다.

c. [영어] I haven't been there for a long while.

(8a-c)는 각각 중국어⋅한국어⋅영어에서 ‘长⋅long⋅길다’가 ‘휴가’의 의미를 지

니는 명사와 결합하여, 어떤 시간 개념이 내포된 시간량을 측정하는 예문이다. 즉 

세 언어에서 시간량은 모두 공간척도사, 그 중에서도 1차원의 공간물의 공간량을 

측정하는 척도사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을 1차원의 공간물로 간주하

는 개념화 방식이 범언어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9)는 세 언어에서 동작의 지

속시간을 측정하는 예문이며, (10)은 상태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문장이다. 예문에

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와 영어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시간을 나타낼 때도 

모두 1차원 공간량 척도사를 사용한다. 즉 시간량에 한 모호 척도17)는 거의 공간

척도사가 담당하고 있다. 중⋅영과 달리 한국어는 (9b, 10b)가 보여주듯이 동작이나 

17) 모호 척도라 함은 형용사로 양에 해 모호하게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량구를 가

지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확 척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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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지속시간을 측정할 경우에 시간 개념어인 ‘한참, 오래’를 사용한다. 

또한 중국어는 시간을 3차원 공간물로 개념화하여 3차원 공간물의 전체 공간량 

척도사 ‘大/小’와 결합할 수도 있다. 한국어와 영어에는 같은 개념화 방식이 존재하

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1) a. [중국어] 不大的工夫，舅舅家的院子里就站满了人。
얼마 있지 않아 삼촌네 마당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b. [한국어] ∅
c. [영어] ∅18)

(12) a. [중국어] 他在这里呆了一小会儿，就走了。
그는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갔다.

b. [한국어] ∅
c. [영어] Let's spend a little time with your grandmother here.

우리 여기서 할머니랑 잠깐 있자.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 시간량의 많고 적음을 3차원 공간량 척도사

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 영어에서는 시간량의 적음만이 유표항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한국어에서는 3차원 공간량을 가지고 시간량을 개념화하는 방식이 존재하

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간량의 개념화에 있어서 중국어와 영어는 한국어보

다 더 공간척도 개념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4.2.3. 추상물의 개념화

추상 개념은 공간과 시간을 모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물보다 관찰⋅인지

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추상 개념을 공간 개념을 통해서 파악한다. 공간척도

사가 공간량에 한 척도를 나타내는 어휘로서, 이러한 개념화 방식을 반영하기 마

련이다. 이 절에서는 공간척도사가 반영된 공간척도를 통한 추상물의 개념화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중국어 공간척도사에 반영된 추상적 범

18) 영어에서는 ‘big-time’라는 표현은 ‘일류의’라는 뜻으로, 시간량 척도 의미를 나타내지 않

는다. 또한 ‘for a great while’은 ‘긴 시간’의 의미로 시간량 척도에 속한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great’는 현  영어의 공간척도사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

로 본고는 영어의 3차원 공간량 척도사 중 무표항이 시간량을 척도하는 의미를 나타내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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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개념화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추상물은 공간물이다. 

즉 우리는 추상물을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물로 인지하는 것이다. 둘째, 추상물은 

그릇이다. 이는 우리가 추상 개념을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지하는 방

식이다. 셋째, 추상물은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란 일반적으로 위-아래 방향성, 앞-

뒤 방향성, 좌-우 방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간척도사에서 위-아래 방향성만 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는 위-아래 수직 방향성과 관련된 개념화 방식만 다루기로 

한다. 넷째, 추상적 거리는 공간 거리이다. 중국어 공간척도사가 추상적 범주를 개

념화할 때 이 네 가지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화 방식 중 어떤 것이 중

국어의 특수한 방식이고 어떤 것이 보편적인 방식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어 공간

척도사를 기준으로 한국어⋅영어와 조 분석하겠다. 공간척도사의 무표항에 비하

면 유표항이 추상명사와 결합하는 능력이 결합 가능한 명사 수나 사용 빈도수 면

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공간척도사의 무표항과 유표항 사이의 비 칭성은 본고의 

연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절에는 무표항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1> 추상물은 공간물이다.

① 감정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이다.

(13) a. [중국어] 祖国是他生长的地方，有着很深的感情。
조국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매우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b. [한국어] 늦게 본 첫 자식에 한 정이 깊은 거라 생각했다.

c. [영어] The letters show her deep affection for him.

이 편지들은 그에 한 그녀의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

(14) a. [중국어] 我们认为亲属愈近、感情也愈厚。
우리는 가까운 친척일수록 감정 또한 두텁다고 여긴다.

b. [한국어] ∅19)

c. [영어] ∅

② 지식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이다.

19) 한국어의 공간척도사 ‘두껍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할 수 없으나 ‘두껍다’에

서 출발한 ‘두텁다’가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두텁다’는 공간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공간척도사가 아니며 공간척도사에서 반영된 개념화 방식을 연구하는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공간척도 개념과 추상 개념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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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 [중국어] 学问很深。
학식이 깊다.

b. [한국어] 쓰는 사람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에 해서 정확하고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c. [영어] ∅20)

③ 재물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이다.

(16) a. [중국어] 经销商的经营成本并不高，为什么要让他们赚那么厚的利润？
판매상의 경영 원가가 높지도 않은데 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

은 이윤을 남기게 하는가?

b. [한국어] ∅
c. [영어] ∅

④ 복⋅덕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이다.

(17) a. [중국어] 应上了一句古话，叫做庸人多厚福！
평범한 사람은 복이 많다는 옛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먼!

b. [한국어] ∅
c. [영어] ∅

⑤ 숨은 줄이다.

(18) a. [중국어] 钟焕娣已在那里弯着腰喘粗气。
钟焕娣은 벌써 그곳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씩씩거리고 있다.

b. [한국어] 나무에 몸을 싣고 늘어뜨리고 서서 굵은 숨을 내쉰다.21)

c. [영어] ∅

⑥ 심리적 상처는 물리적 상처이다.

(19) a. [중국어] 心灵上的打击对学生的伤害更深。
심적 타격이 학생들에게 준 상처가 더 깊다.

b. [한국어] 독재체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20) ‘deep’에 해당하는 의미가 없으나 립어인 ‘shallow’에 ‘천박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다

음은 그 용례이다.

If he's only interested in your looks, that shows how shallow he is.

21) 예문(18b)는 주송희(2012:11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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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어] I'm deeply hurt.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⑦ 사상⋅관념은 뿌리이다.

(20) a. [중국어] “养儿防老”的观念也一直深植在台湾人的心中。
‘아들을 키워 자신의 노년에 비한다’는 관념도 줄곧 만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b. [한국어] 이와 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카스트 제도는 아직도 인도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c. [영어] It is contrary to my upbringing and to my deep-rooted convictions.

이것은 내 교양과 깊은 신념에 어긋난다.

⑧ 범위는 2차원 공간물이다.

(21) a. [중국어] 农业发展银行业务范围太窄。
농업발전은행의 업무 범위가 너무 좁다.

b. [한국어] 사람의 귀는 초당 20∼ 2만 회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c. [영어] The incident has received wide coverage in the press.

그 사건은 언론에서 폭넓게 다뤄졌다. 

⑨ 성질은 3차원 공간물이다.

(22) a. [중국어] 大美女

매우 예쁜 여자

b. [한국어] ∅
c. [영어] ∅

⑩ 추상물은 3차원 공간물이다.

(23) a. [중국어] 贫困和失业依然是全国面临的大问题。
빈곤과 실업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이다.

b. [한국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가 기초와 근본이 취약하다

는 것이다.

c. [영어] I think it's going to be a big problem for Mitt Romney.

내 생각에 이는 곧 Mitt Romney의 큰 문제가 될 것이다.



4. 공간척도와 개념화 방식   163

<2> 추상물은 그릇이다.

① 조직은 구성원을 담는 그릇이다.

(24) a. [중국어] 我们家是一个四代同堂的大家庭。
우리 집은 4세 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다.

b. [한국어] 꽤 큰 조직이었나 보지요?

c. [영어] You have a big family.

당신 집은 가족이다. 

② 마음과 머리는 감정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25) a. [중국어] 然而，这样的感恩只深埋在心里，他至今不曾亲口说出。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마음속 깊이 묻어놓기만 했지 지금까지 직접 

말을 꺼내지 않았다.

b. [한국어] 그렇게 한 두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에 한 깊은 원망과 불신

이 가슴 깊이 맺히게 되었소이다.

c. [영어] Something deep down in her heart was holding her back from making 

that final commitment.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녀로 하여금 마지막 약

속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③ 상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26) a. [중국어] 北约由此深陷危机之中。
북유럽연맹은 이로 인해 위기에 깊이 빠졌다. 

b. [한국어] 1997년에 시작된 소위 IMF 시 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측면에서도 깊은 위기를 몰고 왔다.22)

c. [영어] He's in deep trouble.

그는 깊은 곤경에 빠져있다.

④ 지식 저장소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다.

22) 예문(26b)는 주송희(2012:94)에서 인용.



164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연구

(27) a. [중국어] 每一次，他的讲话含义都很深。
그의 발언은 매번 뜻이 깊다.

b. [한국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c. [영어] This discussion's getting too deep for me.

이 토론은 나한테 너무 난해하다.

 

⑤ 마음은 일을 담는 그릇이다.

(28) a. [중국어] 没想到，身子不高的仓木拉，胸怀却宽广得能装下喜马拉雅山。
키가 크지 않은 仓木拉의 마음이 히말라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넓

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b. [한국어] 녀석에게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만한 넓은 마음이 있었다.

c. [영어] My heart opens wide for these living things that stand tall and grounded 

for decades.

나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우뚝 서서 뿌리를 내린 생물체들에 활짝 

열려 있다.

<3> 추상물은 방향성이 있다.

① 흥분한 감정 상태는 위, 침울한 감정 상태는 아래. 

(29) a. [중국어] 热情很高。
열정이 높다.

b. [한국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서 작업 능률을 올리려는 처지에 있다.

c. [영어] I was still high from the applause.

나는 아직 박수갈채에 취해 있다.

② 수준⋅실력이 좋은 것은 위, 나쁜 것은 아래. 

(30) a. [중국어] 中国队和中国大学生队明显实力较高。
중국팀과 중국 학생팀의 실력이 분명히 비교적 높다.

b. [한국어] 수준 높은 이 나와야 한다.

c. [영어] high quality goods 

품질이 좋은 상품

③ 지위가 높은 것은 위, 낮은 것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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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 [중국어] 本地出生的白人是本土居民中地位最高的。
현지에서 태어난 백인은 본토 주민 중 지위가 가장 높다.

b. [한국어] 단히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

각을 계속해 왔었다.

c. [영어] He has friends in high places.

그는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

④ 수치가 많은 것은 위, 적은 것은 아래.

(32) a. [중국어] 高速 

높은 속도

b. [한국어] 높은 속도 

c. [영어] high speed 

높은 속도

<4> 추상  계는 공간 거리이다.

① 사람 간의 혈연⋅감정 관계는 공간 거리이다.

(33) a. [중국어] 单元楼里人与人的关系相对远了、冷了。
아파트 안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 적으로 멀어지고 차가워졌

다.

b. [한국어] 자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었던 것도 서로 멀어지게 된 원인이다.

c. [영어] She had no idea how they had grown so far apart in a few short years.

그녀는 그들이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서먹해졌는지 모른다.

② 획득 가능성은 공간 거리이다.

(34) a. [중국어] 不仅颜面尽失，而且离联赛冠军也越来越远。
체면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리그전 우승에서도 갈수록 멀어졌

다.

b. [한국어]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나는 미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

았다.

c. [영어] I was amazed to see how much my body had changed, even this far 

from my goal weight. 

내 목표 체중까지는 아직 멀지만, 나는 내 몸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를 보고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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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 방식 
분류

개념화 방식 소분류 중국어 한국어 영어

사물은유: 

추상물은 

공간물이다.

감정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이다. O ∆ ∆
지식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이다. O O ∆
재물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이다. O ∅ ∅
복, 덕은 축적 가능한 공간물이다. O ∅ ∅
숨은 줄이다. O O ∅

③ 차이는 공간 거리이다.

(35) a. [중국어] 年龄差距太远，不会有幸福。
연령 차이가 너무 나면 행복할 수가 없다.

b. [한국어] 그들의 외교자세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

c. [영어] Conditions are still far from ideal.

상황이 이상에 다다르려면 아직도 멀다.

④ 차이의 정도는 공간 거리이다.

(36) a. [중국어] 增长速度远远高于中国平均水平。
증가 속도가 중국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다.

b. [한국어] ∅
c. [영어] The new system is far better than the old one.

새 시스템이 옛날 것보다 훨씬 좋다.

⑤ 진행의 정도는 공간 거리이다.

(37) a. [중국어] ∅
b. [한국어] ∅
c. [영어] He started to explain, but he didn't get far before Mary interrupted him.

그는 설명을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서 그녀가 끼어들었다. 

지금까지 본 절은 중국어⋅한국어⋅영어에서 공간척도사가 반영된 추상적 범주

에 한 개념화 방식을 예문으로 조하였다. 이러한 개념화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언어별 공간척도사에 의한 추상물의 개념화 방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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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상처는 물리적 상처이다. O O O

사상, 관념은 뿌리이다. O O O

범위는 2차원 공간물이다. O O O

성질은 3차원 공간물이다. O ∅ ∅
추상물은 3차원 공간물이다 O O O

그릇은유: 

추상물은 

그릇이다.

조직은 구성원을 담는 그릇이다. O O O

마음과 머리는 감정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O O O

상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O O O

지식 저장소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다. O O O

마음은 일을 담는 그릇이다. O O O

지향적 은유: 

추상물은 

방향성이 있다.

흥분한 감정 상태는 위, 침울한 감정 
상태는 아래.

O O O

수준⋅실력이 좋은 것은 위, 나쁜 것은 
아래. 

O O O

지위가 높은 것은 위, 낮은 것은 아래. O O O

수치가 많은 것은 위, 적은 것은 아래. O O O

구조적 은유: 

추상적 관계는 

공간 거리이다.

사람 간의 혈연⋅감정 관계는 공간 
거리이다.

O O O

획득 가능성은 공간 거리이다. O O O

차이의 정도는 공간 거리이다. O O O

진행의 정도는 공간 거리이다. ∅ ∅ O

이상의 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한⋅영의 공간척도사에서 모두 공간물⋅
그릇⋅방향성이 있는 공간을 가지고 추상물을, 공간 거리를 가지고 추상 거리를 이

해하고 표현하는 개념화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념화 방식에 있어서 세 

언어 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또한 비록 같은 개념화 방식을 가지고 있다

고 해도 이 개념화 방식의 선호도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  세 언어에서 모

두 추상적 정도를 3차원 공간량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은 존재하나 실현 빈도가 다

르다. 허성도(2002)에서는 중국인에게 다른 언어권에서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는 상황을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

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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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많은 영향을 받았다.

⟶ 受到很大的影响。
⟶ *受到很多的影响。

즉 ‘영향’이라는 추상 개념의 정도를 한국어에서는 수량척도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공간척도 개념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한⋅
영에서 공간척도 개념과 수량척도 개념이 ‘영향’과 결합하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

(39) a. [중국어] 哥哥是对安徒生有过很多影响的丹麦科学家。
형은 안데르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덴마크 과학자이다.

b. [한국어] 孔子 사상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c. [영어] The U.S. doesn't have much influence in Syria at the moment.

지금 미국은 시리아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40) a. [중국어] 这件事对我的影响很大。
이 일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b. [한국어] 장자의 사상은 중국의 문학과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c. [영어] We don't see a big influence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우리는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중국어에서도 ‘影响’이 ‘多’와 결합하는 예문을 검출하였다. 이는 한국어⋅영

어에서 영향의 정도는 공간척도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수량척도 개념으로 이

해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결합하는 빈도수23)가 다음 표와 같이 격

23) 중국어의 통계는 CCL 현 중국어를 활용하였고 조사 방법은 ‘很大’와 ‘很多’ 앞 뒤 한 

자 미만(한 자 포함)의 거리를 두고 해당 명사가 출현하는 빈도를 검색한 것이다. 

예컨  ‘很大’와 ‘影响’의 결합 빈도수를 알아보기 위한 검색식은 ‘(很大)#1(影响)’이고 

‘很多’와 ‘影响’의 결합 빈도수를 알아보기 위한 검색식은 ‘(很多)#1(影响)’이다. 한 자

의 거리를 설정한 것은 ‘很多的N' 중의 ‘的’자를 고려해서이다. ‘很大’와 ‘很多’로 한정

한 것은 ‘大, 多’만 검색하면 실제로 추상명사와 결합하는 것은 아닌 예문도 너무 많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예컨  검색식 ‘(多)#1(影响)’로 검색하게 되면 552개 용례가 검출된

다. 이 552개 용례 중 실제로 ‘多’와 ‘影响’이 결합 관계가 있는 용례는 47개에 불과하

고 나머지는 모두 ‘多大影响, 影响更多的人’과 같은 배제해야 할 용례들이다. 배제해야 

할 용례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감별하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어

의 경우는 ‘很大’와 ‘很多’로 검색하여 통계하였다. 

한국어의 통계는 21세기 세종계획 2010 수정판을 활용하였다. 조사 방법은 ‘크다’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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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크다.

<표 4-5> 언어별 ‘ 향’의 정도에 한 표

중국어 한국어 영어

명사 大 多
‘大’의 

비율24)
명사 크다 많다

‘크다’의

비율
명사

big/

large

many/

much

‘big/large’의 

비율

影响 1492 10 99.3% 영향 117 21 84.8% influence 116 308 27.4%

<표 4-5>에서 보이는 숫자는 각 언어에서 ‘영향’이 공간척도사 ‘크다’, 수량척도

사 ‘많다’와 결합하는 용례 수를 나타낸다. <표 4-5>의 통계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한국어⋅영어에서 ‘영향’이 공간척도사와 결합하는 비율이 각각 

99.3%, 84.8%, 27.4%가 된다. 즉 중국어에서 ‘影响’이 ‘大’와 결합하는 경우가 부

분이며 ‘多’와 결합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영어에서 ‘influence’

는 공간척도사, 수량척도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반반이 된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영

어 사이에 있다. 이는 ‘영향의 정도는 3차원 공간량이다’라는 개념화 방식은 ‘영향

의 정도는 수량이다’의 개념화 방식에 비해서 월등히 선호되고, 한국어에서는 그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며, 영어에서는 두 가지 개념화 방식이 반반씩 차지한다. 즉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중국어는 다른 언어보다 3차원 공간량에 한 척

도 개념에 훨씬 의존한다. 이 현상에 하여 아래 4.3.2에서 자세히 분석하기로 한

다.

다’ 앞 뒤 두 단어 미만(두 단어 포함)의 거리를 두고 해당 명사가 출현하는 빈도를 검

색한 것이다. ‘크다’와 ‘영향’의 결합 빈도수를 검색할 때 검색식은 ‘크* -2@2 영향*’이

며, ‘많다’와 ‘영향’의 결합 빈도수를 검색할 때 검색식은 ‘많* -2@2 영향*’이다. 

영어의 통계는 COCA 코퍼스를 활용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big/large’ ‘many/much’의 바

로 뒤에 해당 추상명사가 나오는 용례를 추출한 것이다. 예컨  ‘big’과 ‘influence’의 결

합 빈도수를 통계하기 위해, ‘ WORD(S)’란에 ‘big’을 지정하고, ‘COLLOCATES’란에 

‘influence*.[n*]’를 쓰고, 거리는 왼쪽은 ‘0’, 오른쪽은 ‘1’로 지정한다. ‘influence*’에서의 

‘*’은 복수형식도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24) 비율은 ‘영향’이 ‘크다’, ‘많다’와 결합하는 모든 용례 중에 ‘많다’와 결합하는 용례를 차

지하는 것이다. 이 비율을 통해서 ‘影响’이라는 추상명사가 ‘크다’와 ‘많다’ 중에 어떤 

것과 더 많이 결합하는지를 알 수 있다. 비율이 높을수록 ‘많다’보다 ‘크다’와 더 많이 

결합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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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주 성

언어의 사용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객관 세계와 주관 세계에 한 인

지과정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모든 발화에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즉 언어에 있어서 주관성은 강약의 문제이지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형

용사는 어느 속성에 한 묘사⋅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품사에 비해서 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적용되는 주관성이 강한 품사 범주이다. 공간척도사도 예외

가 아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척도사도 의미에 따라, 사용된 통사구조에 따라 주관

성의 강약이 다르다. 다음을 보자.

(41) a. 这座山高200米。
이 산의 높이는 200m이다.

b. 这座山比那座山高。
이 산은 저 산보다 높다.

c. 山很高。/这是一座高山。
산이 높다./ 이 산은 높은 산이다.

d. 产品质量高。
제품의 품질이 좋다.

e. 人品高。
인품이 훌륭하다.

f. 高见

고견

(41)은 모두 ‘高’를 사용하는 문장인데 (41a)부터 (41f)까지 주관성이 갈수록 강하

다. 먼저 (41a)는 척도문형으로 사용하는 문장이며 정확한 수치로 구체물의 높이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표현이 된다. (41b)의 ‘高’는 비교 상이 현

실 세계에서 존재한 ‘那座山’이며 그 산과 비교한 결과 이 산이 더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니 (41a)보다 주관성이 좀 더 강하다. (41c)의 ‘高’도 산 높이에 한 판단 

결과이지만 비교 상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한 어떤 산이 아니라 화자 마음속에 

존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즉 (41c)의 주관성은 (41b)보다 

더 강하다. (41d)에서 ‘高’는 추상적인 ‘质量’에 한 판단인 만큼 주관적인 요소가 

(41c)보다 더 많이 적용된다. 제품의 품질이 어떤지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



4. 공간척도와 개념화 방식   171

는 것이다. (41e)는 사물의 속성에 한 판단을 나타내는 (41d)와 달리 사람의 성품⋅
인격에 한 판단을 나타낸다. 제품의 품질은 어떤 수단으로 측정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성품에 한 판단은 완전히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41d)에 비해 (41e)의 주관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마지막 (41f)는 상 방의 견해에 

한 존칭이다. 그 의견이 실제적으로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미 예절의 범위에 진입하였다. 그러므로 (41f)의 주관성이 가장 강하다. 

이 절에서는 (41e, 41f)에 해당되는, 즉 공간척도사가 사람의 성품⋅성격⋅인격 

등을 나타내는 의미와 화자의 존경⋅폄하⋅겸손 등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의

미를 중심으로 공간척도사에 반영되는 주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어⋅한

국어⋅영어의 공간척도사가 사람의 성품⋅성격⋅인격을 나타내는 상황을 다음표로 

정리하겠다. 

<표 4-6> 언어별 공간척도사의 성품⋅성격⋅인격을 나타내는 주 성 의미 비교표

중국어 한국어 영어

大 大度, 气量大 크다 통이 크다. big/large a big heart

高
品德高, 人格高, 人品

高, 高风亮节
높다 / high/tall

a man of high 

ideals(principles)

长 / 길다 / long /

远 / 멀다 / far /

深 / 깊다 / deep a deep person

粗 粗人, 大老粗 굵다 /

thick He's a bit thick.
厚

德行厚, 厚德, 待人

厚, 厚待 
두껍다 /

宽
心胸宽, 度量宽, 宽以

待人 
넓다 마음이 넓다. wide/board broad-minded

小 气量小 작다 통이 작다. small/little /

低 / 낮다 / low /

短 / 짧다 / short /

近 / 가깝다 / near /

浅 / 얕다 / shallow /

细 细心 가늘다 /
thin /

薄 福少德薄 얇다 /

窄 度量窄 좁다 마음이 좁다. narrow /

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성품⋅성격⋅인격 등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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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공간척도사는 중국어에서는 아홉 개가 있는데, 한국어는 네 개, 영어는 다섯 

개 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공간척도사가 다른 형태소와 함께 이음

절 형용사로 합성하여 사람의 성품⋅인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다. ‘高/低’의 경

우 ‘高尚, 崇高, 低劣, 低下’, ‘宽/窄’의 경우 ‘宽厚, 宽和, (心胸)狭窄’, ‘厚/薄’의 경우 

‘宽厚, 忠厚, 淳厚, 朴厚, 刻薄, 浅薄’, ‘粗/细’의 경우 ‘粗鄙, 粗暴, 粗笨, 粗鲁, 粗俗, 

粗犷, 粗野, 细致, 细腻, 精细’ 등은 모두 그러하다.

언어별 공간척도사가 화자의 존경⋅폄하⋅겸손 등 주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양상

은 <표 4-7>과 같다.

<표 4-7> 언어별 공간척도사의 존경⋅폄하⋅겸손을 나타내는 주 성 의미 비교표

중국어 한국어 영어

大

大丈夫, 大人物, 大上海, 

大唐, 大禹, 大作, 尊姓大

名, 大人

크다 큰 인물 big/large

He's a big man 

in the garment 

industry.25)

高
高姓大名, 高见, 高僧, 高

足
높다 / high/tall /

长 / 길다 / long /

远 / 멀다 / far /

深 / 깊다 / deep /

粗 / 굵다 /
thick /

厚 / 두껍다 /

宽 / 넓다 / wide/board /

小
小女人, 小科员, 小教书

匠, 小女, 小人, 小可
작다 / small/little /

低 / 낮다 / low /

短 / 짧다 / short /

近 / 가깝다 / near /

浅 浅见, 浅析, 浅释, 浅谈 얕다 / shallow /

细 / 가늘다 /
thin /

薄 / 얇다 /

窄 / 좁다 / narrow /

<표 4-7>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존경⋅폄하⋅겸손을 나타내는 주관성 의미를 

지니는 공간척도사는 중국어에서 네 개가 있는 것에 반해 한국어와 영어는 각각 

하나 밖에 없다. 종합해 보면 중국어는 한국어와 영어보다 주관성이 강한 의미로 

확장된 공간척도사의 수가 더 많고 실제 결합할 수 있는 명사도 더 광범위하고 용

25) 예문은 Lakoff(1980, 노양진⋅나익주 역, 2006:11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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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생산적이다. 바꿔 말하자면 주관성이 매우 강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중

국어는 한국어와 영어에 비해 공간척도에 더욱 의존적이다. 한국어는 주관성이 강

한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서 고유어인 공간척도사 신 ‘천박함, 고견’과 같이 한자

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중국어 공간척도에 관한 개념화 방식이 한자의 

전파에 따라 한국어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4.3. 보편성과 특수성의 근거

4.3.1. 보편성과 근거

앞 절에서 중국어에서 공간척도를 통한 비공간 범주의 개념화 방식을 종합적으

로 정리하였고, 다른 언어와 조하였다. 그 결과 각 언어 공간척도사가 반영된 비

공간 범주의 개념화 방식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나, 공통점이 주를 이룬

다. 

예컨  중⋅한⋅영 세 언어에서 모두 지향적 은유에 의한 ‘추상물은 방향성이 

있다’는 개념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개념화 방식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일치

하는 언어 현상이 보인다. 이는 위-아래 방향성에 한 인지가 매우 보편적이고 각 

문화 간 달리 개념화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어느 언어에서든 

긍정적 가치 판단은 항상 ‘위’와 관련짓고, 부정적 가치 판단은 항상 ‘아래’와 관련

짓는다. 강한 체계성을 유지하는 수직 방향성에 비해 좌-우 방향성에 한 가치 판

단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 역사만 두고 보아도 좌⋅우의 방향성과 가치 

판단 사이의 응관계가 시 별⋅분야별로 다르다. 成語 ‘虚左以待(상석을 비워 두

고 귀한 손님을 기다리다)’가 ‘左’를 존귀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상을 반영하는 반

면 成語 ‘无出其右(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에서는 오른쪽이 긍정적 가치를 

상징한다. 문화별 좌우에 한 판단도 엇갈려 있다.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499-500)에 의하면 사물의 다른 방향보다 위-아래 방향, 즉 수직 방향이 가

장 쉽게 구분되고 어린이도 수직 방향을 가장 먼저 파악한다.26) 그 신체적인 근거

26)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501)에 의하면 성장 초기에 어린이들은 수직이

거나 수평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 주의는 수직적인 것에 

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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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501-502)에서 두 가지로 제시하였

다. 하나는 인체의 좌와 우는 체로 칭적인 것과 달리 위와 아래는 칭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칭적인 좌우 방향보다, 비 칭적인 위⋅아래 방향이 사람의 주의

를 더 쉽게 끌 수 있고 구분하기도 쉽다. 또한 위⋅아래 방향이 중력 작용의 방향

과 일치하므로 더욱 쉽게 감지된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문화를 가

지든 간에 공통적인 중력의 작용 하에 생활하고 같은 물리적 경험을 하면서 산다. 

이처럼 우리가 강하게 느끼는 중력에 한 물리적 경험은 모든 언어 사용집단에 

있어서 공통적이기 때문에 위-아래 수직 방향성과 관련된 개념화 방식은 범언어⋅
범문화적으로 일치한다. 

이처럼 인간이 비슷한 물리적 환경에서 생활하므로 같은 물리적 경험을 반복하

는 것이 개념화 방식이 보편성을 갖는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공통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 있다. 예컨  중국어⋅한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에서도 3차원 공간량 척도사를 가지고 음량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가 공간영

역에서 사물이 크면 잘 보이고 작으면 잘 안 보이는 경험과 청각영역에서 소리가 

크면 잘 들리고 작으면 잘 들리지 않는 경험을 연결시키는 공통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리적⋅인지적 이유로 각 언어 공간척도사에 반영

된 개념화 방식은 공통점이 있고, 각 언어 공간척도사의 확장의미도 유사한 현상이 

보인다.

4.3.2. 특수성과 근거

중국어 공간척도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어는 감각의 개념화는 다른 언어보다 공간척도에 더 의존한다. 

둘째, 시간의 개념화에서 중국어와 영어는 한국어보다 공간척도에 더 의존한다.

셋째, 추상물의 정도에서 중국어가 한국어와 영어보다 3차원 공간량 척도 개념에 

더 의존한다. 

넷째, 주관성과 관련된 표현이 중국어의 공간척도사에 한국어와 영어보다 더 풍

부하다. 

이와 같이 세계에 한 여러 주된 경험적 범주에 한 개념화에서 중국어가 한

국어와 영어보다 공간척도에 더욱 의존한다. 이는 이들 단어의 사용빈도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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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언어별 공간척도사와 수량척도사 사용빈도 비교표

중국어27) 한국어 영어

항목 순위 빈도수 항목 순위 빈도수 항목 순위 빈도수

大 23 5294 많다 54 3912 many 99 385348

小 36 3821 크다 59 3405 much 146 244507

多 62 2139 적다 206 1204 big 162 227169

高 111 1447 높다 305 777 small 203 185463

长 226 727 작다 322 738 large 221 175611

远 237 674 길다 400 594 far 253 148621

少 267 568 멀다 446 534 long 255 149050

低 288 538 깊다 491 485 little 257 149658

深 426 383 넓다 501 479 near 707 54869

近 456 347 가깝다 576 412 wide 944 41233

短 682 235 가늘다 1043 230 deep 978 40126

细 896 199 짧다 1160 207 tall 1533 25304

厚 1097 150 낮다 1283 186 thin 1630 23194

宽 1297 120 굵다 1385 174 thick 1734 21932

粗 1376 112 좁다 1563 146 narrow 2023 17840

薄 1909 80 두껍다 1769 128 high 3331 8771

浅 2032 72 얇다 1796 126 short 3765 7495

矮 3099 45 얕다 2148 101 shallow 4163 6512

窄 4058 30 잘다 2992 67 low 4866 5024

<표 4-8>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공간척도사의 사용빈도가 

수량척도사보다 낮은 것과 달리 중국어의 3차원 공간량 척도사 ‘大/小’의 사용빈도

는 ‘多/少’보다 높다. 이는 수량척도 개념을 더 선호하는 한국어⋅영어와 달리 중국

어는 공간척도 개념을 더 선호함을 보여준다. Lakoff(1980, 노양진⋅나익주 역, 

2006:49)에 의하면 우리의 물리적⋅문화적 경험은 공간화 은유에 가능한 근거를 많

이 제공하였으며 어떤 은유들이 선택되는가, 그리고 어떤 은유가 중심적인가는 문

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어 공간척도사에 반영된 은유적 개념화 방식이 다른 

27) 중국어⋅한국어⋅영어 빈도수 자료는 각각 《現代漢語頻率詞典》,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잦기 조사》, CCAE(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에서 제공한 word list를 참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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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비교할 때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특수성의 인지적⋅문화적 근거를 전체적 사유 방식⋅공간적인 사유 방식 등의 측

면에서 찾고자 한다.

4.3.2.1 전체적 사유 방식 

공간척도사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양에 한 척도이다. ‘量’은 인간이 세계를 인

지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범주이다. 구체적인 사물은 일반적으로 공간량, 수량, 중량 

등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언어에서는 다양한 척도사를 가지고 이러한 양에 한 척

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공간량 척도는 ‘大/小’, ‘长/短’, ‘深/浅’ 등 공

간척도사로, 수량 척도는 수량척도사 ‘多/少’로, 중량 척도는 중량척도사 ‘重/轻’으

로 나타낸다.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추상물도 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  ‘영향’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인데 영향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도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상물의 양에 한 척도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도 필요하게 된다. 이 때 

새로운 단어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공간사물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사를 가

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 언어마다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 선택은 달

라질 수 있다. 만약 두 번째 방법을 택한다면 어떤 척도사를 택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어는 후자를 선택했고, 여러 척도사 가운데에서 공간척도사

를 택하였다.

본고는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修訂本)》 甲乙級에 나와 있는 348개 추상명

사와 결합할 수 있는 단음절 형용사의 목록을 작성하였다.28) 단음절 형용사로 제한

한 것은 이들 형용사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합성되어 있는 다음절 형용사보다 

의미가 단순하고, 형용사 범주의 원형적인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중국어 단음절 형용사 중 10개 이상의 추상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

사는 10개가 있으며 결합이 가능한 추상명사 수는 다음 표와 같다.

28) 이 조사는 CCL 현 중국어 코퍼스를 활용하였다.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

의 추상명사가 앞 뒤 3 자의 거리에 ‘很’이 출현하는 용례를 추출하였다. 검출된 용례 

중 추상명사가 ‘很’ 뒤에 나와 있는 단을절 형용사가 주술구조나 수식구조를 이루고 있

으면 해당 형용사를 기록해 낸다. 검출된 용례 수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앞에 300개 

용례만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이 348개 추상명사가 결합할 수 있는 단음절 형용사의 목

록을 작성하였다. 만약에 해당 추상명사가 ‘大/小’와 주술구조 혹은 수식구조로 이루는 

용례가 있으면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용례가 없으면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통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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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국어 단음  형용사가 추상명사와 결합 능력 비교표

단음절 형용사 결합가능한 추상명사수 모든 추상명사에서 차지한 비율

大 142 40.7%

多 138 39.5%

好 57 16.3%

少 53 15.2%

高 43 12.3%

小 42 12.0%

低 32 9.2%

差 27 7.7%

深 23 6.6%

强 14 4.0%

<표 4-9>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어 단음절 형용사 중에 추상명사와 결합하는 능

력이 가장 강한 형용사 열 개 중 다섯 개가 공간척도사이고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3차원 공간량 척도사 ‘大’와 결합이 가능한 추상명

사의 수가 가장 많다. 수량척도사 ‘多’가 그 뒤를 잇는다. 이는 중국어에서 추상명

사의 양을 측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어휘를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 공간사물의 양을 

측정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간척도사

와 수량척도사를 가지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추상명사와 결합하는 능력

이 가장 강한 ‘大’와 ‘多’의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42) a. 他有一个很大的缺点。
그는 매우 큰 단점이 하나 있다.

b. 他有很多缺点。
그는 매우 많은 단점이 있다.

(43) a. 技术水平低却是一个很大的问题。
기술적 수준이 낮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b. 目前管理体制存在很多问题。
지금의 관리 체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

(42)에서 ‘大’와 ‘多’는 모두 추상명사 ‘缺点’과 결합하고 있다. 이때 (42a)에서 

‘大’는 어떤 특정한 단점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42b)에서 ‘多’는 단점이 많음

을 나타내고 있다. 두 단어의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며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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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3)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3a)에서 어떤 한 문제가 심각한 정도를 ‘大’로 나

타내고 있고, 문제의 수량은 (43b)처럼 ‘多’로 나타내고 있으며 의미 차이가 뚜렷하

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다음 예문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44) a. 斯大林的很多缺点中最大的一个缺点就是粗暴。
스탈린의 많은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은 거칠고 난폭하다는 것이다.

b. 国内国际的各个方面，需要我们研究的大问题很多。
국내외의 각 방면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큰 문제들이 많다.

(44)는 ‘缺点/问题’는 ‘多’, ‘大’와 동시에 결합하고 있고 ‘多’와 ‘大’의 의미가 다

르며 호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때 ‘多’는 수량을, ‘大’는 정도를 나타낸다. ‘缺

点’은 물리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추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가질 수 있는 것

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씻지 않는 것’과 ‘자주 충동구매를 하는 것’을 별개의 

단점으로 간주한다는 데 있다. 즉 우리는 ‘缺点’이라는 개념을 모호하나마 경계가 

있고 개별화가 가능한 불연속적인 사물로 간주한다. ‘问题’의 경우도 이와 같다. 바

로 그렇기 때문에 ‘缺点’과 ‘问题’가 개체양사 ‘个’와 결합할 수도 있고, ‘两, 三’ 등

의 수사로 수를 헤아릴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45) a. 编辑看完了这本书，然后说：“不错。不过有两个缺点：第一，太专门化；第

二，太长。
편집자가 이 책을 다 읽은 후 말했다. “좋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 단점이 있

어요. 하나는 너무 전문적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길다는 것이에요.”

b. 在这三个问题中的任何一个问题上发生错误，都会使革命遭受失败。
이 세 가지 문제 중의 어느 한 가지에 잘못이 생겨도 혁명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표 4-9> 중국어 단음절 형용사가 추상명사와 결합 능력 비교표

(45)의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어의 ‘단점’, ‘문제’라는 두 명사도 그 

수를 셀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가산성에 의해 명사의 형태적인 변화가 있

는 영어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영어의 명사는 일반적으로 가산

명사와 물질명사로 구분된다. 가산명사는 수사와 결합할 수 있고, 단수와 복수의 

형태적 변화가 있으며 ‘many’로 그 수량을 측정한다. 반면에 물질명사는 수사와 결

합할 수 없고 복수 표지와 공기하지도 않으며 수량을 측정할 때는 ‘much’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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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Langacker(1990[2002], 나익주 역, 2005:137)에 의하면 가산명사는 자신의 주요

한 영역 속의 서술 범위 안에서 경계 지어져야 한다면, 물질명사는 자신의 주요한 

영역 속의 서술 범위 안에서 경계 지어지지 않은 지역을 지시한다. 비슷한 견해로 

Radden & Dirven(2007, 임지룡⋅윤희수 옮김, 2009:113-115)은 ‘car’와 같은 윤곽이 

잘 그려지는 사물들은 분리되고 개별화된 물체들로 보이고, 경계성(boundedness)이

란 기준은 가산명사로서 표현의 필수적 특성이라고 말한다. 조적으로, ‘water’와 

같은 물질에는 본래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은 분리되고 개별화되기 보다는 

연속적이다. 이들 견해를 통해서 우리는 영어의 가산성은 영어 사용집단의 명사 지

시 상의 경계성과 불연속성에 한 인지방식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점’과 ‘문제’를 뜻하는 영어 추상 명사 ‘flaw’와 ‘problem’은 거의 가산명사

로 간주된다.29) 즉 중국어⋅한국어⋅영어에서 ‘단점’과 ‘문제’라는 추상물에 해 

모두 개별화할 수 있는 불연속적 개체로 인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29) 이병태(1997:14-17)에서는 부분의 추상명사들이 불가산명사 혹은 가산⋅불가산명사의 

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산명사로 쓰이는 추상명사들의 수는 그렇게 많

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가산명사

로 사용되는 추상명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problem, goal, manner, characteristic, attitude, offer, rate, image, compliment, pity, myth, 

impact, tactic, idea, plan, scheme, aspect, attempt, etc

본고는 ‘flaw’와 ‘problem’의 가산성에 해 두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온라인 

Longman사전에서는 두 단어의 모든 의미 항목에 ‘가산’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COCA 코퍼스에서 두 추상명사가 ‘many’, ‘much’와 결합하는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flaw problem

much flaw many flaws much problem many porblems

0 32 27 821

또한 ‘flaw’와 ‘problem’은 다음과 같이 ‘two’와 결합하여 명확한 수량을 계량할 수 있다.

(1) There are at least two flaws in the reasoning.

이 논증에 적어도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

(2) There's two problems with this.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상 두 가지의 고찰과 이병태(1997:14-17)의 견해를 참고하여 ‘flaw’와 ‘problem’은 거의 

가산명사로 쓰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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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a. The big flaw is your lack of savings. 

당신은 절약하지 않은 것이 큰 단점이다.

b. There are many flaws in the system.

시스템에 많은 단점이 있다.

(47) a. I think it's going to be a big problem for Mitt Romney.

나는 이것이 곧 Mitt Romney의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 They still have many problems in different aspects.

그들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46-47)의 예문과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점과 문제 같은 추상물

은 한국어와 영어에서도 공간척도사를 가지고 그 정도를, 수량척도사30)를 가지고 

수량을 나타내는데, 이는 중국어와 일치한다. 세 언어에서 불연속성이 강한 추상명

사가 ‘大’, ‘多’와 결합할 때 취하는 인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4-2> 불연속성이 강한 추상물에 한 개념화 방식

<그림 4-2>에서 동그라미는 개별화된 추상물이며, 경계성이 있기 때문에 실선으

로 윤곽을 그렸다. 왼쪽 그림은 공간척도사와 결합할 때의 인지 방식이며 개별적인 

한 개념체의 정도를 나타낸다. 오른쪽 그림은 수량척도사와 결합할 때의 인지 방식

으로 다수의 개별 개념체의 수량을 나타낸다.

‘缺点’, ‘问题’와 같이 불연속성이 강한 명사 외에 ‘两个, 三个’와 결합할 수 없는 

추상명사도 상당히 많다. 그 예로 ‘影响’을 들어보겠다. 우리는 ‘两个影响’이라고 

30) 영어의 ‘much, many’는 양화사로 전형적인 형용사인 ‘多’, ‘많다’와 품사가 응하지 않

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통사적인 접근이 아니고 의미와 인지 방식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much, many’도 그 원형의미가 공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多’, ‘많다’와 다르지 않은 개념화 방식을 반영하는 언어 표상으로, 이들 단어를 모두 

수량척도사로 간주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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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两种影响’이라는 표현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31) 즉 중국어에서는 

‘影响’을 불연속성이 매우 약하고 거의 개별화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한다. 4.2.4에

서 ‘影响’이 ‘大’, ‘多’와 결합하는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大’와 결합하는 빈도수가 

‘多’와 결합하는 빈도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의 예문을 

다시 보자.

(48) a. 祖母对他影响很大。
할머니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b. 哥哥是对安徒生有过很多影响的丹麦科学家。
형은 안데르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덴마크 과학자이다.

‘影响’은 불연속성이 매우 약한 추상명사이며 우리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존재하

는 것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48a)의 ‘大’도 어떤 한 영향의 정도를 나타

내지 않고 ‘祖母’가 오랜 세월 동안 ‘他’에게 미친 조금씩 조금씩의 영향이 모아져

서 드러나는 정도를 나타낸다. (48b)에서 ‘影响’이 ‘多’와 결합하고 있는데 ‘多’도 

개별화된 영향의 수량을 나타낼 수 없고 조금씩 조금씩의 영향이 모아져서 드러나

는 양을 나타내며, 이것도 결국 정도의 의미가 된다. 실제로 우리는 (48b)를 “哥哥

是对安徒生有过很大影响的丹麦科学家｡”로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되고, 원래 문장과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즉 영향은 불연속성이 매우 약한 개념이므로 수량 개념과 

정도 개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很多影响’과 ‘很大影响’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어에도 같은 형상이 보인다. 4.2.3의 예문을 다시 보자. 

(49) a. 庄子의 사상은 중국의 문학과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b. 孔子 사상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49)는 모두 어떤 사상이 끼친 영향을 나타내는 문장인데 (49a)에서는 ‘크다’로, 

(49b)에서는 ‘많다’로 그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크다’와 ‘많다’가 호환해

도 될 정도로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 

영어의 상황을 알아보자. 온라인 Longman 사전에서 ‘influence’에 한 첫 의미 

31) CCL에서 ‘两种’과 ‘影响’이 결합하는 예문은 10개로 검출되었다. ‘影响’의 사용빈도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 공기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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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uncountable and countable’로 표시하였다. 즉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influence’도 상황에 따라서 가산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불가산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influence’에 연속성에 한 판단이 단점⋅문제 등의 개념에 한 판단

보다 엇갈려 있으며 어떨 경우 개별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떨 

경우 모호하게 개별화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CA코퍼스에

서 조사한 결과 ‘many’와 결합하는 용례는 37차례, ‘much’와 결합하는 용례는 271

차례인 사실을 통해 ‘influence’에 해 불연속성이 약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화 

방식이 더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4.2.3의 예문을 다시 보도록 하자. 

(50) a. We don't see a big influence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우리는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b. The U.S. doesn't have much influence in Syria at the moment.

지금 미국은 시리아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50a)에서 ‘influence’를 가산명사로 보고 공간척도사 ‘big’과 결합하고 있으며 

(50b)에서는 불가산명사로 보고 수량척도사 ‘much’와 결합하고 있는데 의미상 별 

차이가 없다. 

즉 한국어와 영어에서 불연속성이 약한 추상명사와 결합할 경우에 공간척도사와 

수량척도사가 나타내는 의미도 비슷하여 이런 면에서 중국어와 같은 모습이다. 

4.2.4에서 추상명사가 언어별 ‘大’, ‘多’와 결합하는 빈도수를 조사하였는데 본 절

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불연속성의 강약에 따라서 공간척도사나 수량척도

사와 결합할 때 의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4.2.4에서 통계한 

추상명사를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의미의 차이가 빈도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三个’와 결합할 수 있는 추상명사는 불연속성이 강한 것

으로,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명사는 불연속성이 약한 것으로 판정한다.32) 그 중 

‘缺点’, ‘问题’처럼 불연속성이 강한 추상명사의 빈도수만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33)

32) 추상명사의 불연속성은 有無의 이원 립적인 속성이 아니라 강약에 따른 연속변이적인 

것이다. 추상명사들은 수사나 양사와 결합하는 능력에 차이가 난다. 어떤 명사는 ‘两/三’

뿐만 아니라 ‘一’과 결합할 수도 없으며 어떤 명사는 개체양사와 결합할 수 없지만 种

类量词 ‘种, 类’와 결합할 수 있고 또 어떤 명사는 ‘种, 类’와의 결합을 허락하지 않지만 

不定量词 ‘一点儿, 一些’와 결합할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불연속성에 의해서 연속변이

를 이루는 추상명사를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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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언어별 불연속성이 강한 추상명사가 공간/수량척도사와의 결합빈도

중국어 한국어 영어

명사 大 多 ‘大’의 
비율 명사 크다 많다 ‘크다’

의 비율 명사 big/

large

many/

much

big/large

의 비율
问题 196 744 20.9% 문제 131 65 66.8% problem 2044 857 70.5%

失误 9 27 25.0% 실수 13 6 68.4% mistake 2213 857 72.1%

缺点 21 37 36.2% 단점 1 2 33.3% weakness 14 18 43.8%

错误 28 39 41.8% 잘못 21 4 84.0% flaw 11 32 25.6%

困难 476 371 56.2% 어려움 46 37 55.4% difficulty 8 228 3.4%

成果 39 19 67.2% 성과 15 5 75.0% achievement 29 27 51.8%

误会 4 1 80.0% 오해 7 3 70.0% misunderstanding 22 31 41.5%

特点 25 5 83.3% 특징 21 0 100% characteristic 0 85 0%

총계 798 1243 64.0% 총계 255 122 68.0% 총계 4341 2135 67.0%

<표 4-10>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언어에서 이들 명사가 3차원 공간척도사

와 결합하는 비율은 각각 64.0%, 68.0%, 67.0%로 매우 유사하다. 바꿔 말하면 불연

속성이 강한 추상명사가 정도를 요구하는 척도에 있어서 중국어⋅한국어⋅영어의 

인지 방식은 큰 차이점이 없다.

다음은 불연속성이 약한 추상명사의 빈도수를 보자.

불연속성의 강약 판별기준 ‘大, 多’와의 결합 명사의 예

강 ‘三个’와 결합가능 결합. 의미가 다름 缺点, 问题

약
‘一’과 결합가능, 

‘三个’와 결합불가
결합. 의미가 유사 影响, 可能性

무 ‘一’과 결합불가 결합불가 文明, 健康, 交通

그 중 불연속성이 전혀 없는 부류는 ‘大, 多’와 모두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33) 검색과 통계는 주23번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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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언어별 불연속성이 약한 추상명사가 공간/수량척도사와의 결합빈도

중국어 한국어 영어

명사 大 多
大의 
비율

명사 크다 많다
크다의 
비율

명사
big/

large

many/

much

big/large의 
비율

耐心 3 0 100% 참을성 0 0 / patience 0 75 0%

作用 680 2 99.7% 역할 29 2 93.5% effect 280 215 56.6%

改善 283 1 99.6% 개선 14 4 77.8% melioration 0 0 /

进步 278 1 99.6% 진보 0 0 / improvement 153 102 60.0%

发展 1280 8 99.4% 발전 12 5 70.6% development 94 51 64.8%

影响 1492 10 99.3% 영향 117 21 84.8% influence 116 308 27.4%

压力 521 5 99.0% 스트레스 0 3 0% pressure 32 626 4.9%

差别 363 4 98.9% 차별 0 0 / contrast 17 22 43.6%

进展 341 4 98.8% 진전 8 1 88.9% progress 4 262 1.5%

冲击 156 2 98.7% 충격 42 1 97.7% impact 560 230 70.9%

兴趣 154 2 98.7% 관심 53 103 34.0%
interest 57 507 10.1%

利益 28 1 96.6% 이익 13 6 68.4%

勇气 48 1 98.0% 용기 6 2 75.0% courage 1 38 2.6%

希望 236 5 97.9% 희망 3 1 75.0% hope 23 273 7.8%

区别 142 4 97.3% 차이 77 21 78.6% difference 2472 722 77.4%

可能性 116 4 96.7% 가능성 155 28 84.7% possibility 22 14 61.1%

成就 244 10 96.1% 성취 0 0 / accomplishment 32 62 34.0%

损害 48 2 96.0% 피해 56 3 94.9% harm 0 90 0%

变化 1347 58 95.9% 변화 59 12 83.1% change 1053 538 66.2%

力量 137 6 95.8% 힘 58 1 98.3% power 223 741 23.1%

贡献 493 29 94.4% 공헌 5 1 83.3% contribution 122 67 64.6%

危险 83 6 93.3% 위험 24 3 88.9% danger 39 152 20.4%

副作用 13 1 92.9% 부작용 4 8 33.3% side-effect 0 1 0%

负担 37 4 90.2% 부담 39 4 90.7% burden 66 23 74.2%

帮助 303 44 87.3% 도움 88 37 70.4% help 258 356 42.0%

牺牲 36 9 80.0% 희생 4 6 40.0% sacrifice 37 56 39.8%

责任 39 11 78.0% 책임 18 1 94.7% responsibility 107 205 34.3%

能力 9 4 69.2% 능력 3 2 60.0% ability 0 27 0%

총계 8910 238 97.4% 총계 887 276 76.3% 총계 5956 5763 50.8%34)

34) ‘great’를 영어 공간척도사에 포함시켜서 ‘big/large/great’와 ‘many/much’의 비율을 통계한 

결과 ‘big/large/great’를 사용한 비율은 65%로, 여전히 중국어⋅한국어보다 모두 낮다. 즉 

‘great’를 공간척도사에 포함시켜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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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어는 공간척도사를 사용하는 비율이 97.4%

로 가장 많으며 영어는 50.8%로 가장 적다. 한국어는 그 사이에 있다. 즉 불연속성

이 약한 추상명사의 정도를 나타낼 때, 중국어는 거의 공간척도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영어와 한국어는 공간척도 개념과 수량척도 개념을 모두 사용한다.

이민우(2000)에서는 한국어 “안개가 많이 꼈다.”처럼 수량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국어는 ‘大雾’처럼 크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이에 해 

다음과 같은 두 관찰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4-3> ‘大雾’와 “안개가 많이 다.”에 반 된 개념화 방식(이민우2000)

이민우(2000)는 중국인들은 안개에 한 관찰과 표현이 <그림 4-3>의 ‘大’형으로 

다분히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반면에 한국어는 ‘多’형으로 각각의 입자에 해 개별

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민우(2000)는 이러한 사유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안개에 

한 표현의 한중 차이를 설명하였지만 본고는 안개뿐만 아니라 ‘影响’과 같은 불연

속성이 약한 추상명사도 이러한 개념화 방식을 반영한다고 본다. 

즉 중국어는 ‘影响’과 같은 불연속성이 약한 상을 무경계적인 입자가 조금씩 

집합한 것으로 인지한다. 이러한 상에 한 개념화에 있어서 두 가지 표현 방법

이 가능한데, 각각의 구성성분에 주목할 수도 있고, 집합의 전체적인 윤곽에 주목

할 수도 있다. 두 인지 방식은 이민우(2000)의 도식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86   현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개념화 연구

<그림 4-4> 불연속성이 약한 추상물에 한 체  개념화 방식

<그림 4-5> 불연속성이 약한 추상물에 한 개별  개념화 방식

추상 개념은 각각의 구성성분과 전체 집합 모두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도식에

서 모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불연속성이 약한 추상 개념의 정도를 나타낼 때, 공

간척도사(‘大’, ‘크다’, ‘big’)를 사용하는 것은 <그림 4-4>와 같이 전체 집합에 주목

하여 추상적 정도를 모호한 경계가 둘러싼 공간량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즉 전

체적인 인지 방식이다. 이와 달리 수량척도사(‘多’, ‘많다’, ‘much’)를 가지고 추상 

개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그림 4-5>가 표시한 것처럼 구성성분에 주목하여 

추상적 정도를 각각 구성성분의 수량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인지 방식이다. 

<표 4-11>의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어는 거의 전체적인 인지 방

식을 취하는 데 반해 영어와 한국어는 전체적인 인지 방식과 개별적인 인지 방식

을 모두 허용한다.35) 이러한 인지 방식의 차이는 성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면에서도 

35) 본고는 무표항인 ‘大’와 ‘多’에 한 통계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추상명사가 유표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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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많이 아프다’, ‘배가 많이 고프다’처럼 수량척도사

가 성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현상이 매우 흔하다. 영어도 수량척도사인 ‘much’를 가

지고 형용사를 수식하여 성질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절 형용사의 비교급도 

‘much’의 비교급인 ‘more’를 가지고 구성한다.36) 중국어는 3.1.3에서 살펴보았듯이 

갑골문에서 정도부사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어휘는 오직 ‘大’뿐이었고 ‘多’는 

사용하지 않았다. 즉 갑골문시 의 중국어에서 불연속적인 ‘성질’에 한 인지는 

전체적인 인지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 점은 수량개념을 가지고 성질의 정도를 이

해하는 한국어⋅영어와 조적이다. 

서양에 비해서 중국인에게 전체적인 사유 방식이 더 지배적인 것은 문화⋅사회⋅
심리 분야의 많은 연구에 의해서 거론되었다. 潘文國(1997：367-368)에서는 중국인

이 전체적인 사유 방식을 많이 취하는 반면 서양 사람은 개별적인 사유 방식이 더 

보편적임을 주장하였다. 王新亭等(1997:254-259)에서는 중국인이 우주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로 인식하는 사유 방식의 표현으로 五行과 中醫의 예를 들었다. 

侯玉波(2007)에 의하면 Nisbett과 Peng의 심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에서도 중국인의 

사유 방식은 전체적인 것이고 서양인의 사유 방식은 분석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Ji, 

Peng, Nisbett 등 학자들이 ‘Rod and Frame’ 실험을 할 때 중국인의 성적이 미국인

보다 낮은데, 이는 중국인이 판단 상과 배경을 하나의 전체로 인지하기 때문에 개

별 사물을 환경에서 분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37) 이러한 사유 방

식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되는 것은 본고의 고찰 결과 외에도 있다. 彭寧紅(2004)에

서 중국어가 장소를 표현할 때 ‘國家→省→市→街道’ 순으로 가장 큰 단위부터 말

하는데 영어는 이와 반 인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시간에 한 표현

도 중국어는 ‘年→月→日→時→分→秒’처럼 큰 시간 단위가 먼저 나오며 영어와 정

반 가 된다. 이는 중국어는 ‘전체→개체’, 영어는 ‘개체→전체’의 표현방법을 취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중국어는 전체를 더 우선시하는 사유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彭寧紅(2004)에서 주장하였다. 王文斌(2013a)은 중국어의 ‘大’가 다른 언어의 

‘小’, ‘少’와 결합하는 빈도가 너무 낮아서 통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상 개념의 

정도가 약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중국어는 ‘影响不大’처럼 부정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어의 경우도 중국어와 비슷하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3차원 공

간량 척도사의 유표항이 ‘little’를 사용하는 것이 많다. 불가산적인 추상명사는 아예 해

당하는 수량척도사가 없고 완전히 공간척도사 ‘little’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현상에 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36) 예컨  형용사 ‘beautiful’의 비교급은 ‘more beautiful’이다.

37) 侯玉波⋅朱瀅(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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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적 표현에 비해 결합 능력이 더 강한 현상도 중국인의 전체적인 사유 방식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본고의 고찰은 공간척도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중국인이 전체적인 사유 방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는데, 특히 ‘大’의 의미 확장과 사용이 다른 언어보다 

더 많은 까닭을 중국인의 사유 방식 및 문화적 측면에서 찾았다. 한국은 동양 문화

권이므로, 전체적⋅개별적 사유 방식을 취함에 있어서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영어권

보다 전체적이고, 이는 불연속성이 약한 추상명사와 결합할 때 공간척도사의 사용

비율이 중국어와 영어 사이에 있는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

4.3.2.2 공간적 사유 방식

중국어에서 많은 비공간 개념을 표현할 때 한국어와 영어보다 더 공간척도사에 

의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인의 공간적 사유 방식과 중국어의 공간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王文斌(2013b)에 의하면 인도⋅유럽의 전통 철학이 사물의 행위나 동

작을 중요시하는 데 비해 중국은 모든 운동의 주체인 사물을 더욱 중요시한다고 

한다. 예컨  《易經⋅序卦傳》의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우는 것은 오직 만물뿐이다

(盈天地之間者唯萬物。)”라는 구절에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 사유 방식이 잘 구현되

어 있다. 그는 이러한 사유 방식이 언어에도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인도-유럽어

가 시간성 언어인 반면 중국어는 공간성 언어라고 하였다. Clark & Clark(1977, 이

기동 등 역, 1988:496)에서 Berlin(1968)⋅Greenberg(1972) 등의 견해를 인용하여 양

사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낱말로서, 물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범주화시켜준다고 하

였다. 그들은 또한 각 양사가 주로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하였다. Clark 

& Clark(1977, 이기동 등 역, 1988:497)에서 인도네시아어, 라오스어, 타이어의 예를 

들어 양사 분류로 가장 흔히 쓰이는 모양은 ‘둥근(round)’, ‘긴(long)’, ‘납작한(flat)’ 

등의 모양이라고 하였다. 4.1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모양들은 중국어 공간척도

사와 강한 응관계를 가진다. 그 예문을 다시 보자.

(51) a. 一颗大珍珠/一粒小石子/一粒细沙

큰 진주 한 알/작은 돌멩이 한 개/잔 모래 한 알갱이

b. 一根粗绳/一条细线/一根长杆/两条短辫

굵은 줄 한 가닥/가는 실 한 가닥/긴 막 기 하나/짧게 땋은 머리 두 가닥

c. 一块厚木板/一张薄纸

두꺼운 목판 한 장/얇은 종이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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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a)는 ‘大/小/粗’가 둥근 모양의 양사 ‘颗/粒’와의 응관계, (51b)는 ‘粗/细’, ‘长/

短’이 긴 모양의 양사 ‘根/条’와의 응관계, (51c)는 ‘厚/薄’가 납작한 모양의 양사 

‘块, 张’과의 응관계를 보여준다. 즉 중국어는 공간성이 강하며 사물을 공간적인 

속성인 모양을 가지고 분류하고 묘사하는 개념화 방식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영어를 비롯한 많은 인도-유럽어의 명사는 수 범주를 가지고 있으며, 

‘a dog’가 ‘dogs’로 변하는 것과 같이 수에 따라 명사의 형태적 변화가 생긴다. 劉

順(2003:41)에 의하면 공간적 특징에 의해 사물을 계량하는 양사와 달리 수 범주는 

사물을 수량에 의해 계량하는 책략이다. 石毓智(2000:6-7)에 의하면 이러한 통사적

인 차이는 언어 사용집단이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으로부터 비롯되고, 역으로 인간

의 인지방식에 다시 작용하기도 한다. 같은 사물을 보게 되면 영어 화자가 복수 표

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사물의 수에 해 관심 가지는 것과 반

로 중국어 화자는 수 신에 ‘块, 条, 根’ 등 양사의 사용을 결정하기 위해 사물

의 공간적인 특징인 모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38) 그러므로 중국어에서 공간

척도사가 수량척도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며 비공간 영역에서도 더 우선적

으로 선택받는다. 한편 사물의 계량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어는 영어와 중국어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은 중국어 ‘們’보다 

사용범위가 넓으면서 영어에서만큼 수 범주를 강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한국

어는 양사도 가지나 그 사용은 중국어만큼 절 적이지도 않다.39) 박정구(2012)에 

의하면 중국어의 양사는 자생적으로 탄생하였고, 한국어의 양사는 여러 가지 증거

로 볼 때 중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러한 언어 유입의 원인으로 

한자어의 사용,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 처해 있는 점을 제시하였

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언어는 사유 방식을 반영하면서 역으로 언어 사용 집단의 

사유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자와 양사가 한국어로 유입되면서 

한자와 양사 속에 녹아 있는 공간적인 사유 방식도 한국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이 된다면 한국어의 공간성은 중국어

보다 덜하고 영어보다 더한 정도에 있으며, 이는 한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 확장과 

사용도 중국어와 영어 사이에 있다는 인지적⋅문화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확실시되기 위해서는, 한⋅중⋅영 언어 조 방법을 통한 연구를 더욱 많이 

진행하여, 이를 다각도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어 공간척도사가 다른 언어보다 주관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은 

38) 石毓智(2000:6-7) 참조.

39) 박정구(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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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통 철학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劉方(1997), 岑琳(2008), 樊淑敏(2009) 등은 

《論語》, 《老子》, 《易》 등 중국 고  사상을 반영한 중요한 문헌에 나온 문장들을 예

로 들면서 ‘大’와 ‘厚’에 담겨 있는 철학적 사상을 논의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중국 

사람의 전통 우주관에서 하늘과 땅은 지극히 성스러운 존재로 숭배해야 하는 상

이므로 역사상 왕조마다 ‘天地’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하늘과 땅의 특징에 있어서 

하늘은 크고 높다고 생각하는 한편 땅은 두껍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철학에서는 ‘天人合一’, ‘物我合一’의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인간은 하늘과 땅을 연

결하고 있는 존재이며 하늘과 땅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늘⋅땅과 

같은 자연물이 지니는 중요한 공간적 특징은 인간에게 투영되어 사람의 인격도 

‘大’, ‘高’, ‘厚’라는 언어로 묘사하고, 다른 언어보다 주관성이 더 강하고, 사람의 

성품 등 개념영역으로 더 활발하게 확장되었다. 영어 공간척도사도 주관성이 강한 

의미로 확장된 경우는 있으나 중국어만큼 많지 않은 것은 ‘主客分離’, ‘物我分離’의 

철학관과 관련이 있으며 ‘物’의 공간적인 특징과 ‘我’의 내재적인 특징 사이를 중

국어만큼 연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공간척도사의 주관적인 확장이 중국

어와 영어 사이에 있는 것도, 전반적인 철학관이 중국어와 같은 동양철학관에서 출

발하나 중국만큼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어의 한자어에서 ‘천박함, 

고견’ 등은 모두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는 중국어 공간척도에 관한 개념화 방

식은 한자의 전파에 따라 한국어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본 장은 공간척도사와 관련된 개념화 방식을 고찰하였다. 중국어 공간

척도사의 문자적 기원은 공간사물⋅공간이동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한국어 공간척

도사의 어원과도 일치한다. 즉 공간척도 개념의 언어 기호화는 범언어적으로 비공

간 개념을 빌리지 않고, 공간 개념에서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공간사물 개념과 

공간이동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을 가지고 표현하

는지는 중국어와 한국어는 차이가 많다. 또한 중국어는 공간척도 개념을 통해서 매

우 다양한 비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화 방식은 다른 언어와 비

교할 때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다. 보편성은 인간의 비슷한 물리 환경과 인지

능력에서 기인하며, 특수성은 문화마다 특별한 사유 방식과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다. 중국어는 전반적으로 비공간 경험을 개념화할 때, 한국어⋅영어보다 공간척도 

개념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인의 보다 더 전체적 사유 방식, 공간적 

사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天人合一’의 전통 철학관에서도 그 원인을 찾

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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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인지언어학의 시각에서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와 확장 양상을 살펴보

았고, 거기에 반영된 개념화 방식을 논의하였다. 본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어 공간척도사 중 ‘大’, ‘小’, ‘长’, ‘高’, ‘厚’는 갑골문에서 출현하였다. 春

秋戰國시 에 이르러 부분의 공간척도사가 만들어졌고 ‘부피’, ‘면적’, ‘높이’, ‘길

이’, ‘너비’, ‘깊이’, ‘두께’, ‘굵기’, ‘거리’ 등의 모든 공간척도 개념은 독립적인 공

간척도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간척도사 어휘 체계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공간척도 개념이 매우 기본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2)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자형의미는 부분 공간물 혹은 이동 동작의 개념으로

부터 출발하였고, 중국어 공간척도 개념의 문자화는 공간사물과 공간이동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중 ‘大’는 성인을, ‘小’는 먼지를, ‘高’는 높은 건물을, ‘长’은 

머리카락을 상형한 자로, 모두 해당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물을 본뜬 

것이다. ‘短’은 화살과 용기(容器), ‘厚’는 산과 성벽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이 두 

회의자의 각 구성성분도 모두 공간물이다. ‘矮’, ‘宽’, ‘窄’, ‘细’, ‘深/浅’, ‘远/近’은 

모두 형성자이며 义符는 각각 화살을 나타내는 矢, 방을 나타내는 宀, 동굴을 나타

내는 穴, 실을 나타내는 糸, 물을 나타내는 水, 걷는 행위를 나타내는 辵로 모든 义

符 역시 공간물이나 이동 동작을 나타낸다.

한국어 공간척도사의 어원과 비교할 때 두 언어의 공간척도사는 모두 공간사물

이나 이동 동작의 개념과 관련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
동작과 연결되는지는 차이가 크다.

3) 인지의미론의 바탕⋅윤곽⋅탄도체⋅지표 등의 개념을 가지고 공간척도사의 

원형의미인 공간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x차원의 상 공간물을 바탕으로 두고, 이 공간물의 y차원적인 공간량(tr)과 기준

(lm)의 관계를 윤곽으로 부각한다. (x≥y)

공간척도사의 공간의미는 고유한 공간량과 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고유

한 공간량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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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국어 공간척도사 어휘별 공간의미(고유)

배경 공간물의 특징 측정 상 공간량(tr)
측정 상 공간량과 

기준(lm)의 관계

大 2, 3차원 전체 초과

小 2, 3차원 전체 미달

高 3차원 수직 상향축 초과

低 3차원 수직 상향축 미달

矮 3차원 수직 상향축 미달

长 1, 2, 3차원 최 축 초과

短 1, 2, 3차원 최 축 미달

深 3차원 공간물 혹은 집합 수직하향축/수평 내향축 초과

浅 3차원 공간물 혹은 집합 수직하향축/수평 내향축 미달

粗

3차원(원통형) 횡단면 초과

2차원(좁고 긴 모양) 최소축 초과

3차원(알갱이 모양) 전체 초과

细

3차원(원통형) 횡단면 미달

2차원(좁고 긴 모양) 최소축 미달

3차원(알갱이 모양) 전체 미달

厚 3차원 공간물 혹은 집합 최소축 초과

薄 3차원 공간물 혹은 집합 최소축 미달

宽
3차원 비수직 차 축 초과

2차원 제2축(비최 축, 비수직축) 초과

窄
3차원 비수직 차 축 미달

2차원 제2축(비최 축, 비수직축) 미달

다음은 거리를 나타내는 공간척도사의 의미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5-2> 국어 공간척도사 어휘별 공간의미(거리)

배경 공간물의 
특징

참조점의 
특징

측정 상 
공간량(tr)

측정 상 공간량과 
기준(lm)의 관계

远 공간점A 공간점B 무방향 초과

近 공간점A 공간점B 무방향 미달

高 공간점 지표면/수명 수직 상향 초과

低 공간점 지표면/수명 수직 상향 미달

深 공간점 지표면/수명 수직 하향 초과

浅 공간점 지표면/수명 수직 하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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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공간척도사의 선택은 아래의 다섯 가지 요소에 의

해 결정되며 이 요소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고유성/거리 ⟶ 차원성 ⟶ 모양 ⟶ 방향성 ⟶ 축간 비율 

공간척도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두 공간물(혹은 공간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

인지 아니면 한 공간물의 고유한 공간량을 측정하는 것인지가 일차적으로 고려해

야 하는 요소이다. 한 공간물의 고유한 공간량을 측정하는 경우에 다시 해당 공간

물의 바탕과 윤곽이 몇 차원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바탕이 3차원의 공간물이

라면 모양을 고려해야 한다. 구형의 전체 공간량은 ‘大/小’, 입자 모양의 전체 공간

량과 막 기의 단면 공간량은 ‘粗/细’, 납작한 모양의 최소축의 공간량은 ‘厚/薄’로, 

이처럼 각각 특정한 공간척도사를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별한 모양을 제외한 다른 모양의 공간물일 경우 수직적 방향성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수직 상향축의 공간량은 ‘高/低(矮)’, 수직 하향축의 공간량은 

‘深/浅’으로 표현한다. 수직적 방향성이 없는 축의 공간량은 축간 비율에 따라 공간

척도사를 선택한다. 공간척도사의 개별 어휘는 이상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서로 변별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므로 매우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의미 체계를 

이루고 있다. 

5) 공간척도사의 이러한 원형의미가 공간영역에서 감각⋅시간⋅사건⋅추상⋅주

관영역 등 다양한 인지영역으로 폭넓게 투영됨에 따라 여러 확장의미를 가지게 된

다. 이러한 의미 확장의 과정에서 사물은유⋅그릇은유⋅지향적 은유⋅구조적 은유⋅
주관화 등의 인지적 기제가 작용하게 되었고, 이는 신체적⋅인지적⋅문화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6) 이와 같이 중국어 공간척도사의 의미 확장은 공간척도를 통한 비공간 경험의 

개념화 방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화 방식을 한국어⋅영어와 조할 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나 공통점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각 언어의 개념화 

방식에 보편성이 보이는 것은, 인류가 비슷한 물리적 경험을 하고 공통적인 인지능

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점이라면 지각, 시간 및 추상물에 한 개념화에 

있어서 중국어가 한국어와 영어보다 공간척도 개념에 더욱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인이 전체적이고 공간적인 사유 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각 언어에서 공간척도사와 관련된 개념화 방식이 인간의 통일한 물리 

경험과 인지능력에 의해서 보편성도 존재하지만, 인지적⋅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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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 개념을 통해서 비공간 개념을 이해하는 개념화 방식은 인지언어학에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념화 방식에 한 연구는 공간

위치 개념을 나타내는 방위사나 전치사에 집중되어 왔다. 공간척도사는 매우 기본

적인 공간척도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로서, 사용빈도, 의미 확장, 어휘의 핵심적 지

위 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간척도사의 의

미와 개념화 방식에 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고는 중

국어 공간척도사 전체를 상으로 삼고, 이들 어휘의 자형의미⋅공간의미⋅확장의

미를 살피고 이에 반영된 공간척도 개념과 비공간 경험의 개념화 방식을 논의하였

다. 더 나아가 한국어⋅영어의 개념화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편성과 상 성을 

규명하였고 아울러 그것의 물리적⋅문화적⋅인지적 근거도 밝혔다. 이로써 공간어 

의미 연구 및 공간과 관련된 개념화 방식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본고가 고찰한 개별 공간척도사의 확장의미와 개념화 방식에 한 연구는 여전

히 불완전하다. 이는 관련된 개념화 방식이 매우 방 하므로 모두 다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은 문제는 더 많은 언어의 공간척도 표현에 해 더욱 폭

넓게 조사하여 유형학의 시각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공간척도 개념과 관련된 개념

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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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代汉语空间量度词语义及概念化研究

首尔大学 中文系

张 佳 颖

本文以认知语言学为理论基础，旨在考察现代汉语空间量度词的语义及相关的概念化

方式。认知语言学主张语言反映的是人对客观世界的概念化，而这种概念化又是建立在身

体经验的基础上的。在各种体验当中，空间体验是最为基本的一种，语言中的诸多范畴的

表达都是通过借用空间概念的表达得以实现的。借助空间概念去理解更为复杂的、难以认

知和表达的非空间概念，是一种极为普遍的、跨语言的概念化方式。对这种概念化方式的

研究在认知语言学界备受瞩目，也取得了丰硕的研究成果。但这一领域的研究，多集中于

空间方位概念和空间移动概念，而对空间量度概念的生成与扩展的研究还处于起步阶段。

基于此，本文将研究对象确定为表达空间量度概念的词汇——空间量度词，通过对空间量度

词的语义及语义扩展的考察，探索汉语中与空间量度范畴相关的概念化方式。

空间量度词是指原型义为对存在于维度空间中的物体所占据的空间量、或两物体之间

距离的量进行量度的词汇。根据句法及语义标准，本文确定了“大/小”、“长/短”、“宽/
窄”、“高/低(矮)”、“厚/薄”、“深/浅”、“粗/细”、“远/近”八对空间量度词，并以此作为本

文的研究对象。本文首先从字形义、原型义、扩展义三方面对各对空间量度词的语义进行

了系统考察。字形义是这些词汇作为“字”的语源义，通过对字形义的考察，本文发现，汉

语空间量度词的字形都取自具体的事物或行走的动作。也就是说，空间量度概念在文字化

的过程中，借助了空间概念中更为具体、更为形象化的下位范畴空间事物和空间移动，而

并不借助于非空间概念。这体现了空间概念的基础性地位。原型义和扩展义是共时层面上

空间量度词的词汇义。本文首先确认空间量度词的原型义为空间量度义，之后运用认知语

义学的基体、侧面、射体、地标等概念对空间量度词的原型义进行了系统详尽的考察，并

提出如下语义结构描写模式：

以x维空间物体为基体，突显该空间物体的y维空间量(射体)与参照标准(地标)之间

的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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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这一模式，本文对空间量度词的原型义进行了描写，并给出了意象图式。

在此基础上，本文考察了空间量度词的意象图式从空间域向感觉域、时间域、时间

域、抽象域、主观域扩展而产生的若干扩展义，认为扩展的认知机制可细分为事物隐喻、

容器隐喻、方向隐喻、结构隐喻和主观化，并探讨了语义扩展的认知理据。

最后，本文对汉语空间量度词所体现的借助空间量度理解并表达非空间范畴的概念化

方式进行了梳理，并与韩国语、英语进行了对比分析。结果表明，三种语言的空间量度词

所体现的概念化方式有同有异，其中“同”是主要的。这种普遍性源于我们共处于同一个客

观世界，因而有着大致相同的物理经验，同时又拥有相同的认知能力。而“异”主要体现在

与韩国语、英语相比，汉语的空间量度词在表达感觉、时间及抽象物时可结合的名词更为

广泛，扩展义更多，使用频度也更高，此外主观性的扩展义更为丰富，这说明在对感觉、

时间、抽象物以及主观性范畴的概念化认知方面，汉语比韩国语、英语对空间量度范畴的

依赖更强。对于这种现象产生的原因，本文从汉语使用者更侧重整体性及空间性思维方式

的角度进行了阐释。

与现有的研究成果相比，本文不仅以全体汉语空间量度词为研究对象，考察了这些词

汇的字形义、空间义及扩展义，分析了其体现的空间量度范畴的相关概念化方式，还进一

步与韩国语和英语做了对比分析，探究了其中的普遍性及相对性，对现象背后的原因做出

了阐释。因此，本文对空间概念词汇的语义研究，乃至概念化方式的类型学研究都具有一

定意义。

关键词：空间维度词，概念化，语义扩展，原型义，扩展义，隐喻，主观化、整体性认知

方式，空间性认知方式

学  号：2006-3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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