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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현대중국어에서 ‘一’는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다양한 비수적(非數的) 의미를 나

타낸다. ‘一’는 일부 명사 이외에 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고 양사 중첩형식이나 동

사 중첩형식에도 삽입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一’는 단순히 수적(數的)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특수한 의미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

금까지 ‘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각각의 개별 구조에 한정하여 단편적으로 진행

되었거나 구조의 의미를 ‘一’의 의미로 단정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먼저 각 구조의 의미특징을 파악한 다음, 각각의 구조에 쓰인 ‘一’

의 의미특징을 탐구하고, 각 의미특징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냈다. 

‘하나’라는 의미에서 여러 의미로 확장되는 현상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영어 등의 언어에도 존재한다. 이런 언어 보편성을 고려하면 인류가 ‘하나’에 대

한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유사한 사유방식을 통해 의미 확

장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

하여 인류의 인지능력과 언어의 접한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인지언어학의 관점

을 받아들이고, 이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一’를 포함하는 ‘一+N+X’, ‘一+VP’, ‘一MM’, ‘V一V’ 등 네 가지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구조에서의 ‘一’의 의미기능을 인지언어학적 관

점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각 구

조의 ‘一’의 의미특징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현대

중국어의 여러 구조에서 나타나는 ‘一’의 의미기능을 정확하게 밝히려면 ‘하나’에 

대한 인지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심리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영

상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이를 위하여 우선 ‘一+N+X’ 구조에 대한 의미 분석을 통해 ‘一’의 ‘영상도식’을 

구상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영상도식’은 ‘하나’에 대한 인간의 인지과정에서 형성

된 심리패턴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一’가 명사나 동사와 결합할 

때 모두 ‘양화’의 의미기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양화’는 ‘영

상도식’에서 나타나는 동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一’를 포함한 중

첩 형식인 ‘一MM’과 ‘V一V’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一MM’과 ‘MM’, ‘V一V’와 

‘VV’의 의미 비교연구를 통해 두 중첩형식에서 ‘一’가 ‘지시성’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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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혀냈다. 여기서 ‘지시성’은 ‘一’의 ‘영상도식’에서 나타나는 정태적인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끝으로, ‘一’는 ‘一+NP/VP’구조에서 ‘양화기능’을 나타내지만, 관찰

자의 시선이 양화 과정의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큰 양’과 ‘작은 양’의 두 가

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一’는 다른 숫자와 달리 양화 과정에 개체의 완전성에 

대한 확인 과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 정반대의 해석 결과는 주관성과 접한 관계를 지니며, 이는 ‘一’의 ‘영상도

식’이 가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구조 속에서 ‘一’의 의미특징은 모두 양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과 결론은 ‘一’와 관련한 현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잡한 언어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심층적

으로 단일한 인지 모형이 복잡한 언어 현상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인류가 유한한 

언어형식으로 무한한 의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一’, 양화, 개체량, 전체량, 영상도식, 공간범주, 시간범주, 인지과정, 

상황구조, 의미기능, 지시성, 특정성, 개체성, 주관성

학  번 : 2008-3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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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현대중국어에서 ‘一’는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現代漢語頻率詞

典》에 따르면 현대중국어 8000개의 상용어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휘는 

조사 ‘的’이고, 그 다음으로 ‘了’와 ‘是’가 있으며, ‘一’는 그 뒤를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고빈도 어휘이다. 또한 ‘一’는 의미항이 매우 다양하다. 《漢語大詞

典》은 ‘一’의 의미로 31개의 의미항을 제시하였고, 《辭海》에는 22개, 《現代漢語詞

典》에는 10개의 의미항이 제시되어 있다. 고대중국어에 비해 현대중국의 ‘一’는 

의미항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다른 수사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의미항을 가지고 

있다. ‘一’의 의미항 가운데 ‘가장 작은 양의 정수’라는 의미 이외에 나머지 의미

항은 개체의 수량이 아닌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一’는 다

른 수사와 달리 다양한 품사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고정된 구조에 사용되기도 

한다. 현대중국어에서 ‘一’를 사용한 다음 예문을 보자.

(1) 一屋子书她都看完了。 (一+N+X)

온 방 안의 책을 그녀가 다 보았다.

(2) 他一看就明白了。 (一+VP)

그는 보자마자 한 번에 이해했다.

(3) 一架架飞机在蓝天飞翔。 (一MM)

비행기가 한 대 한 대 파란 하늘을 날고 있다. 

(4) 你去跟他说一说吧。 (V一V)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말 좀 한번 해 봐.

위의 예문을 보면 ‘一’는 (1)처럼 명사와 결합할 수 있고 (2)처럼 동사와 결합할 

수도 있으며, (3)처럼 양사 중첩형식인 ‘MM’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 (4)처럼 동사 

중첩형식인 ‘VV’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다. 朱德熙(1982:50)는 예문 (1)의 ‘一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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书’에서 ‘一’를 다른 수사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一’가 단순한 수량 의미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의 기준을 적용해봤을 때, (2-4)의 ‘一’ 

또한 다른 수사와 바꿀 수 없으므로 단순한 수량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현대중국어에서 ‘一’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조들을 심

도 있게 고찰하고, 이를 통해 ‘一’의 본질적인 의미기능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삼

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예문(1)과 같은 ‘一+N+X’구조1)의 ‘一’를 ‘가득하다’의 의미

로 설명하였고, 예문(2)에 해당하는 ‘一+VP’구조에서의 ‘一’는 동작의 양이나 시간

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一MM’과 ‘V一V’형식에 대해서는 각각 

양사 중첩형식인 ‘MM’과 동사 중첩형식인 ‘VV’의 변형체로 보는 연구자들이 많

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一MM’과 ‘MM’, ‘V一V’와 ‘VV’ 각 

형식간의 차이를 논하는 데 집중하였고, ‘一MM’과 ‘V一V’ 형식의 ‘一’가 어떤 의

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처럼 ‘一’에 대한 연

구들은 대부분 개별 상황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분석, 고찰을 진행하는 것에 그쳤

다. 각 구조에서 ‘一’가 어떠한 공통적이고 심층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각 구

조 중의 ‘一’의 의미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혀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복잡한 언어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一’의 원천적인 의미를 찾고, ‘一’의 여러 의미

특징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한층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一’의 의미기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첫째, ‘一’와 명사가 결합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一屋子

书’와 ‘一碗饭’은 모두 ‘一’가 명사와 결합한 구조이지만 전자의 ‘一’는 ‘가득하다’

는 의미를 나타내고, 후자의 ‘一’는 ‘하나’라는 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

러나 ‘하나’라는 의미에서 ‘가득하다’의 의미가 도출되는 원리나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一’가 ‘가득하다’라는 뜻의 ‘滿’

과 공기하는 예를 다소 찾아볼 수 있다.

 1)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一’가 명사와 결합한 구조를 ‘一+N+X’로 표시한다. ‘一+N’ 뒤의 

성분은 주로 명사일 경우가 많지만 일부 형용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N’으로 표시하지 

않고 ‘X’로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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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我们谈话的那间房很特别, 有满满一墙的书。 (《当代报刊》  1994)

우리가 이야기 나누던 그 방은 매우 특별했다. 벽면이 온통 책으로 가득

했다.

만약 ‘一’와 ‘满’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언어경제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

므로 (5)와 같은 예문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5)와 같이 ‘一’와 ‘满’이 

동시에 사용되는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두 어휘가 서로 다른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1)이 다음과 같이 확장되면 비문이 되는 현

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一屋子书和录像带她都看完了。

위 (1)과 (6)은 모두 ‘一+N+X’구조를 포함한다. 또한 두 예문 중의 ‘N’에 해당하

는 것은 모두 ‘屋子’이다. 기존 연구 가운데 다수는 ‘一+N+X’구조에서 ‘一’가 ‘가

득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전제하에 ‘N’의 의미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

였다. 따라서 ‘N’에 해당하는 성분이 ‘屋子’로 동일하더라도 (1)은 성립 가능하고 

(6)은 성립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동일한 

‘N’이라 할지라도 뒤의 ‘X’에 따라 문장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구조 중의 ‘一’가 ‘X’에 어떠한 의미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측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一碗饭’과 같은 예문도 ‘一+N+X’구조에 속하는데, ‘一碗饭’의 ‘一’는 수량 

의미를 나타내므로 ‘一屋子书’의 ‘一’가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형식이 유사하면 의미도 유사할 수 있다는 인

지언어학적인 규칙2)에 따르면 두 구조 간에 의미적인 유사점도 존재하기 마련이

다. 그 유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一’가 문장의 의미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一’의 원천

적인 의미기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런 의미기능이 

뒤의 ‘N’, ‘X’와 같은 성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2) 인지언어학의 도상성(iconicity) 원리를 따르면 언어의 구조는 개념의 구조를 직접 반영하

고 언어 구조와 개념 구조의 사이에 닮음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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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一’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一+VP’구조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존

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사 앞에 위치한 ‘一’가 동작의 시간적인 특징을 나타

낸다고 주장하면서 상(aspect)적인 의미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하

지만 ‘一’의 구체적인 상표지 기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

는다. 殷志平(1999)은 ‘시작상(始點體)’, 李宇明(2000)은 ‘최근완성상(最近完成體)’, 

陳光(2003)은 ‘순간실현상(瞬時實現體)’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陳前瑞, 王繼红(2006)은 동사 앞의 ‘一’가 ‘완성상(完成體perfect aspect)’

과 ‘완정상(完整體perfective aspect)’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3) 동사 앞에 

위치한 ‘一’가 시간적인 상 의미 이외에 동작의 양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

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一+VP’구조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어

느 하나의 주장만으로 모든 문형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你一回家就给我打电话。
집에 가자마자 나한테 전화 해.

(8) 我一看书就犯困。
나는 책만 봤다하면 잠이 온다.

기존 연구처럼 (7)의 ‘一’는 ‘최근완성상’으로 보고, (8)의 ‘一’는 ‘시작상’으로 본

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동일한 ‘一+VP’구조의 ‘一’가 정반대의 

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까닭은 무엇인가? ‘최근완성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시

작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면 동작이 어느 단계에 처하는 것인지 불확실하게 되는

데, 그럼에도 동사구 앞의 ‘一’를 상적인 의미로 귀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양적

인 각도에서 볼 때 ‘回家’라는 동작이 지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一’로 동작의 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처럼 뒤의 동사구나 후속문의 유형에 따라 ‘一’의 의미적 특

징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여러 주장만으로는 모든 ‘一+VP’구조

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동일 형식 내부의 ‘一’가 공통적인 의미기능을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공통점을 찾아내지 못해서 

 3) 陳前瑞, 王繼紅(2006)은 유형학적인 각도에서 보았을 때 후속문이 있는 ‘一+VP+XP’의 경

우에는 ‘一’가 ‘완성상(完成體)’을 나타내고, 후속문이 없는 ‘一+VP’의 경우에는 ‘一’가 ‘완

전상(完整體)’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완성상은 사건의 발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현재 발

화 시간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문맥에서 ‘배경’의 역할을 한다. 반면 완전상은 사

건의 발생만 나타내며 문맥에서 ‘전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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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분분하다. 

또 동사와 결합한 ‘一’와 명사와 결합한 ‘一’가 의미상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있는 상황이다. 동사는 시간적 층위에 표상

되고 명사는 공간적 층위에 표상되는 것으로, 각각 서로 다른 차원임에도 불구하

고 둘 모두 ‘一’의 수식을 받는다. 따라서 이때의 ‘一’가 어떠한 공통적인 의미특

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심해보아야 한다. 이처럼 ‘一’가 

가지는 의미기능의 연관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는 작업 또한 본고의 연구 목적 

중 하나이다. 

셋째, ‘一’가 중첩 형식에서 어떠한 의미기능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

다. ‘一MM’형식에서 ‘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一MM’과 ‘MM’의 차이점

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一MM’을 

‘MM’의 변형체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一MM’을 양사중첩형이 아닌 수량

구 중첩형인 ‘一M一M’에서 ‘一’가 생략된 형식으로 보는 견해이다.4) 전자는 ‘一

MM’ 중 ‘一’의 의미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一’를 수량 의미로 보고 있

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다음 예문처럼 ‘一MM’ 중의 ‘一’를 생략할 수 없

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9) a. 一个个雕像形态各异, 神采各不相同。
모든 조각상들은 형태가 각각 다르고, 표정도 서로 다르다.

b. *个个雕像形态各异, 神采各不相同。 
(10) a. 他的头发一根根地都变白了。

그의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모두 하얗게 새었다.

b. *他的头发根根地都变白了。

(9a, 10a)의 ‘一MM’형식을 (9b, 10b)처럼 ‘MM’으로 바꾸면 모두 성립하지 않는

다. 이처럼 ‘一MM’을 ‘MM’으로 단순 치환할 수 없다는 점은 ‘一’에 어떠한 의미

상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一MM’에서의 ‘一’가 무의미한 잉여 성분

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4) 王力(1985)은 ‘一个个’와 ‘一個一個’를 동일한 형식으로 보고 있고, 華玉明(1994)은 ‘一

MM’은 수사와 양사중첩의 조합이 아닌 수량구 ‘一M’의 중첩형식인 ‘一M’一M’의 생략형

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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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든 ‘一MM’이 ‘一M一M’과 호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 a. 他很沉稳地把三杯酒一杯一杯地喝了下去。
그는 침작하게 세잔의 술을 한 잔 한 잔 마셨다.

b. ??他很沉稳地把三杯酒一杯杯地喝了下去。
(12) a. 一架架飞机在蓝天飞翔。

비행기가 한 대 한 대 파란 하늘을 날고 있다.

b. ?一架一架飞机在蓝天飞翔。

‘一MM’이 ‘一M一M’의 생략 형식이라면 위의 (11b), (12b)와 같은 예문도 모두 

자연스럽게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형식을 상호 호환한 이후에 어색해지는 

이유는 ‘一MM’의 ‘一’와 ‘一M一M’의 ‘一’ 사이에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一MM’은 단순한 양사중첩형 ‘MM’의 변형체로 보기도 어렵고, 수량

중첩형 ‘一M一M’의 생략형으로 보기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따라서 ‘一

MM’의 ‘一’가 어떠한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그래야 ‘一MM’과 ‘MM’ 두 형식 간의 의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一

MM’의 ‘一’와 ‘一M一M’의 ‘一’ 사이에 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음절 동사 중첩형식 ‘VV’와 ‘V一V’의 차이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이들은 

‘VV’가 ‘V一V’에서 ‘一’를 생략한 형식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정반대의 주

장,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논쟁의 핵심은 ‘V一V’ 중 ‘一’의 역할을 어떻게 보

고 있느냐에 있다. ‘V一V’의 ‘一’를 생략해서 ‘VV’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견해

는 ‘一’가 허화되며 일정한 어음 조건하에서 탈락되므로 ‘VV’가 되었다는 것이

다.5) 이와 달리 ‘VV’가 ‘V一V’에서 ‘一’을 생략한 형식이 아니라, 동작의 양을 나

타낸다는 견해도 있다.6) 

 5) 王力(1985:326)에 따르면, 동사중첩 ‘VV’형식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로부터 

‘조금’, ‘약간’, ‘시도’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그러나 애초에 ‘VV’ 사이에 ‘一’가 있었기 때

문에 동사 중첩형식의 가장 원천적인 의미는 시간이 짧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陈建民(1984)에 따르면, ‘V一V’의 ‘一’는 가볍게 발음하기 때문에 자주 

탈락 되어 ‘VV’형식으로 변한다. 이 또한 ‘V一V’와 ‘VV’를 동일한 형식으로 본 의견이

다.

 6) 徐正考(1990)는 ‘짧은 시간’이나 ‘시도’를 나타내는 ‘VV’형식이 송대 이전인 당오대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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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대중국어에서 ‘V一V’형식과 ‘VV’형식은 많은 경우 호환 가능하다. 그러

나 실제 사용분포를 조사해보면 이들 간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일부 

문맥에서는 호환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3) a. 主席晚年既不打扑克也不打麻将, 除了看看书, 就是看看电影, 听听音乐。
주석은 노년이 되자 카드놀이도, 마작도 하지 않았다. 책을 좀 읽는 것 

외에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b. ？主席晚年既不打扑克也不打麻将, 除了看一看书, 就是看一看电影, 听一

听唱片。
(14) a. 你叫他生生孩子, 他就知道做母亲的辛苦了。

그 사람에게 애를 한번 낳아보라고 해봐. 그래야 그 사람도 어머니의 

고통을 알 수 있지.

b. *你叫他生一生孩子, 他就知道做母亲的辛苦了。

위 (13)처럼 ‘VV’형식을 ‘V一V’형식으로 바꾸면 어색해진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生’은 원래 반복할 수 없는 동사로 중첩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14a)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쓰일 수 있고, 대신 (14b)처럼 ‘V一V’형식으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7) 이처럼 ‘V一V’와 ‘VV’ 사이에는 형식상 ‘一’의 유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차이 또한 ‘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V一V’형식 중의 ‘一’는 구체적인 동작의 횟수를 가리킬 수 없

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동작의 짧은 양’이라고 설명한다면 ‘VV’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다면 ‘VV’와 ‘V一V’ 두 형식이 화용적인 측면

과 통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의 견해와는 모순된다. 

따라서 ‘V一V’형식 중 ‘一’의 의미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두 형식 간

의 차이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형식 간 호환이 불가능한 상황

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하였듯이 각 구조 중의 ‘一’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는 다소 진행되

써 출현하였고, 그 형식은 동작이나 동작의 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V一V’의 생략 

형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V一V’중의 ‘一’는 수량의 의미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주장이다. 

 7) 劉月華(2001)는 반복할 수 없는 동사의 예를 몇 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동사는 중첩 형식

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3.2.1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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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재고

찰하고 ‘一’의 진정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구조에 출

현하는 각각의 ‘一’는 의미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런 의미특징이 어

디에서 근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1.2 선행 연구

수사 ‘一’는 수적(數的) 의미 외에 다양한 비수적(非數的)인 의미로도 쓰이기 때

문에 연구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연구의 방향과 결과도 다양하다.

‘一’라는 한자는 갑골문에 이미 나왔듯이 언어사용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一’가 이른 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어떤 용법으로 쓰이고 있었는

지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런 기원적인 의미가 현대중국어에 쓰인 ‘一’의 의미 확

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다. 또한 ‘一’는 많은 의미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의미항 간의 연관성과 그 확장 경로에 대한 문제도 연구

자의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전에서 ‘一’의 의미항을 설명할 때에 

주로 ‘一’를 포함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특정한 구조에 등장하는 ‘一’의 의미특징

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一’의 의미특징과 관련된 연

구도 많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주로 ‘一’가 포함된 구조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

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2.1 기원에 한 연구

‘一’는 예부터 지금까지 자형의 변화가 가장 적은 한자로 봐도 무방하다. 갑골

문에 하나의 가로획으로 쓰인 ‘一’는 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에 획을 

추가하여 ‘二’과 ‘三’도 형성되었다.8) 고대 중국인은 원시적인 계산 활동 중에 새

끼줄의 매듭으로 수를 기록하다가 나중에 이를 부호화하여 ‘一’와 같이 수를 나타

내는 한자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대에 이르러 ‘一’에 많은 의미항이 생겨

났지만 기원적인 의미는 역시 ‘가장 작은 수’로 보아야 한다.

 8) 郭沫若(1982)는 한자의 숫자는 손가락 모양을 본　떠서 만든 것이고 나중에 숫자부호로 추

상화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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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오래 전 체계적으로 구성된 자전인 《說文解字》는 문자의 본래의 

의미를 중시하였다. 《說文解字》는 ‘一’를 기본적인 수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추상적인 의미로 풀이하였다. 

一, 惟初太始. 道立於一, 造分天地, 化成萬物.

‘一’은 처음의 태극太極이다. 道는 一에 근거하여 천지를 나누고 만물을 만

들었다. 

許愼은 9353개 篆文을 540개 부수로 귀납하면서 ‘一’를 첫 번째 부수로 배치하

였다. 이것은 아마도 고대 중국인들이 철학적으로 ‘一’를 만물의 근원이라는 원천

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전은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구서이므로 고전에 나온 용례를 통해 역으로 《說文解字》의 풀이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說文解字》에서 ‘一’의 의미를 도(道)와 긴 하게 연관시켜 풀이

한 것은 《老子》 등의 도가류 서적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老子》  42장에는 

‘도(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道

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 또한 ‘一’와 도(道)의 

긴 한 관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一’가 ‘도(道)’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一’에서 ‘도(道)’가 생겼는지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보이지만 許慎이 이해하고 

있는 ‘一’는 ‘모든 사물의 시작’이므로 ‘一’를 원천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노

자의 ‘도(道)’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尹振環(1994)은 《馬王堆漢墓帛書老子》에서 

‘一’가 15번 출현하는데, 총 다섯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ⅰ) 하나 

ⅱ) 일관되다, 통일되다, 시종일관 동일하다.

ⅲ) 천지만물이 형성되기 이전의 혼돈 상태의 하나의 덩어리.

ⅳ) ‘一’는 곧 ‘도(道)’로서, 아직 형체를 갖추지 못한 형상.

ⅴ) ‘덕(德)’의 순일함, 하나로 관통되는 성질

《老子》에 출현하는 ‘一’의 의미는 다양하며 첫 번째 수사 의미 외에는 모두 추

상적인 의미이고 ‘도(道)’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一’는 ‘도(道)’를 직

접 가리킬 수도 있고, ‘도(道)’가 가지고 있는 ‘일관되다’, ‘일치하다’, ‘동일하다’, 

‘단일하다’ 등의 의미도 표현할 수 있다. ‘一’에 대한 許慎의 설명도 《老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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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후에 제자백가들이 도가(道家) 사상 중의 

‘一’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

다.9)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0)

《莊子⋅天下》: 主之以太一. (태일太一을 중심으로 하다.)

《莊子⋅秋水》: 萬物齊一.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

《淮南子⋅詮言》: 一也者, 萬物之本也, 無敵之道也.

(‘一’라는 것은 만물의 근본이고 적이 없는 도이다.)

《列子⋅無端》: 一者形變之始也.

(‘一’라는 것은 형체 변화의 시작이다.)

즉 기원적으로 추적하면 고대 중국인들은 ‘一’를 통해 숫자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원시적인 우주관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尹振环(1994)에 따르면 전국 중후기부터 ‘一’의 내포적인 의미에 질(質)적인 변

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군주의 중앙집권 사상이 성행하면서  ‘一’는 정치, 경

제, 사상, 문화, 군사 등과 연관되어 ‘집중되다’, ‘획일적이다’라는 의미가 부각되었

다. 그는 다음과 같은 용례를 제시하였다. 

杜牧《阿房宮賦》: 六王畢, 四海一。
(여섯 왕이 모두 망하고 천하는 통일되었다.)

孟子《梁惠王上》: 孰能一之？不嗜杀人者一之。
(누가 통일할 수 있는가? 살인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통

일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논의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一’는 예로부터 철학, 종교, 정치 등 

풍부한 문화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다

양성이 후대의 ‘一’의 용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閻文文(2010)은 수사 ‘一’의 다양한 의미가 고대 중국인의 생활 관념이나 사유 

방식 등 다방면의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선진시대 사람들은 

 9) 尹振环(1994) 참조.

10) 이하의 예문은 尹振环(1994)와 曹成龍(2006)에서 재인용.



1. 서론   11

‘一’가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원초,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曹成龍(2006)은 ‘一’가 도가 사상에서 가

장 원천적인 혼돈의 우주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전체(整體)’와 ‘분화되지 않음

(未分化)’ 등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李全祥(2001)은《莊子⋅齊物

論》의 ‘天地與我並生, 萬物與我爲一(천지는 나와 공생하고, 만물은 나와 하나가 된

다)’라는 문장에서 ‘一’가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중국인의 심리에 통일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一’의 ‘시작하다’, ‘전체’, ‘동일하다’ 등의 의미는 ‘一’의 가장 기본적 의

미인 숫자 ‘하나’와의 관련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논의대로라면 문화적

인 의미로 어휘적인 의미를 설명하게 되므로 결국은 순환논증의 함정에 빠질 우

려가 있다. 

왕남(2011)은 현대중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一’에 대해 고대 중국인이 ‘一’에 

부가한 문화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연원을 찾았다. 예를 들면 고대 중국인이 가

지고 있었던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은 서로 다른 개체들이 하나의 조화로운 전

체로 결합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一’는 전체적인 표현과 개체적인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一’가 나타내는 기원적 의미나 만물의 법칙과 

관련된 의미는 모두 크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작게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대중국어의 ‘一’도 주관적인 

큰 양과 작은 양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대중국어의 ‘一’가 ‘큰 양’과 ‘작은 양’이라는 두 가지 정반대의 양(量)을 나타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는 ‘一’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추상적인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국어 ‘一’가 이미 ‘우주

관’과 관련된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큰 양’, ‘작은 양’으

로 어떻게 변천해 온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지 

근거 없는 추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대이든 현대이든 ‘一’를 통해 정반

대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심층적인 근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一’는 중국 고대 문화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분

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후대의 언어 사용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一’의 의미기

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

우며, 설득력 있는 효과적인 해석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추상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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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타 수사에서는 부각되지 않는 반면, 오직 ‘一’에서만 부각되는 점에 대한 근

원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一’에 관한 기원적인 연구들은 현대

중국어의 ‘一’의 의미기능을 밝히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2.2 의미 확장에 한 연구

고대중국어에 나타나던 ‘一’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 몇 가지는 현대중국어에 들

어와서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一’는 여전히 다른 수사에 비해 많은 비수적 의미

항을 나타내고 있다. ‘一’의 각 의미항 사이의 내재적인 연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常青(1989)은 고대중국어 언어자료

를 대상으로 《說文解字》, 《辭源》, 《辭海》, 《漢語大詞典》  등의 사전에 나온 ‘一’의 

의미항을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一’의 의미는 크게 ‘전체’와 ‘부분’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說文解字》의 해석에 근거하면 ‘一’가 하나의 혼돈된 우주를 가

리키므로 이로부터 ‘전체’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고, 《辭源》의 ‘數之始也(수의 시

작이다)’라는 해석에 근거하면 ‘一’가 전체 수에서 분리된 의미를 나타내므로 ‘부

분’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는 ‘一’의 가장 기원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전체’와 ‘부분’을 기준으로 ‘一’의 모든 의미항을 두 그룹으

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一’

의

의

미

‘ 체’의미에 

속한 의미항:

(1)相同; (2)专一; (3)全, 满; (4)统一; (5)联合; (6)十分, 很; 

(7)程度副词: 全, 都; (8)一直, 始终; (9)竟然; (10)只要

‘부분’의미에 

속한 의미항:

(1)表示人或事物的数; (2)事物的序数; (3)独; (4)时间副词: 初, 开

始; (5)动作的数; (6)行为动作的序数; (7)另一

<도표1> ‘전체’와 ‘부분’을 기준으로 한 ‘一’의 의미항 분류

사전에 있는 ‘一’의 의미항들을 위처럼 두 그룹으로 나누면 ‘一’의 의미특징을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라는 문화적인 개념이 다른 의미항들과 

거의 동시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적인 의미가 원초적인 것이고, 그로부터 다

른 의미항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추상화된 문화적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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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미로 설정하고 나머지 덜 추상화 된 의미를 확장 의미로 보는 것은 사람의 

인지 규율에 어긋난다. 부사로 쓰인 ‘竟然’이나 ‘只要’라는 의미항이 ‘전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보이지 않고 확장 경로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張楠(2008)은 ‘一’의 다양한 의미들이 ‘기수’와 ‘서수’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에

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수’와 ‘서수’를 기준으로 ‘一’의 모든 의미항을 범

주화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一’

의

 

의

미

‘기수’의미에 

속한 의미항:

(1) 全部; 范围副词(全、皆、都); (2) 同一、均一、统一、专一; 

(3) 另一、每一; (4) 动作发生一次; (5) 时间副词或关联副词

‘서수’의미에 

속한 의미항:

(1) 第一; (2) 程度副词(甚、极); (3) 情态副词(竟然); (4) 哲学的

“一”(表示世界的本源状态)

<도표2> ‘기수’와 ‘서수’를 기준으로 한 ‘一’의 의미항 분류

閻文文(2010)도 인지의미론적인 해석 방식에 근거하여 ‘一’의 의미망을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一’에 나타난 비수적인 의미항이 모두 수 의미에서 나온다고 주

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 확장 방식을 제시하였다.

一(最小正整数) 第一、单一、另一

全、满

一致、相同、统一 专一、纯一 

<도표3> ‘一’의 의미 확장 경로

위 표는 ‘一’의 여러 의미항 사이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一’를 하나의 단위로 볼 때, ‘一’가 ‘전부’, ‘동일하다’, ‘통일적이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생 경로를 유추

하는 데 있어서 언어 사실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도표3>

처럼 은유적인 투사로 설명하면 두 인지역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이나 유

사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의 논의도 빠져 있어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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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자들은 ‘一’의 각 의미항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존재한

다는 점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성

이 존재하는지, 그러한 연관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약

한 상태이다. 

1.2.3 의미특징에 한 연구

앞에서 살펴본 의미 확장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전에 나온 의미항들을 대

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전에 수록된 의미는 개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一’가 여러 가지 구조에서 사용될 때의 동태적인 의미를 반영하지는 못한

다. 그러므로 ‘一’가 실제 문장 속에서 쓰일 때 어떠한 의미특징을 나타내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一’의 기원에 대한 연구나 의미 확장에 

대한 연구에 비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의미특징에 관한 연구는 대략 두 영

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양(量)’적인 의미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상(相)’적인 

의미특징이다. 

龍景科(2008)는, ‘一’는 ‘양(量)’을 나타낼 수 있는데 논리적인 ‘하나’의 양을 나

타낼 때는 논리 값 수사로 보고, ‘하나’의 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보다 크거나 

적은 양을 나타낼 때는 비논리 값 수사로 보고 있다. ‘一’가 비논리 값 수사로 쓰

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의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a) 전체량 의미 “一+借用量词”

(b) 확대된 양 의미 “一+量”, 包括重叠

(c) 주관적인 짧은 양 “一+V”, 包括重叠

(d) 동보구조의 어법 표기 “V+一個/個+形容詞”

<도표4> 비논리 값 수사 ‘一’의 의미유형 

이 연구의 논지는 ‘一’가 비논리 값 수사로 쓰일 때도 ‘양’ 개념과 긴 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각 구조에 나타난 ‘양’의 특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a)에 

속한 구조 중의 ‘一’는 ‘全’이나 ‘滿’과 호환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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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나타낼 수 있다. (b)에는 ‘一MM’, ‘一M一M’과 같은 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구조 중의 ‘一’는 명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대된 

양(泛化量)’을 나타낸다고 한다. ‘一V’와 ‘V一V’구조는 (c)에 속하는 유형으로 화자

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적은 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구조로서, 여기서의 ‘一’는 

‘주관적인 짧은 양’을 나타낸다고 한다. (d)의 경우, ‘V+一個/個+形容詞’와 같은 구

조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一個/個’는 명확하지 않은 양을 나타내며, 동작이 이뤄

진 결과나 정도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런 용법 역시 정도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龍景科(2008)의 논의는 기존 연구의 바탕으로 ‘一’의 ‘양’적인 의미를 연구한 종

합적인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一’의 의미를 ‘양’으로 설명하는 단편적인 

연구는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劉順(2002)은 ‘一+NP+XP’와 같은 구조가 陸儉明

(1986)이 제시한 ‘전체적인 양’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의 세 가지 특징과 모두 부

합하므로 ‘전체적인 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 殷志平

(2000)은 ‘一身汗’과 같은 구조가 체언 성분과 술어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주

관적인 큰 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왕남(2013)은 ‘一’가 ‘주관적인 큰 양(主觀大量)’과 ‘주관적인 작은 양(主觀小量)’

을 모두 나타내는 언어현상을 정리하고, 이를 양의 특징에 따라 귀납하였다. 그러

나 그는 ‘一＋M+N’과 같은 전형적인 수량구조도 논의대상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만약 이 구조가 주관성을 나타낸다면, 이는 문장 내의 다른 성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一’가 아닌 다른 수로 구성된 수량구조도 실제 문형에 

들어가면 문맥에 따라 주관적인 큰 양이나 작은 양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一

＋M+N’구조에서 나타나는 주관성을 ‘一’의 주관성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一’의 의미기능으로 볼 수 없으며, ‘一’가 어떠한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명사 이외에 ‘一’가 동사와 결합한 경우도 ‘양(量)’으로 해석한 연구가 있는데, 

그것은 고대중국어에서 양사가 발달하기 이전에 ‘一’가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해 동

작의 양을 나타낸 경우가 많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대중국어에 사용되고 있는 ‘V一V’형식에 대해 範方蓮(1964)은 동사

와 양사구의 결합형식으로 보고 뒤 동사를 양사로 쓰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11) 

11) 範方蓮(1964)은 ‘V一V’형식은 실제적으로 동사가 양사와 조합한 형식이라는 관점을 처음

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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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赬(2000)은 통시적 각도에서 동사중첩 형식 중의 ‘一’가 실제적인 양의 의미에서 

점차 허화된 양의 의미로 변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는 송금(宋金) 시기에 동

사의 형식을 빌려 동작의 실제적인 양을 나타내고 동사와 함께 출현한 용례도 적

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15) 连喝两喝 / 吹两吹

연달아 두 번을 마시다. / 두 번 불다.

이런 형식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순간동사가 주로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점

차 명확한 횟수를 계산할 수 없는 일부 동사들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동작

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거나 정도가 약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一’는 실제

적인 양의 의미에서 점차 허화되어 모호한 양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구

체적인 횟수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점차 ‘一’가 생략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VV’형

식이 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동사 앞에 위치한 ‘一’도 위의 예문 (15)처럼 양을 나타낼 수 있

다고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동작의 양을 나타낼 때에는 일반적으

로 양사를 동반하므로 ‘一’만으로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一+VP’구조에서 ‘一’가 동작의 ‘양’ 이외에도 동작의 ‘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였다. ‘一+VP’의 ‘一’가 공시적으로 

‘양’과 ‘상’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통시적으로 ‘양’적인 의미에서 

‘상’적인 의미로 변하고 있다는 연구도 보인다.

殷志平(1999)은 ‘一+V₁P…V₂P’구조 중의 ‘一’는 양(量)적으로 볼 때 뒤 동작 V₂P

를 완성하기 위해서 소모되어야 하는 앞 동작 V₁P의 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시

간적으로 볼 때 ‘一’는 V₁P의 시작점을 나타내며, 그 시작점은 바로 V₂P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一’가 ‘시작상(始點體)’ 표지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劉街

生(2006)도 역시 동사 앞의 ‘一’가 이중적인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는 ‘一’가 상태동사나 동작동사와 결합하면 완성의 상적 의미가 더 강화되고 양적 

의미는 약하게 나타나며, 순간동사와 결합하면 양적 의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상적 의미는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12) 

12) 劉街生(2006)에 따르면, ‘一吃饭都不开腔了’와 같은 예문의 ‘一’는 상적인 의미가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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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동사 앞의 ‘一’가 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詹開第(1987)가 제

시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一’가 상표지라는 것을 언급하였고, 그 기본 의미는 

‘짧은 동작’이나 ‘변화가 완성되거나 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작상(始點體)’, ‘최근완성상(最近完成體)’, ‘순간실

현상(瞬時實現體)’ 등 여러 가지 설이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동사 앞에 위치한 

‘一’가 원래의 실제적인 수의 의미가 점차 약해지고 동작이나 변화 과정이 어떤 

상태에 처하는지를 나타내는 문법화 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연구자

들 간에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인다. 

於立昌(2008)은 통시적인 맥락에서 동사 앞에 있는 ‘一’가 양(量)적인 의미에서 

점차 문법화 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대중국어에서 ‘一’는 동사와 자유롭

게 결합하여 ‘一+V’로 동작행위의 양을 나타낼 수 있었다. 특히 선진시기에는 

‘一’가 ‘S+一+V₁+而+V₂’와 같은 연동구조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구조에

서 ‘一’는 여전히 동작행위의 양을 나타낸다. 그런데 두 동작 사이에는 시간상의 

선후관계가 존재하므로 논리적인 조건이나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쉬운 여건을 갖

추었다. 따라서 이로부터 ‘一’의 문법화가 시작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의 주장이다. 이후에 ‘S+一+V₁+V₂’구조에서 ‘就, 便, 則’ 등의 부사가 함께 출현하

게 되면서 ‘一’가 문법화 될 수 있는 외부적인 언어 환경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一’가 극단적인 의미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一’의 의미특징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一+XP’의 의미특징을 ‘一’의 의미특징으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

다. 구조 의미와 각 구조 성분의 의미기능을 구분하지 못한 채로 논의를 진행하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2) 구조별 의미특징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각 구조간의 연관성이 

무엇인지와 각 의미특징이 기본적인 의미기능에서 확장 되는 경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어 상표지에 대한 기존 문법서에서는 아직까지 ‘一’를 상표지로 인정하

양적인 의미가 약한 반면에 ‘…勐地一拍大腿, 满脸是笑’와 같은 예문의 ‘一’는 양적인 의

미가 강하고 상적인 의미가 약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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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一’를 완전히 문법화 된 전형적인 상표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이를 상표지로 볼 수 없다면 어떠한 의미기능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1.3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3.1 연구의 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一’는 실제 언어사용에서 복잡한 의미와 다양한 용법으

로 쓰이고 있다. 제6판 《現代漢語詞典》에서는 ‘一’의 의미항을 다음과 같이 10가지

로 제시하였다. 

수량

의미
① 最小的正整数。

비

수

량

의

미

② 数

表示同一
예) 咱们是一家人

④ 数

 表示整个；全

예) 一冬/一生/

    一屋子人

③ 数

表示另一
예) 番茄一名西红柿

⑥ 数  表示动作是一次, 

或表示动作是短暂的, 或表

示动作是试试的

예) 看一看/笑一声

⑤ 表示

  专一
예) 一心一意

⑦ 数  用在动词或动量词

前面, 表示先做某个动作

(下文说明动作结果)

예) 一跳跳了过去 /

    他在旁边一站, 

    再也不说什么。
⑨ 一旦, 

   一经
예) 一失足成千古恨

⑧ 數  与“就”配合, 表示

两个动作紧接着发生

예) 一请就来/

    一说就明白了。

⑩ <书>, 助  用在某些词前加强语气  예 : 一何速也/为害之甚, 一至于此！

<도표5> ‘一’의 의미 분포 

위 <도표5>에서 보이는 것처럼 ①의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②-⑩은 비수량 의

미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②, ③, ④, ⑥, ⑦, ⑧ 등은 의미항의 품사를 수사로 분

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②, ③, ⑤, ⑨의 경우 의미 해석 내용이 모두 ‘一’를 

포함한 어휘로 설명되었고 ④의미항은 ‘整個, 全’으로 풀이하였으며, 13)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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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항은 하나의 어휘로 설명하지 못하고 복잡한 서술을 통해 ‘一’의 의미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②, ③, ⑤, ⑨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구문에서만 쓸 수 있는 반면

에 ④는 일부 명사의 앞, ⑥은 동사중첩 형식인 ‘VV’의 사이, ⑦, ⑧은 일부 동사

구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미 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화된 격식 안에

서 사용되는 ‘一’는 개념적인 어휘 의미보다 복잡한 의미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해석도 단순한 어휘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대중국어의 실제 언어 사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구조 이외에 ‘一’가 

포함된 구조로는 ‘一MM’이나 ‘一A一B’와 같은 구조도 있다. 이 두 구조에서의 

‘一’는 ‘하나’라는 수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도 따로 의미항을 만

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一MM’중의 ‘一’가 구조 

내부에서 어떠한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邵敬敏, 崔少娟(2010)은 

‘一A一B’구조를 생산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A와 B가 주로 명사, 동사, 형용

사, 구별사, 양사 등으로 구성되며 ‘一A一B’의 구조에서 A, B 두 성분은 주로 병

렬관계, 선후관계, 배열관계 등 세 가지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16) 명사: 一桌一椅 (탁자 하나 의자 하나)

동사: 一蹦一跳 (깡충 깡충 뛰다)

형용사: 一高一矮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고)

구별사: 一男一女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양사: 一丝一缕 (한 올 한 가닥)

(17) 병렬관계: 一前一后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선후관계: 一起一落 (오르락내리락)

병열관계: 一拳一个 (한 주먹에 한 사람)

한편 ‘一A一B’구조는 각 구성성분의 의미를 단순하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로서 그 자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의 주장대로 해당 

구조를 통해 구현하는 구조의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구조에서 

13) 《現代漢語詞典》  5판까지는 ４번과 같은 용법의 ‘一’는 ‘全, 满’이라고 설명하였는데 ６판

에는 ‘整个, 全’으로 바뀌었다. 즉 ‘一’와 ‘滿’의 의미상 차이점이 이미 인식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두 어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이 있는 

논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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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가 나타내는 의미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楊麗華, 餘冬濤(2008)는 이 

구조 중의 ‘一’가 주로 ‘하나’, ‘매’, ‘하나 이어서 하나’, ‘한번’ 등 의미를 나타낸

다고 하였다. 즉, ‘一A一B’구조는 응축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풀어서 해석할 

경우 ‘一’의 의미는 사전에 나온 의미항으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一A一B’와 같은 구조를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一’가 구조화된 구문 안에서 어떤 의미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一+NP+XP’, ‘一+VP’, ‘V一V’, ‘一MM’구조 중의 ‘一’

가 어떠한 의미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각 의미특징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고찰하려고 한다. 물론 이 글에서 ‘一’의 모든 의미특징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네 가지 구조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고, 그 구조에서 ‘一’의 의

미특징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一’의 핵심적인 의미기능을 찾아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一’의 다양한 기타 의미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3.2 연구의 방법

중국어 외에 영어나 한국어에서도 숫자 ‘1(하나)’를 표시하는 어휘가 다른 숫자

에 비해 더욱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 ‘一’의 경우와 유

사한 확장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4) 이런 공통점을 고려하면 인류

14) 영어, 한국어, 중국어 세 가지 다른 언어에서 숫자 ‘1(하나)’를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가 

유사한 방향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체
영어 We must be united as one.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다.

중국어 天人合一。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치되다.

아득한, 

가득한

영어 since the year one 아득한 옛날부터, 태고적부터 
한국어 한 사발 따위
중국어 一屋子的人

같다
영어

They all went off in one direction. 

그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떠나갔다.

한국어 그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떠나갔다.

중국어 一鼻孔出氣。

유일
영어

He's the one person I can trust.

그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다. 

한국어 그 의사는 감기 하나는 잘 고친다.

중국어 唯一, 专一, 一心一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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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에 대한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어떠한 유사한 사

유방식을 통해 의미 확장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현상을 표현하

는 기호인 언어가 지역, 민족, 나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에게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一’의 의미기능을 밝히려면 우선 중국인이 ‘一’에 대해 어떠한 인지 과

정을 겪었는지, 그래서 어떠한 이미지가 형성되었는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고찰을 통해 유효한 결과를 얻어낸다면 더 나아가 ‘하나’에 대한 인류의 보

편적이고 공통적인 사유방식을 탐색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인류의 보편적 사유방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중국어

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고는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기 위하여 인류

의 인지능력과 언어의 접한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을 받아들

이고, 이를 분석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어의 의미는 언어 내부구성에 구속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한 객관적인 세계의 반영도 아니다.15) 인류는 인지 능력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체험 과정 중에 객관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한다. 즉 의미는 객관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다. 이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16)

객관 세계--상호체험--영상도식--범주--개념--의미--언어

<도표6> 인지 과정

인지

위 <도표6>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미는 현실, 즉 객관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도출

될 수 없다. 의미란 여러 가지 인지과정을 거친 이후에 생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언어라는 부호로 표현되는 것이다. 즉 의미는 ‘체험과 인지의 결합’이라는 기반에

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객관성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성

을 나타내기도 한다. 의미란 주관 능동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인지된 결과이기 때

15) 章宜华(2009:51) 참조.

16) 王寅(2011:5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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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인류는 감각과 지각을 통해 객관 세계와 상호 체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

적인 대상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그것을 머릿속에 각인한다.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인지언어학에서는 ‘영상도식(image schema)’이라고 부른다. ‘영상

도식’은 객관적인 대상이 눈앞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머릿속에 남긴 이미지를 

상상으로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감각과 지각의 심리적인 표징이라

고 볼 수 있다. 사물, 사건, 현상 등 객관적인 대상의 이미지의 속성이나 특성이 

비슷한 점을 가지면 같은 범주에 넣어 분류하는 과정이 인류 인지의 경제적인 원

칙과도 부합한다.17)

위와 같은 인지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상도식’이다. ‘영상도식’은 

사람들이 수많은 체험 활동을 통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도로 

추상화시켜 형성된 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험들도 상호 연

결시킬 수 있게 되고, 이는 의미 파생현상을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

다. ‘영상도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이며 추상적인 심리의 패

턴이므로 귀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기계로도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찍어낼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패턴이 여러 범주에 적용되므로 의미 확장의 심

리 메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가시적인 도형 패턴으로 

전환시키면 사람들에게 언어의 복잡한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18) 

현대중국어의 여러 구조에서 나타나는 ‘一’의 의미기능을 정확하게 밝히려면 

‘하나’에 대한 인지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심리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영상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

다. 물론 인지의미론은 생명과학처럼 과학적인 뇌 분석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언

어는 뇌의 인지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므로 언어를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 글은 ‘一’의 ‘영상도식’이 어떻게 구상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먼저 2장에서 

‘一’가 명사와 결합할 때 공간적인 의미특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한다. ‘一’

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공간 범주에 속한 수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인류가 객관적인 대상의 공간적인 존재를 시각을 통해 바로 이미지로 뇌에 남길 

수 있으므로 도식을 구상하는 데에 큰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王寅 (2011:31-79)

18) Johnson(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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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식’은 일반적으로 동태와 정태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동태

는 과정, 정태는 상태를 말한다.19) 2장에서 다룰 ‘一+NP/VP’구조에서의 ‘一’의 ‘양

화’라는 의미기능은 ‘一’의 ‘영상도식’에 나타나는 동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一MM’구조와 ‘V一V’구조에서 ‘一’가 나타내는 지시성을 규명할 것인

데, 이는 ‘一’의 ‘영상도식’에 나타나는 정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상도식’을 통해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인지 주체가 주목하는 초점에 따

라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4장에서 ‘一’의 

주관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증명할 것이다. 우선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

는 ‘一’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해석 방식을 달리 하는 언어 현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인지 과정에서 형성된 ‘一’의 ‘영상도식’이 여러 구조에 적용된다

는 현상은 이미 밝혀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상이한 화용적 의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인

지주체가 ‘一’의 ‘영상도식’으로 개념화할 때 주목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一’를 포함한 여러 구조는 문장에 들어가면 주관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一’의 ‘영상도식’이 다양한 해석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一’의 여러 의미특징을 분석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一’의 복잡한 언어현상 뒤에 숨어 있는 인지과정을 탐구함으로써 

‘一’의 여러 가지 의미특징을 ‘영상도식’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

를 도출할 것이다. 

본고에 사용된 예문은 북경대학교 말뭉치와 대만중앙연구원 말뭉치를 이용하였

으며 논증을 위한 일부 간단한 예문은 필자가 만든 것이다. 예문의 성립여부는 주

로 필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일부 판단하기 어려운 예문은 중국인 원어민 화자 

5인 이상의 검증을 거쳤다.

19) 李福印(200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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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數詞)는 대상물의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품사 부류로, 현대중국어에서는 

양사와 결합한 구조로 표현되는 것이 전형적이다. 수사 가운데 양사 이외에 명사

나 동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 ‘一’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Langacker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명사와 동사를 분류하였는데, 경계가 뚜렷한 

물체들은 명사 부류에 속해 주로 공간적으로 표상되지만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동사류에 속해 관계와 과정을 나타내며 주로 시간적으로 표상된다고 하였다.20) 그

에 따르면 어휘 형태 변화를 가지는 많은 언어에서 명사의 경우는 성(gender)이나 

수(number) 등과 같은 공간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어법 의미에 따라 어형변화가 발

생하고, 동사의 경우는 완료, 진행 등과 같은 시간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어법 의

미에 따라 어휘의 형태가 달라진다. 

현대중국어에서 ‘一’가 명사구 앞에 있을 때는 그 명사가 가리키는 사물의 공간

적 특징을 지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 ‘一’가 동사구 앞에 있을 때는 그 동사가 가

리키는 동작의 시간적인 특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에

서 보이듯이 ‘一’가 명사와 결합할 때 공간적으로 ‘가득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동사와 결합할 때 동작의 상적(aspectuality) 의미특징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런 관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一’가 명사와 결합할 때 공간 범주에 어떤 의미특징을 나타

내는지, 인간의 뇌에 어떠한 이미지로 남아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런 뒤에 

‘一’가 동사구와 결합할 때, 즉 시간 범주에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의미특징을 나

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시간 범주에서 찾아낸 의미특징이 공간 범주에서 도출한 

의미특징과 부합한다면 ‘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기능을 밝힐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20) 김종도 역(19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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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적 양화

2.1.1 ‘一+N+X’구조의 공간  의미특징

‘一’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임시양사 또는 차용양사라고 부른

다. 朱德熙(1982:50)는 임시양사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에 주목하였다. 

(18) a.명사 : 一个碗 b.임시양사 : 一碗饭

(19) a.명사 : 一张桌子 b.임시양사 : 一桌子菜 

(18a), (19a)의 명사인 ‘碗’과 ‘桌子’가 (18b), (19b)에서는 ‘一’와 명사 사이에 위

치한다. 朱德熙는 위의 두 구조에 사용된 ‘一’에 대해, 형식적 관점에서는 동일하

지만 의미적 관점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8b)‘一碗饭’에서의 ‘一’

는 다른 수사로 바꿀 수 있지만 (19b)‘一桌子菜’의 ‘一’는 불가능하며, (18b)‘一碗

饭’은 ‘一碗的饭’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에 (19b)‘一桌子菜’는 ‘一桌子的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의미적으로 볼 때, ‘一桌子菜’의 ‘一’는 ‘가득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一碗饭’의 ‘一’는 실제적 수량 의미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고는 朱德熙가 제시한 이 두 가지 분류에 따라 (18b)와 같은 구조는 ‘一₁ 

+N₁+X₁’으로 표기하고 (19b)와 같은 구조는 ‘一₂+N₂+X₂’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20) a. *一桌子菜和水

(21) a. 一桌子菜都很好吃。(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모두 맛있다.)

b. *一桌子菜各有特色。

예문 (20), (21)의 ‘一桌子菜’는 ‘一₂+N₂+X₂’구조에 속한다. 기존 연구는 ‘一₁’은 

‘하나’의 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一₂’는 ‘가득하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점을 전제

하고, ‘N’의 공간적인 의미특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邵敬敏(1993)에 따르면 

‘一+N+X’구조 중의 ‘N₁’은 [+수용성]21)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고, ‘N₂’는 [+부착

21) [+수용성]은 중국어 [+可容性]의 번역어로, 어떤 대상물을 용납할 수 있는 특성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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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22)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杜道流(2007)에 따르면 ‘N₁’과 ‘N₂’

는 종합적으로 볼 때 모두 [+수용부착성]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N₁’은 [+

계량도구]라는 의미 자질이 있으며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통계 단위이고, ‘N₂’는 

[-계량도구]라는 의미 자질이 있으며 양을 계산하려고 하는 참조 단위라고 하였

다.23) 그러나 (20a, 21b)에서의 ‘N₂’는 [+부착성]과 [-계량도구]라는 두 가지 의미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a)처럼 ‘X₂’의 내용을 바꾸면 문장이 

성립되지 못하며, (21b)처럼 후속문장을 바꾸면 문장이 성립되지 못한다. (20a, 

21b)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N’이나 ‘X’가 아니라 ‘一’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

도 보이는 것이다. 즉 기존 연구의 논지만으로는 구조 중의 ‘一’가 어떠한 의미기

능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고, 위와 같이 언어사용 중에 의미제약

을 받고 있는 ‘一+N+X’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一+N+X’구조를 재

분석 하고자 한다. 재분석은 기존 연구와 달리 ‘一+N+X’구조의 ‘一’가 문장의 의

미를 제약하는 역할에 초점을 둘 것이다. 또한 ‘一’가 ‘N’, ‘X’, 후속문 등에 어떠

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를 통해 ‘一’의 공간적인 의미기능을 찾아내려

고 한다. 

‘一+N+X’중의 ‘X’는 일부의 경우 명사화된 형용사이지만24), 대부분의 경우 부

착물이나 내용물과 같은 물질명사이다. ‘X’는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一

+N+X’구조도 문장 중에서 대부분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명사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명사와 명사구는 다른 개념에 속한다. 명사는 한 종류나 한 유형의 개념을 

나타내지만 명사구는 그 종류나 유형 중의 구체적인 실례를 나타낸다.25)

예를 들면 명사인 ‘水’는 단지 물이라는 물질을 가리키는 명사이지만 ‘一₁+N₁

다. 예를 들어 ‘컵’이나 ‘병’과 같이 물이나 모래 등의 대상물을 용납할 수 있는 명사는 

[+可容性]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부착성]은 중국어 [+可附性]의 번역어로, 어떤 대상물을 부착할 수 있는 특성을 가리킨

다. 예를 들어 ‘탁자’, ‘땅’과 같은 것은 ‘요리’나 ‘먼지’와 같은 대상물을 부착할 수 있으

므로 [+可附性]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杜道流(2007)에 따르면 ‘N₁’은 수를 계산하는 의미기능을 나타내고 ‘N₂’는 양을 계산하는 

의미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도 양의 종류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양도 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수와 양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구조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4) ‘一肚子的不高兴’, ‘一脸的忧伤’ 등과 같은 예들이 있다.

25) 김종도 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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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₁’구조에 속한 ‘一杯水’나 ‘一₂+N₂+X₂’구조에 속한 ‘一地水’는 더욱 복잡하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구성된 실례를 나타내는 명사구이다. ‘N’의 내용에 따라 구체

화된 물의 존재 형태도 다르고 앞의 ‘一’의 의미도 달라진다. 따라서 ‘一+N+X’구

조가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만 이 구조 중에 ‘一’의 의미기

능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1.1.1 ‘一₁+N₁+X₁’에 나타나는 개체량

중국어에는 사물의 양을 표현할 때 영어처럼 단수와 복수, 가산명사와 불가산명

사 등과 같은 수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양화사(quantifiers)(예: 一點, 一些, 

很多, 很少)와 다양한 양사(classifier)(예: 個, 条, 张)를 사용한다.26)

인지언어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양사와 명사가 상호 선택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은 양사가 명사의 대표하는 개념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한

다. 즉 사람들이 사물의 양을 파악할 때 관찰하는 시각이나 방식에 따라 양사의 

사용도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닭의 양을 표현할 때 개체로 인식하면 

‘一只鸡’라고 하고 단체로 인식하면 ‘一群鸡’라고 한다. 현대중국어에 ‘只’나 ‘群’

과 같은 전용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사나 동사를 빌려 양사로 사용하는 경

우도 다수 존재한다. ‘一碗鸡汤’과 ‘一堆鸡骨头’에서 명사인 ‘碗’과 동사인 ‘堆’가 

바로 그 예이다. 이 장에서는 주로 ‘一₁+N₁+X₁’구조 중의 ‘一’의 의미기능을 밝히

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용양사나 동사를 빌려 양사로 사용한 경우는 연구 범

위에서 제외한다. 명사를 빌려 양사처럼 사용한 ‘一₁+N₁+X₁’구조가 어떻게 양을 

나타내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Langacker(1987)에 따르면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물을 파악할 때 ‘유계(有界)’사물

과 ‘무계(無界)’사물을 대립시켜서 인식하는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27) 

모든 사물들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차지한 공간을 다시 ‘유계’

26) 언어는 명사류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장치를 사용한다고 한다. 

첫째로 수(number) 범주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모든 사물에 대해 단수와 복수, 

가산 명사와 불가산명사가 사이에 언어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 두 번째 장치는 다양한 

양화사들(quantifiers)(예: one, three, several, few, most)과 다양한 양사(classifier)(예: 個, 条, 

张)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언어 조사를 통해서 ‘수’범주를 가진 언어들이 양

사를 잘 쓰지 않고 반대로 양사가 쓰인 언어들은 이 ‘수’범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즉 ‘수’범주와 양사는 상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27) 沈家煊(2006)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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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책상은 고정된 형체가 있으므로 

윤곽선을 가지며 하나의 개체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유계’사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물과 같은 사물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고정된 형체가 없으므로 윤

곽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개체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무계’사물

의 범주로 분류된다. ‘유계’사물과 ‘무계’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무계’사물 ‘유계’사물

동질성 [+내부동질]

예: 물

(어떻게 나눠도 

물이다.)

[-내부동질]

예: 책상

(책상 면과 책상 

다리로 나눌 수 있다.)

신축성 [+신축성]

예: 물

(더하거나 빼어도 

물이다.)

[-신축성]

예: 책상 

(더하거나 빼면 하나의 

책상이 아니다.)

중복 [-반복성]
예: 물

(반복할 수 없다.)
[+반복성]

예: 책상

(책상 하나, 책상 둘…)

<도표7> ‘무계’사물과 ‘유계’사물의 차이점

위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유계’사물과 ‘무계’사물들은 동질성, 신축성, 중복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대립적인 특징을 가진다. Langacker가 밝힌 사물에 함축되어 

있는 ‘유계’와 ‘무계’의 대립적인 개념은 여러 언어에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대립에 잘 반영되고 있다. 즉 ‘유계’사물은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산명사가 

되고 ‘무계’사물은 개체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가 된다. 중국어에

서는 명사 자체에 이와 같은 대립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명사를 빌려 양사로 사용

하는 ‘一₁+N₁+X₁’구조에 ‘유계’와 ‘무계’라는 개념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

다. 

예를 들어 ‘닭고기 수프’는 ‘무계’사물에 속하기 때문에 개체로 인식하기 어려워 

양을 표현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또 생활 속에서 ‘닭고기 수프’는 ‘닭’처럼 일

정한 형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고정된 형체가 없고 항상 어떤 용기에 

담겨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익숙한 이미지가 ‘닭고기 수프’의 양

을 표현하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닭고기 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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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을 계산하려는 인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유계’사물인 ‘그릇(예:碗)’은 

‘무계’사물인 ‘닭고기 수프’의 경계를 만들어 주고 개체화하여 ‘닭고기 수프’의 양

을 계산 가능하게 한다. ‘一碗鸡汤’ 중의 ‘一’는 ‘무계’사물인 ‘鸡汤’의 양을 나타

낼 수 없지만 개체화된 ‘碗’에 담긴 ‘鸡汤’의 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즉 ‘一碗

鸡汤’은 하나의 개체로 인식되어 ‘유계’사물화 된 것이다.

또 ‘一₁+N₁+X₁’중의 ‘X₁’은 ‘닭고기 수프’와 같은 ‘무계’사물일 수도 있지만 ‘완

두콩’과 같은 정해진 경계를 가지고 있는 ‘유계’사물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릇 

안에 콩이 몇 개나 들어 있는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그릇 안에 담겨진 완두

콩의 양을 표현할 때 ‘一碗豌豆’라고 한다. 즉 ‘완두콩’의 개수를 정확하게 모르거

나 그 개수가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필수 정보가 아닐 때는 그릇을 

빌려 완두콩의 양을 표현한다. 여기서 화자의 머릿속에는 완두콩의 경계는 모호하

지만 그릇의 경계는 뚜렷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로 간주된다. 즉 ‘무

계’사물과 ‘유계’사물은 인지영역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

다.28) 예를 들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인지영역’에서는 물은 ‘무계’사물이고 

완두콩은 ‘유계’사물이지만 개체와 집합의 ‘인지영역’에서는 ‘一颗豌豆’중의 완두

콩은 ‘유계’사물이고 ‘一碗豌豆’ 중 완두콩은 ‘무계’사물이다. 완두콩이 담겨진 그

릇이 하나의 개체가 되기 때문에 ‘유계’사물에 속하게 되고 완두콩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一₁+N₁+X₁’구조 중의 절대적인 

‘무계’사물과 상대적인 ‘무계’사물인 ‘X₁’은 ‘유계’사물인 ‘N₁’의 경계를 빌려 양의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식1> ‘鸡汤’의 유계화                <도식2> ‘豌豆’의 유계화

28)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인지영역’에서는 ‘apple’은 ‘유계’사물이고 ‘water’는 ‘무계’사물

이지만 개체와 집합의 ‘인지영역’에서는 ‘an apple’중의 ‘apple’이 ‘유계’사물이지만 ‘She 

likes apples.’나 ‘There is apple all over the ground.’ 중의 ‘apple(s)’는 개체를 가리키지 않고 

집합을 범칭하기 때문에 가리키는 사물도 ‘무계’사물화 된다고 본다.(Talmy 2000 vol. 1: 

52), 沈家煊(2006:179)재인용. 이에 따르면 ‘一碗豌豆’중의 완두콩도 집합이기 때문에 개체

인 완두콩과 달리 ‘무계’ 사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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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碗’은 객관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鸡汤’이나 ‘豌豆’가 그 

경계로 구획된 공간을 차지해야 비로소 ‘一碗鸡汤’이나 ‘一碗豌豆’로 표현될 수 있

는 것이다. 즉 ‘鸡汤’이나 ‘豌豆’의 양이 ‘碗’의 용적과 부합해야 완전한 하나의 개

체가 되어 ‘一’로 그 개체의 量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워지지 않으

면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없으므로 ‘一’로 표현할 수 없다. 즉 ‘一₁+N₁+X₁’구조 중

의 ‘X₁’은 ‘N₁’을 통해 ‘유계화’되어,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경계가 생기고, ‘一’를 

통해 그 경계를 확인하고 그 양을 나타내게 된다.

2.1.1.2 ‘一₂+N₂+X₂’에 나타나는 전체량

‘一杯水’ 중의 ‘一’가 개체량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一

地水’중의 ‘一’는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 朱德熙의 견해에 따르면 ‘一地水’중의 

‘一地’와 ‘水’의 사이에 ‘的’도 삽입 가능하므로 여기의 ‘一’는 ‘하나’의 뜻이 아닌 

‘가득하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一’와 ‘满’

이 다음과 같이 호환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22) 一身大汗 满身大汗 (온몸의 땀)

(23) 一屋子的人 满屋子的人 (방 안 가득한 사람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一’와 ‘满’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도 있고 

‘一’와 ‘满’이 호환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24) 她提着满满一篮子的小菜, 兴冲冲地走进了草棚。
그녀는 반찬거리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신나게 초가집으로 들어왔

다.

(25) a. *一校园的90后

b. 满校园的90后

캠퍼스 가득한 90년대 생

(26) a. 他走进房间, 看到满屋子的书和椅子。
그는 방으로 들어가서 방 안 가득한 책과 의자를 보았다.

b. *他走进房间, 看到一屋子的书和椅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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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의 경제적 원리에 따르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함께 쓰이게 

되면 언어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는 이런 용법을 피하기 마련이다. 

(24)에서 ‘一’와 ‘满’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두 어휘가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25-26)에서 ‘一’와 ‘满’이 호환될 수 없는 

것 또한 이 둘 사이에 의미기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27) 我的心在流血, 只有两个塑料大桶, 一个压盖机, 一地的葡萄糖注射液瓶子, 

什么消毒车间呀, 化验车间呀, 全没有。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다. 오직 플라스틱 들통 두 개와 뚜껑 기계, 

그리고 온 바닥의 포도당 주사액 병만이 남아있었다. 소독실이며, 화학

실험실이며,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27)의 ‘一地的葡萄糖注射液瓶子’는 ‘一₂+N₂+X₂’구조에 속하지만 전형적인 수량

구인 ‘两个塑料大桶’과 ‘一个压盖机’가 나열식으로 나오고 있다. ‘塑料大桶’의 양은 

두 개이고, ‘压盖机’의 양은 하나이지만 ‘葡萄糖注射液瓶子’의 양은 하나하나의 개

체로 인식되지 않고 온 바닥에 있는 ‘葡萄糖注射液瓶子’로 구성된 하나의 덩어리

로 인식되어 대상 전체29)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地’는 명확한 경계가 객

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화자의 시각에서 인식된 범위가 존재할 것이다. 바닥에 

있는 모든 ‘葡萄糖注射液瓶子’들이 차지한 면적과 ‘地’라는 범위의 면적이 서로 부

합하면 하나의 완전한 덩어리가 되어 ‘一’로 그 덩어리의 경계를 확인하고 그 덩

어리 전체의 양을 표현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葡萄糖注射液瓶子’들이 ‘地’의 구

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차지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는 바닥에 다른 사물이

나 틈이 있어도 사람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는 심리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슈탈트심리학 지각이론에 근거하면 인간의 지각은 주변 환경에 따라 가장 완

정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유사의 법칙(law of similiarity)’과 ‘폐합

의 법칙(law of closure)’30)에 따르면 서로 같은 속성을 가진 부분은 하나의 덩어리

29) 이 글에서 쓰는 ‘전체’는 중국어의 ‘整體’와 같으며 어떤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의 

개념이다.

30) 车文博(1998:427)참조. ‘유동의 법칙(law of similiarity)’은 서로 비슷한 것끼리 한데 묶어서 

인지한다는 법칙이고 ‘폐합의 법칙(law of closure)’은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완성되지 않

은 형태도 완성시켜 인지한다는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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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기 쉬운 반면에 서로 속성이 다른 부분은 분리되기 쉽다. 또한 지각자가 

이어지지 않는 빈틈이 있는 도형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그 빈틈을 연결시켜 완전

한 이미지로 인식하는 ‘폐합’의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바닥’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개의 ‘葡萄糖注射液瓶子’들은 어떤 완전한 도형으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각각

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각자가 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존재 양상이 아니라 사

람이 심리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劉順(2002)은 화용적 측

면에서 볼 때 ‘一₂+N₂+X₂’구조는 다소 주관적인 과장의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X₂’가 객관적으로 ‘N₂’의 

범위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화자가 ‘X₂’가 ‘N₂’의 범위를 완벽하게 차지한

다는 것으로 인지하므로 화용적으로 과도한 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N₂’에는 ‘地’와 달리 ‘屋子’처럼 뚜렷한 경계가 있는 명사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8) 就一个编剧, 怎么抵得过那一屋子的记者啊？
극작가 한 명이 어떻게 방 안 가득한 기자들을 당해낼 수 있겠어?

위 예문은 비교문으로 비교 대상은 ‘一个编剧’와 ‘一屋子的记者’이다. 그 뜻은 

극작가 한명이 ‘屋子’ 안에 있는 각각의 기자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屋子’ 안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합쳐진 그 전체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

자가 ‘屋子’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자들로 구성된 그 전체가 

‘屋子’공간의 범위와 비슷하므로 ‘一’를 사용하여 기자로 구성된 전체의 양을 나타

낸 것이다. 

게슈탈트심리학의 관점에 따르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이 하나의 덩어

리가 되기는 쉬운 반면에 이미 덩어리가 된 사물들은 다시 구성성분들로 나눠 그 

개별성에 주목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29) ?一屋子的书有的是关于历史的, 有的是关于哲学的。

위 예문의 ‘一屋子的书’는 ‘一₂+N₂+X₂’구조로서, 방 안에 있는 책을 하나의 덩

어리로 나타낸다. 그 덩어리에 있는 구성체들을 다시 나누어 각각 의 개별성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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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면 모순이 생기게 되고, 문장이 어색해진다. 다시 말해,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는 ‘屋子’ 안에 같은 속성을 가진 책의 전체이지 각각의 책 하나하나의 

차이점이 아니다. 따라서 ‘一屋子的书’ 뒤에 다음과 같이 해당 전체의 공통점을 

묘사하는 후속문이 출현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30) 一屋子的书全都是关于哲学的。
방 안 가득한 책들은 전부 철학에 관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一₂’는 ‘가득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위에서 논한 것과 같이 ‘一₂’

가 단순히 ‘가득하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면, 위의 (24)처럼 ‘一’와 

‘满’이 함께 쓰이는 경우와 (25-26)처럼 ‘一’와 ‘满’이 호환될 수 없는 경우를 해석

하기 어렵다. ‘满’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一₂’와 비슷하지만 전체의 

양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24)처럼 ‘一₂’와 공기할 수 있다.31) ‘X₂’로 구성된 덩어

리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X₂’는 ‘N₂’의 범위를 100% 

완벽하게 차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一₂+N₂+X₂’구조가 나타내는 덩어리의 경계는 

모호하고 주관적일 것이다.32) 그러므로 그 범위가 100%에 가깝다는 정보를 표현

하고자 할 때 ‘满’을 첨가하여 (24)처럼 ‘一₂’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25a) 

‘一校园的90后’의 경우는 ‘校园’을 ‘教室’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 가능하다. 이는 우

리가 대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의 시선으로 잡을 수 없는 경계라면 심리적으로 하나의 덩어리의 경계가 생

기기도 어려울 것이다. ‘满世界’, ‘满地球’과 같은 표현이 이해할 수 있지만 ‘一世

界’, ‘一地球’라는 표현은 아주 어색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마찬가지로 (26b)‘看到一屋子的书和椅子’에서 문장 중의 ‘X₂’에 해당하는 ‘书和

椅子’ 두 가지 구성체 가운데 하나만 떼어내면 다음과 같이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31) 《現代漢語詞典》중 ‘一₂’ 의미항에 대해 5판에서 ‘가득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滿, 全’으로 

설명을 하였지만 6판에서 ‘整個, 全’이라는 해석으로 바꿨던 것도 ‘一₂’와 ‘滿’이 위와 같

은 의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整個’와 ‘一個’ 

모두 ‘一’로 표현할 수 있는 인지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조 중 

‘一’의 어휘 의미인 ‘整個’보다 더 심층적인 의미기능을 밝혀야 앞에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2) ‘一屋子的人’ 같은 경우에는 ‘屋子’가 뚜렷한 경계가 있지만 그 경계는 ‘人’들로 구성된 

整體의 경계와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계가 전자의 경계의 참조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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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他走进房间, 看到一屋子的椅子。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방 안 가득한 의자가 눈에 띄었다.

(32) 他走进房间, 看到一屋子的书。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방 안 가득한 책들이 눈에 띄었다.

(29)는 이미 덩어리로 묶인 책들이 다시 쪼개져서 묘사되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

이 되고, (31, 32)는 덩어리로 묶인 의자 혹은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묘사하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26b)처럼 ‘X₂’가 동질성을 가지지 못하면 ‘一₂+N₂+X₂’

구조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만약 동질성을 가지지 않는 대상을 묘사하려면 

(26a) 예문처럼 ‘一’가 아닌 ‘滿’을 사용해야 문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一₂+N₂+X₂’구조 중의 ‘X₂’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구성체로서, 동질성만 수용

되고 이질성을 가진 것은 무시되거나 구성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즉, ‘一₂
+N₂+X₂’구조는 하나의 덩어리가 된 ‘X₂’의 전체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2.1.1.3 개체량과 전체량의 차이

‘一₁+N₁+X₁’과 ‘一₂+N₂+X₂’의 차이는 위에서 논한 것과 같이 개체량과 전체량

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개체를 하나의 전체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체와 전체의 개념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 것

이다. 영어 부정관사 ‘a’의 용법을 보면, 사물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일반 물질과 

완전한 물건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언어표현에도 그대로 반영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大河内康宪(1985)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salmon’과 

‘a salmon’은 영어권 화자에게 각기 다른 연상을 일으킨다. ‘salmon’을 들었을 때는 

얇은 조각으로 잘라낸 연어고기를 연상하지만 ‘a salmon’의 경우에는 머리와 꼬리

가 모두 갖춰진 물고기 모양을 연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완전성’의 필요조건이다. 이 필요조건은 개체화나 전체화에 모두 공

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一+N+X’구조에 적용해 본다면 개체량과 전체량을 나타

내기 위해서 ‘X’의 양이 ‘N’이 나타내는 범위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3) 

하지만 완정한 하나의 몸체를 이루기 위해 ‘一₁+N₁+X₁’과 ‘一₂+N₂+X₂’구조를 

33) 하나의 완전한 몸체가 될 수 있는 외부조건에 ‘N’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는 ‘一+N+X’구조

의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2. ‘一’의 양화 기능   35

만족시키는 충분조건은 다르다. ‘一₂+N₂+X₂’구조는 ‘X₂’의 동질성을 요구하는 반

면에 ‘一₁+N₁+X₁’구조는 ‘N₁’의 일정성을 요구한다.34) 이 충분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때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생길 것이다. 

(33) a. *一屋子水和录像带35) (‘一₂+N₂+X₂’구조 가정)

b. 满屋子书和录像带

온 방 안의 책과 비디오테이프

(34) a. *一地水  b. *两地水 (‘一₁+N₁+X₁’구조 가정)

(33a)는 ‘一₂+N₂+X₂’구조로 설정할 경우에 ‘X₂’가 동질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

에 비문이 되며, ‘一’를 (33b)처럼 ‘满’으로 바꾸면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문장이 

성립된다. (34a)의 ‘N₁’인 ‘地’는 ‘컵’이나 ‘병’과는 달리 일정성이 없기 때문에 개

체량을 나타낼 수 없어 ‘一’를 (34b)처럼 다른 숫자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또한 이러한 충분조건의 차이는 화용적 측면에도 반영되고 있다. 聶春梅(2002)

에 따르면 ‘一₁+N₁+X₁’에서 ‘X₁’의 양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N₁’의 크기에 주목

하기 때문에 ‘N₁’이 초점이 되기 쉽다. 반면에 ‘一₂+N₂+X₂’의 ‘N₂’는 일반적으로 

부착할 수 있거나 지탱할 수 있는 평면이므로 ‘N₂’의 크기보다 ‘X₂’가 차지하는 

도로 양을 판단하기가 더욱 용이하므로 ‘X₂’가 초점이 되기 쉽다. 이에 따라 수

식어를 첨가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35) a. 一大碗粥 (큰 그릇에 가득 담긴 죽)

b. *一碗大粥

(36) a. *一大脸汗

b. 一脸大汗 (온 얼굴의 비지땀 )

(35a)의 ‘大’는 공간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36b)의 ‘大’는 공간보다 도의 

34) ‘一+N₁+X₁’구조 중의 ‘X₁’도 일반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一瓶大米和珍珠’와 같

은 표현도 있기 때문에 충분조건에서 제외시켰다. ‘N₁’의 일정성은 ‘N₁’이 일정한 경계를 

가지며 ‘X₁’과 일정한 용납관계를 가진 것을 말한다.

35) 전형적인 ‘수＋양＋명’구조에서의 명사도 (33a)와 같이 동질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문장으

로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면 ‘一群鸡和老鼠’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하다. 양사와 상관없

이 ‘一’는 대상을 하나로 인식하여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鸡和老鼠’와 같이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경우에는 ‘一’로 양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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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나타내는 것에 가깝다. 聶春梅(2002)의 논의는 ‘一₁+N₁+X₁’과 ‘一₂+N₂+X₂’ 

두 구조의 화용적인 차이에 주목하여 각각 초점이 되는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식어의 위치 

차이로 의미 초점의 차이를 도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聶春梅(2002)가 언급한 초점은 화용론적인 초점36) 개념이 아니라 인지언어학의 

‘초점’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의 초점에 대한 관점은 게슈탈트

심리학 지각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Langacker는 ‘초점’, 그리고 그와 상대적인 

개념인 ‘배경’을 시각(perspective)이란 큰 이론적인 틀 안에서 정의하였다. 그에 따

르면 초점은 다른 부분보다 더 현저하게 지각되는 부분을 말한다.37) 

아래에서는 인지언어학의 초점 개념을 적용하여 ‘一₁+N₁+X₁’과 ‘一₂+N₂+X₂’ 두 

구조의 내부에서 어떠한 성분이 현저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

다.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의 다른 개체와 구분되기 때문이다. 뚜렷한 

경계가 있으므로 다른 개체와 구분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때 

개체는 주변 다른 개체와의 관계에서 객관성을 찾을 수 있다. 즉 ‘一₁+N₁+X₁’구

조로 양을 나타낼 때 ‘N₁’에 따라 양이 다르기 때문에 ‘N₁’이 더 현저된 부분이 

될 수 있다. 

반면, 전체는 내부 구성체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속성으로 파악된

다. 구성체의 속성을 동일화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놓는 것은 주관적인 인식 

과정이다. 전체의 경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一₂+N₂+X₂’구조로 전체량을 나타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X₂’가 하나

의 덩어리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X₂’가 비교적 현저한 부분

이 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6) 초점이란 화용적으로 발화 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한다. 劉

丹青, 徐烈炯(1998)은 중국어에 자연초점, 대비초점, 화제초점 등의 세 가지 초점이 있다

고 하였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초점은 문장 층위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만약 

‘一+N+X’구조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구조 전체가 한 덩어리를 이루어 위와 같은 세 가지 

의미초점이 모두 될 수 있다. 또한 발화상황에 따라 구조 내부의 세 가지 성분 ‘一’, ‘N’, 

‘X’가 모두 각각 초점 성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聶春梅(2002)가 언급한 초점

은 ‘一+N+X’구조가 발화상황에 들어가기 이전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화용론적으로 

구조의 어느 부분이 초점인지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一+N+X’구조가 양을 나타낼 때 

관찰자의 시선이 어디에 더 집중되는지의 문제이다.

37) Langacker(198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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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3> 개체량                     <도식4> 전체량

만약 ‘一杯水’, ‘一碗水’, ‘一壶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물을 위의 <도식3>에서

의 사각형, 동그라미, 타원 등의 도형으로 표시하면, 물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

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물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인

식할 수 있는 것은 ‘杯’, ‘碗’, ‘壶’가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의 

양이 ‘杯’, ‘碗’, ‘壶’의 모양과 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주의력이 ‘杯’, 

‘碗’, ‘壶’에 집중되면서 더욱 현저한 부분이 되기 쉽다. 

<도식4>에서 산재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27)의 ‘葡萄糖注射液瓶子’를 가정한 것

이고, 나머지 불규칙한 모양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塑料大桶’과 ‘压盖机’를 가

정한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한 타원은 ‘葡萄糖注射液甁子’로 구성된 하나의 덩어

리의 경계이다. 즉, 산재되어 있는 ‘葡萄糖注射液甁子’들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

며 그가 차지하는 공간이 부착면인 ‘N₁’의 경계38)와 겹치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

리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덩어리 여부를 판단하는 인지 과정에 있어 ‘地’에 비해 

‘葡萄糖注射液瓶子’가 더욱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되고, ‘地’는 배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葡萄糖注射液瓶子’가 더욱 현저된 부분이 될 수 있다. 

위의 논지에 따르면 중의성을 가진 ‘一篮子鸡蛋’과 같은 표현 역시 사람의 주의

력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篮子’의 경계에 주목하여 계란의 양

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체로 파악한다면 이는 개체량을 나타내는 ‘一₁+N₁+X₁’구

조가 된다. 이때에는 ‘一’ 대신 다른 숫자로 바꿔 ‘两篮子鸡蛋’, ‘三篮子鸡蛋’과 같

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주의력이 ‘바구니’ 안에 있는 계란에 집중되고 

그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사물이 모두 계란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

는 전체량을 나타내는 ‘一₂+N₂+X₂’구조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一篮子的鸡

蛋’와 같이 ‘N₂’와 ‘X₂’사이에 ‘的’를 삽입할 수 있다. 

38) ‘N₂’는 객관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경계

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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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篮子’와 같은 중의성을 가질 수 있는 ‘N’는 접미사인 ‘子’를 제거하고 ‘一

篮鸡蛋’로 표현할 수 있지만 ‘一篮的鸡蛋’로는 표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子’를 

제거한 이후에는 ‘一₁+N₁+X₁’구조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一₂+N₂+X₂’구조로는 사

용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篮子’와 유사한 형태의 명사들의 경우, ‘子’를 제거하면 

양사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뭉치에서 ‘篮子’와 비슷한 명사

들이 ‘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사와 결합한 상황을 조사해보았는데 결과는 다

음과 같다.39)

<도표8> 코퍼스에서 ‘一N’과 ‘一N子’의 용례 비교

一桌 692 一桌子 87 一篮 130 一篮子 68 一箱 257 一箱子 54

两桌 76 两桌子 0 两篮 6 两篮子 6 两箱 81 两箱子 10

三桌 23 三桌子 0 三篮 3 三篮子 0 三箱 10 三箱子 1

四桌 17 四桌子 0 四篮 0 四篮子 0 四箱 12 四箱子 0

五桌 15 五桌子 0 五篮 2 五篮子 0 五箱 7 五箱子 0

위의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명사 성분이 완전할 때와 ‘子’를 제거했을 때 

수사와 결합하는 양상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子’를 제거하고 단음절로 사용되었

을 때 숫자와 결합한 용례가 우세를 차지하며, ‘子’가 있는 명사의 경우, 숫자 ‘一’

와 결합하는 용례의 비율이 다른 숫자와 결합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즉, ‘子’가 없을 때에는 ‘一₁+N₁+X₁’로 개체량을 나타내기 쉽고 ‘一’를 다른 숫자

로 바꿀 수 있는 반면에, ‘子’가 있을 때에는 ‘一₂+N₂+X₂’로 전체량을 나타내기 

쉽고 다른 숫자와 결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1.2 ‘一+N+X’구조에서 ‘一’의 의미기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一₁+N₁+X₁’과 ‘一₂+N₂+X₂’의 차이에 주목한 기존 연구

39) 다음의 수치는 북경대 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검색 방식은 ‘一篮’을 검색하는 경우, 

‘一篮-1子’의 검색식을 통해 ‘一篮子’의 용례를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 ‘一箱’과 

같은 경우에는 ‘子’를 포함하는 용례(一箱子)와 ‘箱’을 포함하는 용례(一箱箱)를 제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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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로 ‘N₁’과 ‘N₂’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一₁’

은 ‘하나’라는 수량 의미를 나타내고 ‘一₂’는 ‘가득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

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두 구조에서의 ‘一’

의 의미나 품사가 서로 다르고 ‘N₁’과 ‘N₂’의 의미특징도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두 구조 간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의 도상성(iconicity) 개념에 따르면, 언어의 구조는 개념의 구조에 직

접 반영되고 언어 구조와 개념 구조의 사이에 닮음 관계가 있다.40) Haiman은 도

상성 중의 ‘구조동형성’(isomorphism)에 대해 ‘구조동형가설(isomorphism hypothesis)’

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형식의 차이는 의미나 의사소통 기능의 차이를 반

영한다. 역으로 말하면 동일한 형식은 다른 어법 범주에 나타나더라도 그 형식적

인 공통점으로 인해 의미나 의사소통 기능 면에서 유사성을 띠기 마련이라는 것

이다.41) 모든 개념구조가 다 각각의 언어구조와 대응하도록 구성된다면 언어표현

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 의사소통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언어 구조

는 언어 유사성 원칙과 경제원칙의 공동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一₁+N₁+X₁’과 ‘一₂+N₂+X₂’ 두 구조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구조

의 의미 내용에도 공통점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언어 생성의 인지 원리에 부합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지언어학의 구조동형성에 근거하여, 본고

는 아래에서 두 구조의 유사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특히, 두 구조의 공통 성

분인 ‘一’가 각 구조 내에서 어떠한 의미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들 의미기능의 유

사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인류는 객관 세계를 파악할 때 양의 개념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

어 물체의 수량,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 체적, 동작이 발생하는 시간과 횟수 등은 

모두 양의 개념으로 인식한 이후에 언어로 표현된다. 즉 양의 개념이 언어 세계에 

투사되어 언어 계통의 양 범주가 형성되는 것이다.

40) 임지룡(2005:372-375). 소쉬르의 자의성 개념에 대하여 최초로 반론을 펴고 있는 야콥슨

(1965, 1966)은 언어기호는 본질적으로 관습적 상징이지만 signans(의미하는 것)과 

signatum(의미되는 것) 사이의 닮은 관계는 시(詩)뿐 아니라, 통사, 어휘, 형태, 음운적 측

면에서 두루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언어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재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언어의 구조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닮은 관계를 바로 도상성이라고 한다.

41) 张敏(1998: 151)



40   現代中國語 ‘一’의 意味機能 硏究

앞서 살펴보았듯이, ‘一₁+N₁+X₁’과 ‘一₂+N₂+X₂’의 차이는 개체량과 전체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一碗饭’과 같은 개체량을 파악할 때 구체적인 인

지과정을 생각해보자. ‘무계’명사인 ‘饭’은 수사로 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유계’명사인 ‘碗’에 들어가 ‘碗’의 경계를 먼저 얻어야 한다. 이 과정은 협의(狹

義)의 ‘유계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饭’이 ‘碗’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여전

히 ‘飯’의 양을 알 수 없다. ‘밥 한 그릇’이라는 인지결과가 나오려면 ‘饭’의 양이 

‘碗’의 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뒤에야 양을 계

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를 사용하여 완전한 하나의 개체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一’의 양화 기능인 것이다.42) 

‘一桌子的菜’와 같이 전체량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桌子’가 

‘菜’에 경계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菜’의 양을 나타낼 수는 없다. 따라서 

‘一’를 통해 ‘桌子’의 면적이 ‘菜’의 양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양을 나

타낼 수 있는 것이다. 

‘一₁’과 ‘一₂’는 각각 ‘개체량’과 ‘전체량’의 상이한 양의 특징을 나타내므로 양

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양화는 개체의 수량, 통계의 수치, 범위

의 측정, 시간의 길이 등과 같이 여러 영역에 반영된다. 모호한 양을 구체적인 수

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가령, ‘泰山很高’는 산의 높이를 모호한 

양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泰山海拔1500米’라고 표현하면 구체적인 수치로 산의 

높이를 양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량, 수치, 길이 등과 같은 양은 구체적인 

수로 표시할 수 있지만 범위는 그렇지 않다. 범위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경계 

설정을 통해 측정되는 것이다. 즉, 범위의 경계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일종의 양

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체의 양화는 수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전체

의 양화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一₁+N₁+X₁’구조에서 ‘一’는 개체의 양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一₂+N₂+X₂’구조에서 ‘一₂’가 어떠한 기능을 가

지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馬慶株(1990)는 수량 구조 뒤에 ‘的’를 삽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사를 

42)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양화의 대상은 개체, 통계, 범위, 시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것이지만 

언어 자체에서 양화 대상의 범위는 더욱 넓다. 沈家煊(1995)은 양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동작, 성질이나 상태를 포함한 어떤 집합 중에서 절취된 일단(一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절취하는 과정을 바로 양화(量化)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명사, 동사, 형

용사 등이 모두 양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글에 나온 양화의 개념은 

대상에 경계를 세워주고 양을 나타내는 과정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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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양사와 비범위양사로 구분하였다. 그 기준에 따르면 ‘一₁+N₁+X₁’의 ‘N₁’은 비

범위양사인 개체 양사이고 ‘一₂+N₂+X₂’의 ‘N₂’는 범위양사이다. 즉, ‘一₂+N₂+X₂’

에서 ‘N₂’는 ‘X₂’가 존재하는 범위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₂’가 나타내는 

범위 안에 동질성을 가지는 여러 ‘X₂’들이 존재한다면, ‘一₂’를 사용하여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수 있고 그 덩어리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一₂+N₂
+X₂’구조에서 ‘一₂’의 의미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전체의 양을 나타내기 이전에 완전한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확인 과정은 개체량의 양화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완전성

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의 필요조건이며, 이 필요조건은 개체나 전체에 모두 적

용되므로 이는 양자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一+N+X’의 ‘一’가 개체나 전체를 

양화하는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5> 개체의 양화 과정        <도식6> 전체의 양화 과정

위 그림에서 화살표는 ‘一’가 개체와 전체를 양화하는 과정을 표시한다. ‘一’가 

개체량을 나타낼 때는 <도식5>과 같이 많은 개체 가운데 동그라미라는 대상물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하나의 개체로 지정한다. ‘一’가 전체량을 나타낼 때는 <도식

6>과 같이 동질성을 가진 동그라미들이라는 대상물들을 묶어 그 대상물들의 완전

성을 확인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한다. 표면적으로 두 구조에서 ‘一’가 나타내

는 의미는 다르지만, 심층적으로 개체나 전체를 양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

에서 이 둘의 의미기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一’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기능일 수도 있다. 위 <도식5>과 <도식6>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화’는 정태적

인 ‘양’과는 달리 일종의 동태적인 인지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다음 예문을 

보자.

(37) a. 他用一个星期的时间看完了一书架的书。
그는 일주일 동안 책장 한가득의 책을 모두 다 보았다.

b. ?他用一个星期的时间看完了满书架的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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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那天, 他装满了一皮包的钱, 买回了两麻袋玉米。
그날, 그는 가죽 가방 한가득 돈을 채워 넣었고, 옥수수 두 포대를 사서 

돌아왔다. 

(39) a. ？这满皮包的钱, 能买回两麻袋玉米。
b. 这一皮包的钱, 能买回两麻袋玉米。

이 가죽 가방 한가득의 돈이면 두 포대의 옥수수를 사올 수 있다.

‘满’은 어떤 사물이 어떤 공간에 꽉 차 있다는 뜻으로 공간 도가 높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물의 양을 나타내지 못한다. 즉 ‘满书架的书’라는 표현은 다만 

책장에 있는 책이 집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낼 뿐,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지

하고 있는지 나타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一书架的书’라는 표현은 덩어리로 된 책

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실한 범위를 제시해주며 ‘유계’ 사물에 속하게 된다. 

책장에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 도’인지 ‘양’인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看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봤다는 의미를 함축하

기 때문에 동작 대상도 일정한 경계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37b)와 같이 ‘看完’의 

대상인 책이 존재하는 상태만 강조하고 책의 양을 나타내지 못하면 문장이 어색

해진다. 

(38)번 같은 경우에는 ‘满’과 ‘一’가 같은 문장 속에 다른 의미기능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满’은 동사 ‘装’의 결과보어로서 돈을 ‘皮包’에 가득 넣은 상태

만 묘사할 뿐이다. 만약 ‘一皮包的钱’ 중의 ‘一’가 가득하다는 뜻만 나타내면 앞 

구조의 의미 표현과 중복되어 언어 경제 원리에 위배되므로 언어사용자가 사용을 

기피할 것이다. ‘一’가 다시 나오는 까닭은 ‘两麻袋玉米’를 구매한 금액이 일정한 

것이므로 앞에 나온 돈도 일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양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9a)와 같이 돈이 있는 상태만 강조한 ‘满皮包的钱’이 나오

면 뒤 ‘两麻袋玉米’가 요구하는 일정한 금액과 맞지 않으므로 (39b)번처럼 ‘一皮包

的钱’으로 바꿔야 문장이 성립한다.

위 논술을 종합하면, ‘一’는 명사와 결합하여 개체량과 전체량 두 가지 양을 나

타낼 수 있지만, 심층적으로 두 구조의 ‘一’는 동일한 의미기능을 수행한다는 결

론을 도출하였다. ‘一’에 나타나는 의미기능은 ‘하나’에 대한 인지과정에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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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인 패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개체인 ‘하나’의 개념을 형

성할 때에는 우선 대상을 다른 개체와 구별할 수 있는 경계를 인지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그런 뒤에 심리적인 패턴이 구상되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전환하면 <도

식5>와 같다. 대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할 때에도 개체를 인지할 때와 같은 이

미지가 적용되므로 <도식6>과 같이 비슷한 그림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도식5>와 

<도식6> 이미지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이를 더 추상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一’의 

‘영상도식’을 구상할 수 있다. 

<도식7> ‘一’의‘영상도식’

<도식7>은 공간 범주의 ‘一’가 우리 머릿속에 남겨둔 이미지라고 추정할 수 있

다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그렇다면 ‘一’가 다른 구조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이미지로 인식되는지를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2 시간적 양화

‘一’는 명사 이외에 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이 경우 ‘一’가 동작의 시간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는 논의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언

급했던 것처럼 동사구 앞의 ‘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실제 언어사용에 있어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동사구 앞의 ‘一’의 상적인 의미특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기존 문법서에서

도 ‘一’를 상표지로 인정하지 않았다.43) 즉 ‘一’가 완전히 문법화된 전형적인 상표

지와는 아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一’가 후행 동사구와 시간적인 관계

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시간적인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

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一’와 결합하는 동사구의 

43) 戴耀晶(19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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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제적 시간 특징44)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一+VP’구조에서의 ‘VP’의 특징을 파악하고, 해당 특징을 근

거로 ‘VP’와 ‘一’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一+VP’구조의 

‘VP’는 일정한 의미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제약은 ‘一’의 의미특징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예상에서 출발하여 ‘一+VP’구조의 

‘一’의 의미기능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기능이 ‘一+N+X’구조에서 ‘一’

의 공간적인 의미기능과 유사성을 가지는지,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

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2.1 ‘一+VP’구조에서 VP의 시간  특징 

현대중국어의 시간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시제(tense), 상(aspect), 상황(situation)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시제’는 발화 시간을 기준으로 사건의 발생 시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된다. ‘상’은, Smith(1991)에 따르면 화자가 사건을 바라보

는 관점이 전체적인 것인지, 부분적인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각 완료적 관점과 미

완료적 관점으로 양분되므로 관점상(viewpoint aspect)이라고도 하였다.45) 완료상표

지와 미완료상표지는 일반적으로 고도로 문법화 된 어법 형식으로 충당된다. 그러

나 龔千炎(1994)은 중국어에 다음과 같은 상의 연속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고도

로 문법화 된 조사 이외에 일부 부사나 어기사도 상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

고 하였다. 

<도표9> 중국어 상(aspect)체계의 상 연속체46)

事件

將行 即行 起始 持續 繼續 完成 近經歷 經歷

44) 여기에서 말하는 ‘순명제적인 시간 특징’이란 의사소통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이전의 술어

가 나타내는 시간적인 특징이다. 다시 말해 발화되기 이전의 동사, 혹은 동사구 그 자체

의 시간 특징을 말한다. 

45) 정언학(2006)재인용
46) 龔千炎(1994)은 ‘汉语时态系统时态链’을 제시하면서 상표지로서 ‘一’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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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속체에서 보이는 것처럼 龔千炎(1994)의 연구에서 이미 상의 범주를 넓

히려는 시도가 있었다. ‘一’의 상표지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 연구들은 대부

분 이와 같은 관점상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상적(aspectuality) 층위에서 나온 결론

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개념인 ‘상황’은 언어가 의사소통에 진입하기 이전의 

순명제적 의미의 시간 특징을 말한다. 

종합하면, 실제 언어 사용에서 발화 시간을 기준으로 동작이 발생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시제’이고, 화자가 동작이나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지를 나

타내는 것이 ‘상’이다.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휘를 통해 시제와 상을 나타낸

다. 그런데 상황유형(situtation type)은 시제(tense)와 상(aspect)에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을 제공하여 그것을 담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낸다.47) 다시 말해, 상황

구조는 시제나 상과는 다른 층위의 시간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상황유형은 일반적으로 Vendler(1967)가 제시하였던 상태(state), 행위(activity), 성

취(accomplishment), 달성(achievement)의 4분법을 따른다.48) 그런데 이를 중국어에 

적용할 때의 분석 대상은 따라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보인다. 馬慶株(1981)는 단

순한 동사를 분석 대상으로49), 鄧守信(1986)은 시제와 상을 포함한 전체 장을 분

석 대상으로50) 설정하고 중국어 상황구조의 유형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또 陳平

(1988)은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어법표기를 제외한 문장, 즉 서술어를 비롯한 관

련 논항들을 포함한 성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중국어 상황 구조의 유형을 제기

하였다.51) 코퍼스 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一+VP’구조 중 ‘VP’는 단순한 동사가 

47) 陳平(1988)

48) Vendler(1967)가 제시한 네 가지 상황유형을 중국어에 대입하여 각각의 예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1)상태(state): 我們都認識他。(우리는 모두 그를 알고 있다.) 2)행위(activity): 他

學法語。(그는 불어를 배운다.) 3)성취(accomplishment): 他學會法語了。(그는 불어를 배워

서 할 수 있다.) 4)달성(achievement): 王老師病了。(왕선생은 병이 났다.)

49) 馬慶株(1981)는 [±지속(durative)], [±완성(telic)], [±상태(state)] 세 가지 특징으로 동사를 분

류하였다.

50) 鄧守信(1986)은 상황유형은 동사의 분류와 달리 술어의 분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Vendler(1967)의 네 가지 분류법을 모두 중국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어

의 상황 유형을 분석할 대상으로 문장 단위를 설정하고 상태(state), 활동(activity), 완결

(accomplishment), 달성(achievement) 등 네 가지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51) 陳平(1988)은 상황 유형은 단순한 동사만 대상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문장의 전체를 대

상으로 분석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상황 유형은 동사, 목적어

와 보어, 주어와 문장의 기타성분과 관련이 있다. 즉 그가 분류한 상황 유형의 대상은 시

제와 시태를 나타내는 어법 표지들을 제거한 이후의 문장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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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거나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一’ 뒤에 나오는 동

사구에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명사나 상을 나타내는 ‘着’, ‘了’, ‘过’와 같은 전형적

인 상표지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馬慶株(1981)나 鄧守信

(1986)와 같이 분석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중국어의 상황 유형을 논의하는 데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는 陳平(1988)의 상황유형 분류를 참고하

기로 한다.

陳平(1988)은 모든 동작행위의 발생이나 발전 과정을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축에 펼쳐 놓으면 동작의 속성에 따라 각 시점에서 나타나는 상황 형태

의 성질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시간축의 모든 시점에서 동질성

(homogeneous)을 가지는 서술어는 [+정태(靜態)]로 보았고, 시점에 따라 이질성

(heterogeneous)이 나타나는 서술어는 [+동태(動態)]로 분류하였다. 동태적인 상황을 

다시 [±지속(durative)]과 [±완성(telic)]에 따라 네 가지 상황 유형으로 구분하였는

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10>52) 상황유형(1) 

[靜態] 狀態(state)

[±동질성] [+完成telic] : 結束(accomplishment)

 [+持續durative] [-完成telic] : 活動(activity)

[動態] [+完成telic] : 複變(complex change)

 [-持續durative] [-完成telic] : 單變(simple change)

 

52) 陳平(1988)이 제시한 상황 유형 가운데 狀態, 活動, 結束는 Vendler(1967)가 제시한 상태

(state), 행위(activity), 성취(accomplishment)와 동일하다. 그러나 Vendler(1967)가 제시하였던 

달성(achievement)에 대해 陳平(1988)은 중국어의 상황을 분석하여 複變(complex change)과 

單變(simple change)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複變은 어떠한 상황이 시작되어 종결점을 향

해 계속 전진하는 동작으로 상황의 변화가 끊임없이 상황의 결과가 되는 것을 말한다. 

‘改良(개선하다)’과 같은 동사나, ‘長大(자랐다)’와 같은 동보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單變

(simple change)은 어떠한 상황의 발생과 종결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시작점과 종

결점이 시간축에서 거의 겹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炸(터지다)’와 같은 동사나, 

‘吃完(다 먹었다)’과 같은 동보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複變(complex change)과 單變(simple 

change)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한국 학계에 번역된 사례가 없고, 섣불리 번역할 경우 오

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본고에서는 중국어를 그대로 표시하

고 영어를 병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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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 유형에 따르면 가장 전형적인 정태 상황은 속성이나 관계를 나타내

는 동사구들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동사를 제시하였다. 

예: 属于 好像 等于 当作 适合 值得 作为 当作 符合 服从 姓 是

한편, 그가 제시한 동태 상황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看書’와 같은 구조의 

시간적인 특징은 [+지속], [-완성]으로 活動상황에 속하지만, ‘看兩本書’와 같은 구

조의 시간적인 특징은 [+지속], [+완성]으로 結束상황에 속한다. ‘擴大’와 같은 구

조의 시간적인 특징은 [-지속], [+완성]으로 複變상황에 속하지만, ‘爆炸’와 같은 

구조의 시간적인 특징은 [-지속], [-완성]으로 單變상황에 속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陳平(1988)의 [±완성] 의미 자질에 대한 서술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자연적인 종결점이 있는지의 여

부이고, 다른 하나는 동작이 종결점을 향해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면 ‘爆炸’와 같은 구조에 대하여 Vendler(1967)는 이를 성취

(accomplishment)로 분류를 하여 [+완성]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陳

平(1988)은 종결점까지 접근하는 과정이 없이 시작점과 종결점이 거의 겹치기 때

문에 시간축에서의 확실한 위치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완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고 하였다. 또한 陳平(1988)은 ‘听贝多芬第九交响乐’이나 ‘看一场电影’과 같은 구조

는 동작의 대상이 경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작에 자연적인 종결점이 존재한다

고 보았고, 따라서 [+지속성], [+완성]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 結束상황으로 분류하

였다. 그러나 본고는 그의 주장과 달리 위와　같은 구조가 시간축에서 나타내는 특

징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분석해보겠다.

(40) 看《三国演义》 

《삼국연의》를 보다.

(41) 看两本书

책 두 권을 보다.

위 두 동작을 시간축에 넣어 관찰해 보면, (40)은 어느 시점에서 봐도 ‘看《三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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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义》’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41)는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어느 시점에서 봐

도 ‘看两本书’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鄧守信(1986)은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하

여 (40)을 ‘활동(activity)상황’으로, (41)를 ‘完結(accomplishment)상황’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그는 부사 ‘马上’과 ‘一下’를 사용하여 두 구조의 차이를 증명하고자 하

였다. 

(42) a. 他马上看《三国演义》。
그는 곧 《삼국연의》를 볼 것이다.

b. *他一下看《三国演义》。
(43) a. *他马上看两本书。

b. 他一下看两本书。
그는 한꺼번에 책 두 권을 보았다.

鄧守信(1986)에 의하면 ‘马上’은 [+시작점을 향함](inception-oriented)이고, ‘一下’

는 [+종결점을 향함](temination-oriented)이다. (42b)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바로 ‘看

《三国演义》’라는 동작의 종결점이 시간축에서 확실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고는 鄧守信(1986)의 견해에 동의하며, 이를 근거로 ‘看《三国演义》’와 같은 구조는 

[-완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活動상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複變상황’에 대해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陳平(1988)에 따르면, ‘複變상황’은 

동작이 일단 시작하면 종결점을 향해 발전하는 과정이 존재하며 명확한 변화 결

과를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複变상황’이 

[-지속], [+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擴大’와 같이 ‘複变

상황’에 속하는 동작이 시간축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

서 이를 [-지속]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간축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점에 따라 이질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는 동태 상황 구조의 특징이므로 지속성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에 관하여 陳前瑞(2001)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44) 他们正扩大着自己的影响。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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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他们想乘机扩大扩大自己的地盘。
그들은 기회를 틈타 자신들의 기반을 확대하려 한다. 

만약 ‘扩大’가 지속성이 없다면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着’와 결합할 수 없

어야 하고 동사중첩도 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44)와 (45)가 모두 성립한

다는 것은 ‘扩大’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Smith(1991:46)는 

‘wider(넓어지다)’와 같은 어휘는 점차 변화하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전하는 

단계마다 결과를 향해 접근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결과치까지 도달할 수 없으므로 

종결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3) 즉 陳平(1988)에 제시한 ‘複變

상황’에 대해 Smith(1991) 등은 [+지속], [-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陳平(1988)은 [±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看书’와 ‘看两本书’을 예로 들어 [-완

성]과 [+완성]을 구분하였다. 그렇다면 ‘扩大’와 ‘扩大了两倍’의 예도 [-완성]과 [+

완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陈平(1988)이 

제시한 5가지 상황구조를 바탕으로 삼겠지만 ‘複變상황’에 대해서는 Smith(1991)의 

견해를 따라 [+지속], [-완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한다. 즉, ‘複變상황’은 

‘活動상황’과 동일한 시간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陳平(1988)이 제시한 상황구조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도표11> 상황유형(2)

             [靜態]     狀態(state)

[+完成telic] :  結束(accomplishment)

[±동질성] [+持續durative] [-完成telic] :  活動(activity)

             [動態] [-完成telic] :  複變(complex change)

[-持續durative] [-完成telic] :  單變(simple change)

즉 동태적인 상황구조 중에 結束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상황은 모두 

[-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위 다섯 가지 상황구조가 ‘一’와 

결합하면 어떤 상황이 나올지 고찰해보자.

53) 앞의 논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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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2> ‘一’와 각 상황유형 구조의 결합상황  

[靜態]  (46) *他一属于公司就很高兴。 

[動態]

結束
[+持續]

[+完成]
(47) *他一看两本书就想睡觉。

活動
[+持續]

[-完成]

(48) 他一看《三国演义》就犯困。
그는 《三国演义》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잠이 온

다.

複變
[+持續]

[-完成]

(49) 股本一扩张, 业绩就跟不上去了。
주식자본이 일단 늘어나면 실적은 곧 따라갈 수 

없게 된다.

單變
[-持續]

[-完成]

(50) 手榴弹一爆炸, 敌人都趴下去了。
수류탄이 터지자 적들이 모두 엎드렸다. 

위 (46)처럼 ‘一’가 관계나 속성을 나타내는 동사구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코

퍼스에서도 정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구와 ‘一’를 결합한 예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47-50)의 경우를 보면 네 가지 동태적인 상황구조 중에 [+완성] 의미특징

을 가진 結束상황만 ‘一’와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구와 ‘一’가 결합

한 모든 예문을 빠짐없이 고찰할 수는 없겠지만 위 (46-50)번 예문을 근거로 살펴

보면, ‘一’는 정해진 양을 가진 동작을 배척하고 변하는 양을 가진 동작을 수용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동작 중에서도 [+완성]의 의미특징을 가진 상

황구조를 배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것을 정리해보면 ‘一’와 결합할 수 있는 VP구조의 상황(situtation)

적인 특징은 [+동태]와 [-완성] 두 가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VP가 그 두 가지 특

징을 가져야 ‘一+VP’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VP의 두 가지 의

미특징이 ‘一’의 의미특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

다. ‘一’가 어떤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VP가 그런 의미제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답을 찾기 전에 먼저 ‘一+VP’구조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 어떤 양태를 나타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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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一+VP’구조의 의미특징

기존 연구에서는 동사구조 앞의 ‘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혼재되어 있는 원인은 ‘一+VP’구조에서의 ‘一’가 복잡한 의미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一+VP’

구조는 뒤 후속문이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와 후속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

냐에 따라 ‘一’의 의미특징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이들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51) 他一看就懂了。
그는 한번 봤다 하면 바로 이해한다.

(52) 他一看完就走了。
그는 다 보자마자 갔다. 

(53) 他一看书就想睡觉。
그는 책만 보면 자고 싶다.

(54) 他很喜欢看书, 一看就是一个小时。
그는 책 보는 것을 좋아해서, 봤다 하면 한 시간이다.

(55) 他很喜欢看书, 而且一看就是名著。
그는 책 보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봤다 하면 명작이다.

(56) 他一看后面, 一个人都没跟上来。
그가 뒤를 한번 보니 한 사람도 쫓아오지 않았다.

(57) 他一看后面, 不禁大吃一惊。
그는 뒤를 한번 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상의 (51-57) 예문은 형식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51-53)처럼 ‘一+VP’와 후속문 사이에 ‘就’가 있고 후속문이 동사구인 경

우이다. 둘째, (54-55)처럼 ‘一+VP’와 후속문 사이에 ‘就是’가 있고 후속문이 명사

구인 경우이다. 셋째, (56-57)처럼 ‘一+VP’와 후속문 사이에 쉼표로 문장이 분리되

고, 후속문이 비교적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51-53)은 모두 후속문이 나타내는 동작이 앞 ‘一+VP’구조의 동작과 시간적인 선

후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52)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53)번 예문은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 (54-55)은 앞 동작이 이뤄진 전제 하에서 후



52   現代中國語 ‘一’의 意味機能 硏究

속문이 그 동작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6-57)은 ‘一+VP’가 후속문과 자유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56)

처럼 동작-결과/상태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57)처럼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가

질 수도 있다. 

본고는 우선 ‘一+VP’와 후속문의 간의 형식적 차이에 근거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또 다시 (51-52)와 (53)과 같이 의미상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유형을 둘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네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이하에서는 각 

유형에서 ‘一+VP’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예문 

(51-52)번과 같은 형식은 ‘A식: 一a+VaP+就+XP’, (53)번과 같은 형식은 ‘B식: 一b 

+VbP+就+XP’, (54-55)번과 같은 형식은 ‘C식: 一c+VcP+就是+XP’, (56-57)번과 같은 

형식은 ‘D식: 一d+VdP, XP’으로 표기할 것이다.54) 이 네 가지 형식의 ‘一+VP’구조 

간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구조의 의미특징이 

‘一’의 의미특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2.2.1 A식: 一a+VaP+就+XP
《現代漢語詞典》에서는 ‘一…就…’에 대해 ‘두 가지 일이 긴 하게 이어지다’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어휘 ‘就’의 의미항에도 ‘두 가지 일이 선후 긴 하게 이어져 

발생하다’라는 해석이 있다. ‘一…就…’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도 A식과 같은 구조

는 VP와 XP가 시간적인 긴 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55) 하지만 ‘바싹 뒤

따르다’는 의미는 ‘就’ 단독으로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VP 앞의 ‘一’의 의미

54) 國家語委 코퍼스에서 ‘一+VP’가 포함된 항목을 검색하여 266개의 예문을 추출하였다. 예

문을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형식의 출현 비율은 다

음과 같다. 

총 267 개 백분율

A식  90  33.7%

B식  61  22.8%

C식   8    3%

D식 108  40.4%

‘一+VP’뒤에 就 이외에 才, 便, 卽 등과 같은 부사가 나오는 경우와 ‘一+VP’ 뒤에 후속문이 없

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수량이 적어서 따로 분류해서 분석하지 않았다.

55) 《現代漢語800詞》에는 ‘一…就…’항목에 ‘하나의 동작이나 상황이 나타난 후 다른 동작이나 

상황이 긴 하게 이어져 발생하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고, 《現代漢語虛詞例釋》에서도 

‘一…就…’항목에 ‘뒤 행위가 앞 행위와 긴 하게 이어져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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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一’ 자체의 의미특

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예문 (51)의 ‘他一看就懂了’에서 ‘就’ 뒤에 나오는 결과인 ‘懂’은 심리동사로서, 

발생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하게 

되는 상태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하게 된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이다. ‘看’은 

종결점이 없는 活動상황에 속해 시간축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하지

만 ‘懂’이라는 동작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 ‘看’이라는 동작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다. 즉 ‘看’ 앞에 ‘一’를 첨가하면 시간축에서 일정한 위치를 잡

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만약 다음과 같이 ‘一’를 삭제하면 비문이 

된다. 

(58) a. *他看就懂了。

위 분석에 따르면 ‘一’는 ‘看’과 결합해서 ‘看’이라는 동작이 시간 축에서 자리

를 잡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다음 예문을 보자.

(59) a. *他一看就去了学校。
b. 他一看完就去了学校。
그는 (그것을)다 보자마자 학교에 갔다.

‘一’가 ‘看’이라는 동작에 시간축에서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59a)가 비문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59b)와 (51)의 차이는 

후속문의 동사구에 있다. (51)의 심리동사인 ‘懂’은 앞 동작인 ‘看’과 동일한 대상

을 지향하고 있으며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59b)의 동사구인 ‘去学校’

는 앞 동작인 ‘看完’과 동일한 대상을 공유하지도, 동일 공간에서 발생하지도 않

는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54   現代中國語 ‘一’의 意味機能 硏究

看 懂

t₁ tn

 공간

t₁
tn

공간1

看完

공간2

去学校

A₁식에서 ‘VP’와 ‘XP’의 관계          A₂식에서 ‘VP’와 ‘XP’의 관계

<도식8>                             <도식9>

<도식8>처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 표현 형식은 A₁로 정하고, <도식9>

처럼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 표현 형식은 A₂로 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0) A₁식: 你一说他就明白了。
네가 말하자마자 그는 바로 이해했어.

(61) A₁식: 那个花瓶一碰就碎了。
그 꽃병은 손을 대자마자 깨졌다.

(62) A₂식: 他一下课就回家了。
그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다.

(63) A₂식: 铃声一响他就跑出去了。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그는 뛰어나갔다.

國家語委 코퍼스 검색을 통해 ‘一+VP’가 출현하는 500개 예문을 정리해 보았는

데, A₁식과 A₂식의 VP와 XP는 바로 뒤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XP는 모두 VP가 끝

난 다음에야 실현될 수 있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반면 둘 사이의 차이점도 관찰된다. A₁형식 중의 VaP는 XP와 

대부분 동보구조의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VaP와 XP가 합쳐서 한 가지 사건이 

되지만, A₂형식의 VaP는 ‘單變상황’에 속하는 순간동사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56)로 충당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며 VaP와 XP는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56)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는 ‘男, 女, 真, 假, 雪白’와 같은 절대형용사가 아닌 상대형

용사인 ‘红, 亮’과 같은 형용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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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구 ‘看完’과 ‘看’이 시간축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看完’은 지속성이 없는 반

면에 ‘看’은 지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도식8>에서 보이는 것처럼 ‘一’는 ‘看’이라

는 동작이 시간축에 있는 위치를 t₁에서 tn까지로 한정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

된 시점 tn은 전체 사건에서의 하나의 참조시점이지 전체 사건을 끝낼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문은 성립할 수 없다.

(64) * 他一看完。
(65) 他看完了。

그는 (그것을) 다 보았다. 

(64)와 같이 ‘看完’이 ‘一’와 결합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65)처럼 

‘了’와 결합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성립된다. 戴耀晶(1997:47)은 ‘了’를 [+동태

성], [+완정성],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어법표기라고 지적하였다. [+현실성]이란, 

이미 실현된 하나의 현실적인 사실(realized)을 특정 시점을 참조하여 나타내는 특

징을 말한다. 즉, ‘看完’의 뒤에 ‘了’를 첨가하면 ‘看完’이라는 동작을 하나의 완전

한 사건으로 간주하게 되고, 어떤 시점을 참조하여 시간축에서 그 사건의 위치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A식에서의 ‘一’는 ‘看完’이라는 동작을 시간축에서 양화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시점을 참조하여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장으로 성립할 수 없다. ‘一看完’만으로는 아직까지 사건 내부에 있는 

것이고, ‘就XP’가 실현되어야 사건 외부로 빠져나와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다. 즉 ‘一’는 시간축에서 동작의 경계를 설정해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건

의 완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59b)와 같은 예문에서 ‘一’의 부가는 다음과 같이 임의적인 것으로 보인

다. 

(66) 他(一)看完就去了学校。
그는 (그것을)다 보자마자 학교에 갔다.

陳平(1988)은 ‘看完’을 ‘爆炸’와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동시에 끝나는 동작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적인 종결점이 아닌 임의적인 종결점을 지니기 때

문에 [-지속], [-완성]의 의미특징을 가지는 ‘單變상황’에 속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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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變상황’으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예 ‘爆炸’와 ‘看完’은 상황 특징에 일정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67) a. 今天早上十点, 他看完了。
오늘 아침 열시에 그는 다 보았다.

b. 今天早上十点, 汽车爆炸了。
오늘 아침 열시에 자동차가 폭발했다.

(68) a. 他花了十分钟看完了。
그는 십분 동안 다 보았다.

b. *汽车花了十分钟爆炸了。

(67a, b)와 같이 ‘看完’과 ‘爆炸’는 시점인 ‘今天早上十点’과 결합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경우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單變상황’에 

속한다. 하지만 (68a)처럼 ‘看完’은 시간대를 나타내는 ‘十分钟’과도 결합이 가능한 

반면에 (68b)처럼 ‘爆炸’는 그렇지 못하다. 즉, ‘看完’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나타

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陈平(1988)이 제시한 지속성과 자연적인 종결점을 

가진 ‘結束상황’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單變상황’의 특

징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看完’을 ‘結束상황’으로 인식하

고 발화하는 경우 ‘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單變상황’으로 인식할 때

에는 ‘一’를 첨가하여 시간축에서 확실한 위치를 설정해야 하고, 그래야 더 긴박

한 어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爆炸’는 ‘單變상황’의 상황 특징만을 가지기 때문에 다음 문장과 같이 ‘一’의 

부가가 임의적이지 않다. 즉, ‘一’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69) a. 汽车一爆炸, 来集会的人就全都跑光了。
자동차가 폭발하자 집회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다.

b.1* 汽车爆炸, 来集会的人就全都跑光了。

예문 (69b)처럼 위의 문장에서 ‘一’를 삭제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爆炸’

와 같은 순간동사는 [-완성]의 의미특징이 나타난다. 하지만 ‘就’ 뒤의 사건이 이

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 사건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뒤 사건

이 시간축에 일정한 위치에 처한다면 ‘爆炸’라는 동작도 ‘一’를 통해 확실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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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정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A식에서 ‘一’의 의미기능은 단순히 ‘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축에서 동작 혹은 사건의 확실한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2.2 B식: 一b+VbP+就+XP
A식과 달리 B식의 VbP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아닌 미래에 대한 가정이다. A식

과 B식에서 ‘就’ 앞의 VP구조는 ‘就’ 뒤의 XP와 구조상 서로 포함되지 않으며 논

리적인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복문으로 볼 수 있다.57) A식 중 앞뒤 

단문이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B식의 앞뒤 단문은 일반적으

로 조건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건복문 또한 넓은 범주에서 볼 때도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58) 그러나 앞 단문과 뒤 단문이 다만 시간적인 선후

관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뒤 단문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앞 단문이 제공하

는 조건이 필요하다. 즉, A식의 앞뒤 단문은 필연적인 발생관계가 없지만 B식의 

앞뒤 단문은 필연적인 발생관계가 있다.

邢福義(1993:269)는 이와 관련된 조건복문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하나

는 가정 표현으로서의 예측(Ⅰ류)이고, 하나는 사실에 근거한 총괄적인 표현(Ⅱ류)

이다. 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이고, 후자는 이미 발생한 일이 

많이 반복해서 규칙이 형성되어 그것에 대한 총정리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70) 一有时间我就去看你。
시간 나면 바로 너를 보러갈게.

(71) 他一吃中国菜就拉肚子。
그는 중국요리를 먹기만 하면 설사한다.

(70)은 ‘有时间’라는 조건을 먼저 가정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去看你’라는 

57) 黃伯榮, 李煒(2012)은 전형적인 복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1)

두 문장이 모두 단문이다. 2)두 문장은 구조상 서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의미상 관련이 

있다.

58) 吕叔湘(1990) 참조.



58   現代中國語 ‘一’의 意味機能 硏究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으로 Ⅰ류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B₁식: ‘一b1+ 

Vb1P+就+XP’로 정한다. (71)은 중국요리를 먹고 나서 설사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사실에 대한 총괄적인 규칙을 유추한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사건과 아직 발생하

지 않은 사건이 모두 포함되므로 Ⅱ류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B₂식: ‘一b2+ 

Vb2P+就+XP’로 정한다.

먼저 B₂식을 A식과 비교를 해보자. B₂식은 동일한 조건이 주어질 때마다 동일

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Vb2P가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동질성을 가진 사

건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A식은 VaP가 객관적으로 종결된 이후에 뒤 XP

가 발생하기 때문에 VaP가 일회성을 가지고 있고 개체성을 가진 한 가지 사건으

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식에서 ‘VP’와 ‘XP’의 관계              B₂식에서 ‘VP’와 ‘XP’의 관계

      <도식10>                                  <도식11>

A식은 <도식10>과 같이 시간 범주에서 앞 사건이 끝나는 전제 하에 뒤 사건이 

발생하지만, B₂식은 <도식11>과 같이 논리 범주에서 앞 사건이 조건으로 주어지

는 전제 하에 뒤 사건이 발생한다. 즉, B₂식의 경우, 앞 사건의 종결점이 중요하

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B₁식을 A식과 비교해 보자. 두 형식의 공통점은 두 형식 모두 앞 단

문이 일회성을 가지고 있으며, 뒤 단문과 시간축에서 선후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다. 반면 A식의 앞 단문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나타내지만 B₁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B₁식의 앞 단문은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이며, 이 사건

은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뒤 결과와 필연적인 대조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吃中国菜

吃中国菜

…
吃中国菜

吃中国菜

拉肚子

XPV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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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时间

   有机会

   有钱

  去看你

 t

   有事

<도식12> B₁식에서 ‘VP’와 ‘XP’의 관계

위의 <도식12>에서 ‘有事, 有机会, 有钱 ……’ 등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건

을 나타낸다. 그 중 후행사건 ‘去看你’와 필연적 대조관계를 가지는 유일한 조건

이 바로 ‘有时间’이다. 이처럼 B₁식은 두 사건이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가지고 있

지만 Vb₁P가 가상 설정되기 때문에 논리적 추리관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식과 B식은 구조가 같지만 일반적으로 A식은 시간관계 복문으로 보고 B식은 

조건관계 복문으로 본다. 그러나 인류의 인지 방식에 따라 조건-결과 관계가 시간

적인 선-후 관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 복문과 조건관계 복문

이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다른 언어에도 보인다. 예를 들면 영어 ‘while’

은 시간복문과 조건복문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59) 

(72) Mary read while Bill sang.

빌이 노래하는 동안 메리는 책을 읽었다.

(73) There will be class struggle while classes exist.

계급이 존재하는 한 계급전쟁이 있게 마련이다.

‘一…就…’구조가 시간관계에서 조건관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인

류 공통의 인지 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2.2.2.3 C식: 一c+VcP+就是+XP
C식은 A식, B식과 달리 VcP와 후속문 사이에 시간관계나 조건관계가 모두 나

타나지 않는다. C식에서 ‘就是’ 뒤에 나오는 XP는 VcP동작과 관련된 시간, 공간, 

대상, 도구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서술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59) 李晉霞, 劉雲(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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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他一看就是三个小时。
그는 봤다하면 세 시간이다.

(75) 他看了三个小时。
그는 세 시간 동안 보았다.

(76) 他一看就是名著。
그는 한번 봤다하면 명작이다.

(77) 他看了一本名著。
그는 명작 한 권을 보았다.

(75)는 단순히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에 대한 서술이지만 (74)는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는 화자의 판단을 표현한 것이다. (77)은 동작의 대상에 대한 서술이

지만 (76)은 동작의 대상이 일반적인 생각에 비해 정도가 심하다는 화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三个小时/名著)

x(시간축)

 y(양축)ya yby1

t₁ tntn-1

<도식13> C식에서 ‘VP’와 ‘XP’의 관계

<도식13>에서 x축은 시간축으로 설정하고 y축은 수나 정도의 양의 축으로 설정

하기로 하자. 먼저 ‘一+VcP’로 동작을 할 수 있게 시간축의 시점인 t₁에서 tn-1까지

의 자리를 잡아준다. 즉 화자가 동작을 실현한다는 전제를 만들어 준다. 동작이 

발생하면 화자가 동작과 관련된 논항이 시간적이나 공간적(정도)인 양의 기준을 

대응적인 y축에 있는 y1에서 ya까지로 설정한다면 실제적으로 yb로 실현된다는 사

실을 도식을 통해 알 수 있다. yb가 ya보다 높은 수치에 도달하므로 ‘VcP’가 시간

축에 있는 거리도 상대적으로 tn까지 넓혀진다는 인지결과가 나타난다.

C식도 A식과 마찬가지로 앞 VcP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예

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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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去年他去了北京, 在那儿一住就是一年。
작년에 그는 베이징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번 지내다보니 벌써 일 년이 

되었다.

(79) 他很喜欢看书, 一看就是几个小时。
그는 독서를 좋아해서 한번 봤다하면 몇 시간이다.

(78)은 A식과 유사하게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므로 ‘一’는 뒤 

동작의 시간축에서 경계를 세워준다. (79)는 B₂식과 유사하게 이미 발생한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규칙이 형성된 것으로, 그에 대한 총정리이다. VcP에 해당하

는 ‘看’은 구체적인 어느 시점에 발생한 동작이 아닌, 뒤 결론이 나오게 될 때 먼

저 가정하는 조건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78)과 같은 형식을 C₁식으로 하고, 

(79)와 같은 형식을 C₂식으로 정하기로 하자. 또한 C₁식과 C₂식은 모두 앞 단문과 

뒤 단문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A₁식과 유사하다. 즉 C₁식
의 ‘一’는 A₁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 안에서 앞 동작의 경계를 세워 주는 

역할을 하고 C₂식의 ‘一’는 B₂식과 마찬가지로 동질성을 가진 사건의 집합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C₂식의 경우, 앞 단문이 경계

선을 가진 동작이므로 뒤 설명 부분도 경계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

이 성립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80) a. 他很擅长跳高, 一跳就是3米。
그는 점프를 잘하는데 한번 점프하면 3미터씩 뛴다.

b. *他很擅长跳高, 一跳就是很高的距离。

(80a) 중의 ‘3米’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공간거리지만 (80b) 중의 ‘很高的距离’

는 경계선을 가지지 못한 공간거리이므로 비문이 되는 것이다.

2.2.2.4 D식: 一d+VdP, XP
A식, B식, C식의 앞 뒤 단문은 모두 어떤 연접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D식은 

쉼표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후속문이 비교적 다양하다. 또한 부사 ‘就’도 없

으므로 뒤 사건과 긴 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D식에 속하는 예문

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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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他往那儿一坐, 一句话也没说。
그는 그곳을 향해 앉아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82) a. 爸爸猛地一拍大腿, 说终于想起来了。
아빠는 다리를 세게 한번 치면서 드디어 생각났다고 말씀하셨다.

b. 他用锤子轻轻一敲, 碗就碎了。
그가 망치로 살짝 한번 쳤는데 그릇이 깨졌어.

(81)처럼 ‘一+VdP’구조 중 지속성이 있는 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D₁식으로 정하

고, (82a, b)처럼 지속성이 없는 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D₂식으로 정한다. (81)에서 

동사인 ‘坐’가 ‘一’와 결합하면 동작이 시간축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실현된 동

작이 된다. 吳春仙(2001)은 D식과 같은 ‘一+VP’구조에서 ‘一+VP’와 후속문의 관계

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도표13> ‘一+VP’구조 중 ‘VP’와 ‘XP’의 관계

VdP XP

① 가정 가정의 결론

② 동작 동작의 결과

③ 원인 결과

④  묘사 묘사되는 동작

⑤ 연속 동작 중의 하나 연속 동작 중의 하나

위 다섯 가지 관계 중에 ①-④는 모두 앞뒤 단문이 긴 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

한 사실은 ‘一+VP’구조가 하나의 사건을 끝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 동

작이나 상태를 이루기 위한 전제로 기능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D₁식의 ‘一’는 동작의 발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D₂식의 경우는 

‘一+VP’구조를 모두 동량구조 ‘V+一下’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一+VP’의 ‘一’가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3) 爸爸猛地拍了一下大腿, 说终于想起来了。
아빠는 다리를 세게 치면서 드디어 생각났다고 말씀하셨다. 

(84) 他用锤子轻轻敲了一下, 碗就碎了。
그가 망치로 살짝 쳤는데 그릇이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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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一+VP’구조에서 ‘一’의 의미기능

앞서 2.2.1장에서는 ‘一’와 결합하는 동사구의 상황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정태적인 상황, 그리고 結束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동태적 상황유형이 모두 ‘一’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2장

에서는 ‘一+VP’의 형식을 후속문과의 관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형식에서 ‘一+VP’구조의 의미특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크게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미 발생한 사건이며 시간축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

지한다.(A식, C₁식, D식) 둘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며 논리적으로 후속문의 

결과가 산출되기 위한 가정적인 조건이다.(B식, C₂식) 그렇다면 ‘一’가 이러한 두 

가지 의미특징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또 그 두 가지 의미특징

은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구체

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1에서 언급하였듯이, ‘一’는 수량의미를 나타낼 경우 인지적인 양화 과정을 반

영한다. 즉 우리가 어떤 개체의 존재를 파악할 때에는 먼저 그 개체의 경계를 인

식해서 다른 개체와 구분하고, 그런 뒤에 그 개체를 인지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

체와 동일한 개체들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 그것이 계산 단위가 되고, 가장 작

은 수량으로 인식하는 인지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논지였다. 이를 다시 도식화하

면 다음과 같다. 

a

b

c

d

a

b

c

d

<도식14> 개체의 의미                 <도식15> 수의 의미

<도식14>의 ‘一’는 어떤 독립적인 개체를 파악할 때의 양화 과정이고, <도식15>

의 ‘一’는 개체의 공간적인 수량 특징을 나타낼 때의 양화 과정이다. <도식14> 중

의 a에서 d까지의 화살표는 개체화 과정을 나타낸다. d에 도달하기 전에는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인정할 수 없지만 도달하면 개체의 완전성을 파악하고 그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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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인지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다. ‘一’는 바로 이와 같은 무(無)에서 유(有)

로의 질적인 인식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의미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과정에서 두 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도식14>-1 : 완성의미 ― 양화 과정의 시작인 a를 시작점으로 보고 d를 

양화 과정의 종결점으로 본다면 ‘一’는 어떤 과정에 대한 완

성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도식14>-2 : 독립성 ― 양화 과정을 주시하지 않고 이미 양화된 개체를 

주시한다면 ‘一’는 다른 개체와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나타낼 수 있다.

<도식15>의 인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다.

<도식15>-1 : 가장 작은 수량. 

<도식15>-2 : 동질성을 가진 개체들을 헤아릴 수 있는 단위. 

‘一’는 위와 같은 양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 집합 중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숫자에 비해 의미 확장의 경로가 다양하게 열려 있

다. 인지언어학의 각도에서 보면 의미 확장은 불규칙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류 인지의 메커니즘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의미항A에서 의미

항B까지 확장하는 인지 수단은 은유, 환유, 도식 등이 있는데, 이는 의미항A와 의

미항B가 유사한 의미역에 속하거나 하나의 의미역 안에서 관련된 원소를 가짐으

로써 동일한 의미도식을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기억은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의미항을 기억할 필요 없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

를 파악한 뒤에 그로부터 다른 확장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一’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에 관해 다시 살펴보자. 2.2.1절에서 논한 것처럼 VP가 가리키는 동작이 시간축에

서 [+완성]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 ‘一’와 결합할 수 없다. 그 까닭은 ‘一’를 통해 

부각되는 [+완성]의 의미특징과 의미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一’는 동작이 시간축

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은 사건 밖에서 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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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안에서 보느냐, 동작이 어떤 단계에 처하느냐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상표지와

는 그 층위가 다르다. 

기존 연구들은 동사 앞의 ‘一’의 ‘완성’이나 ‘실현’등의 의미기능을 언급하였지

만 ‘一’가 왜 [+완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완성]은 

VP가 시간축에서 종결점이 없거나 종결점까지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의미를 가지는 VP가 ‘一’와 결합하면 시간축에서 시작점

과 종결점을 정해주는 의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VP는 다시 

‘一’와 결합하면 의미가 충돌된다. 특히 [-지속], [-완성]의 單變상황에 속하는 동작

들은 시작점과 종결점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과정이 보이지 않지만 ‘一’를 통해 

시작점과 종결점을 지정하고 양화함으로써 [+완성]의 의미기능을 부각시킨다. 즉 

공간범주에 나타난 양화 기능이 시간범주까지 은유방식으로 투사되면 시간축에서

의 양화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도식14>의 a에서 d로 진행되는 공간범주의 양화 

과정을 시간축에 펼쳐 놓으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     b    c    d

t₁ tn t

<도식16> 시간범주 ‘一’의  양화 은유도식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A식의 ‘一’는 시간축에서 VP 동작이 진행되는 

시작점과 종결점 t₁과 tn의 위치를 지정하고 경계화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이

는 앞서 언급한 ‘<도식14>-1’의 완성의미기능에 해당한다. 경계가 만들어졌으므로 

tn시점에서 봤을 때는 [+완성]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고, ‘就’ 뒤의 동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전제를 만들어준다. D식은 A식과 달리 후속문이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앞의 ‘VP’ 동작이 끝나고 나서야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점에서 

A식과 같이 ‘<도식14>-1’의 완성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B식의 ‘一’는 이와는 좀 다르다. B₁식의 

‘一+VP’는 여러 가지 이질성을 가진 조건 중에 뒤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만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함’만을 필요로 한다. 이는 

‘<도식14>-2’의 독립성 의미기능에 해당된다. B₂식의 ‘一+VP’는 개체성보다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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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B₁식과 다르다. B₂식은 동질성을 가진 모든 사건들 중

에 어떤 한 것이 존재해도 뒤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사건 앞에 출현하는 ‘一’

는 동작을 단위화한다. 이는 ‘<도식15>-2’의 의미기능에 해당한다.

C식 가운데 C₁식은 구체적인 동사를 묘사하기 때문에, ‘一’는 시간축에서 ‘VP’

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으므로 A식과 같이 <도식14>-1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C₂식은 전형적인 조건 관계문은 아니지만 앞의 ‘VP’가 존재해야 

뒤 ‘VP’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으므로 B₂식과 같이 <도식15>-2의 의미기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14> ‘一+VP’구조별 ‘一’의 의미특징

<도식14>-1

‘완성의미’

<도식14>-2

‘독립성’

<도식15>-1

‘가장 작은 양’

<도식15>-1

‘단위성’

A₁식 O

A₂식 O

B₁식 O

B₂식 O

C₁식 O

C₂식 O

D₁식 O

D₂식 O

2.3 소결

이 장은 먼저 ‘一’가 명사와 결합하는 ‘一₁+N₁+X₁’과 ‘一₂+N₂+X₂’ 두 가지 구

조 의미를 분석하고 이 구조에 쓰인 ‘一’의 의미기능을 고찰해 보았다. ‘一₁+N₁+X₁’

구조의 경우에는 ‘유계’사물인 ‘N₁’이 ‘무계’사물인 ‘X₁’에 경계를 주면서 개체화

시키고 ‘一₁’로 그 개체량을 나타낸다. ‘一₂+N₂+X₂’의 경우에는 동질성을 가진 ‘X₂’

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N₂’의 범위와 일치하며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어 ‘一₂’로 

그 덩어리의 전체량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一₁’은 개체의 양을 나

타낸다는 점에서 양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一₂’는 전체의 양

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양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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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一’가 비슷한 두 구조에서 유사한 의미기능을 나타낸다는 점은 Haiman이 

제시한 ‘구조동형가설(isomorphism hypothesis)’이 현대중국어에서 입증된 하나의 예

라고 볼 수 있다. 

‘一₁’과 ‘一₂’가 두 구조에서 심층적으로 양화 기능 수행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양화하는 대상과 방식이 다르므로 표층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상이하다. 다른 개

체와 구분하기 위해 개체의 경계에 주의력을 집중하면 해석의 결과로 ‘하나’라는 

의미가 도출되고, 동질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면 그 해석의 

결과로 ‘온, 전체’라는 의미가 도출되는 것이다. 또한 ‘一₂’의 경우, 각 구성체들의 

동질성에 주목하여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공간 도가 높다고 인식이 되어 ‘가득

하다’는 의미도 함께 도출되는 것이다. 결국, ‘一₂’는 ‘온, 전체, 가득하다’는 복합

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가득하다’라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滿’과 호

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호환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고, 또 ‘一’와 ‘滿’이 병

기되는 경우도 출현할 수 있다. 

‘一’는 단순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계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다른 숫자와는 달리 명사와도 결합할 수 있고 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우선 2.2.1절에서 ‘一’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구의 시간적인 특징

을 분석하였는데, ‘一’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구는 시간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동태적인 동작이며 [-완성]의 특징의 상황 유형에 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이러한 의미 제한은 ‘一’의 의미특징과 긴 한 관계를 갖고 있다. <도식14>을 

보면 알 수 있듯이, ‘一’의 양화 과정은 a에서 시작하여 d까지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과정에서 질적인 변화가 생기므로 ‘一’와 결합하는 동작, 혹은 

사건은 동질성을 가질 수 없다. 또한 ‘一’는 동작의 시작점과 종결점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미 [+완성]을 가진 상황 유형과는 의미가 충돌되어 결합이 불가

능하다. 

하지만 본고는 기존 연구처럼 ‘一+VP’구조에서의 ‘一’를 완성상을 나타내는 상

표지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후속문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 

‘一’는 뒤 VP가 시간적으로 어떠한 단계에 처하는지, 화자가 어떠한 시각으로 관

찰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없다. 다시 말해, ‘一看’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看’이

라는 동작이 시작되는 것인지, 동작의 과정 중인지, 종결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

다. 또한 화자가 사건내부에서 관찰하는 것인지,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인지도 판

단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지의 기능과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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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시간축에서 동작 진행의 시작점과 종결점을 정해주는 ‘一’의 양화 기능은 공

간적인 수량 의미를 나타낼 때의 양화 과정과 유사하다. 이는 동사 앞의 ‘一’를 

완전히 문법화된 표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사 앞의 ‘一’가 [+완성]이나 [+실현]의 의미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一’의 본질적인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논의하

였다. ‘一+VP’구조는 시간적으로 크게 이미 발생한 사건(已然)과 발생하지 않은 

사건(未然)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연(已然)의 경우 ‘一’는 시간축에서 VP의 위치

를 잡아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실현]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며, 종결점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완성]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미연(未然)의 경우에

는 시간적으로 ‘一+VP’와 후속문 사이에 선후관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논리적으

로 ‘一+VP’구조가 후속문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一’는 <도

식14>와 같이 이미 양화된 상태로 다른 동작과 다른 독립적인 존재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도식15>처럼 동질성을 가진 많은 동작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지정하

는 단위적인 의미도 나타낼 수도 있다. 

종합하면, ‘一’가 동사와 결합할 때 나타내는 양화의 의미기능은 시간축에서 진

행되는 양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범주의 양화 기능이 공간범주에서의 

‘一’의 양화의 의미기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므로, 이 둘은 동일한 ‘영상도식’에서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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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一’가 명사, 동사와 결합할 때 각각 공간범주와 시간범

주에서 양화의 의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하나의 ‘영상도식’에서 도

출되는 것임을 입증하였다. ‘一’의 양화 과정을 하나의 대상을 인식할 때의 동태

적이고 심리적인 패턴이라고 한다면, 그런 패턴이 형성된 이후에 어떠한 정태적인 

효과, 즉 어떠한 의미 제약이나 의미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더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양사 중첩형식인 ‘MM’ 앞에 ‘一’가 첨가되면 어떠한 의미

가 추가되는지, ‘MM’의 의미와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고찰할 것이다. ‘MM’

과 ‘一MM’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一’의 의미특징이 무엇인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의미특징이 공간범주에서 나타난 

‘一’의 양화 기능, 즉 ‘一’의 ‘영상도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로 동사 중첩형식인 ‘VV’의 사이에 ‘一’가 삽입되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一’가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의미 차이를 가지는지 분석하

고, 그것이 시간 범주에 나타난 ‘一’의 양화 기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논

의하려고 한다.

3.1 공간 범주의 지시성

선행연구에서는 ‘一MM’형식을 양사중첩형 ‘MM’의 변형체로 보는 경우도 있는 

반면, 수량구 중첩형인 ‘一M一M’에서 ‘一’가 생략된 형식으로 보고 연구자들도 

있다.60)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一MM’이 ‘MM’이나 ‘一M一M’과 호

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60) 王力(1985)는 ‘一个个’와 ‘一個一個’를 동일한 형식으로 보고 있고, 華玉明(1994)은 ‘一

MM’은 수사와 양사중첩의 조합이 아닌 수량구 ‘一M’의 중첩 형식인 ‘一M’一M’의 생략

형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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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a. 我们班的学生, 一个个都很聪明。 (一MM)

b. 我们班的学生, 个个都很聪明。 (MM)

c. 我们班的学生, 一个一个都很聪明。 (一M一M)

우리 반의 학생들은 하나같이 모두 똑똑하다.

그러나 ‘一MM’이 ‘MM’의 변형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一’의 의미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一M一M’의 생략형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一’를 단순히 수량의미로 파

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구조에서 ‘一’는 특정한 의미기능

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언어 사용에서 ‘一MM’이 ‘MM’이나 ‘一

M一M’으로 호환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86) a. 这次新版的钞票, 张张都会印上伟人的头像。
이번에 새로 찍는 화폐에는 모두 위인의 얼굴이 인쇄될 것이다.

b. ?这次新版的钞票, 一张张都会印上伟人的头像。
(87) a. 一个个雕像形态各异, 神采各不相同。

모든 조각들이 형태가 각각 다르고, 겉모습도 각각 다르다.

b. *个个雕像形态各异, 神采各不相同。
(88) a. 他的头发一根根地都变白了。

그의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모두 하얗게 새었다.

b. *他的头发根根地都变白了。

李宇明(1998)에 따르면, ‘一MM’이 ‘MM’처럼 주어 위치에 있을 때는 ‘매…’, ‘…
마다’의 뜻을 나타내고, 관형어 위치에 있을 때는 ‘양이 많다’는 뜻을 나타내며, 

부사어 위치에 있을 때는 ‘차례대로 진행하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의 (86a)처럼 ‘每张’을 뜻하는 주어 위치의 ‘张张’을 (86b)처럼 ‘一张张’으

로 바꾸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또한 (87b)처럼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의 ‘一

个个’를 ‘个个’로 바꿀 수 없으며, (88b)처럼 부사어 위치에 있는 ‘一根根’을 ‘根根’

으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一MM’과 ‘MM’을 무조건 호환할 

수 없다는 것은 ‘一’에 어떠한 의미상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一

MM’중의 ‘一’가 무의미한 부가 성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기능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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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一MM’과 ‘一M一M’이 호환되기 어려운 예문이다. 

(89) a. 饭要一口一口吃, 仗要一个一个打。
밥은 한 입 한 입 먹어야 되고 싸움은 한 판 한 판 해야 된다.

b. ??饭要一口口吃, 仗要一个个打。
(90) a. 一架架飞机在蓝天飞翔。

비행기가 한 대 한 대 파란 하늘을 비행하고 있다.

b. ?一架一架飞机在蓝天飞翔。

‘一MM’이 ‘一M一M’의 생략 형식이라면 위와 같은 예문이 모두 자연스럽게 성

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호환한 이후에 문장이 어색해지는 이유는 ‘一

MM’ 중의 ‘一’가 ‘一M一M’ 중의 ‘一’와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一MM’은 단순한 양사중첩형의 변형체도 아니고 수량중첩형의 

생략형도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3.1.1절에서는 먼저 ‘一MM’과 ‘MM’의 통사적 분포

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동

일한 자리에 위치할 때 (86-88)처럼 호환 불가능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

한 분석을 토대로 3.1.2절에서는 ‘一MM’ 중의 ‘一’가 어떠한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一MM’형식이 ‘MM’과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는

지를 재확인 할 수 있고, 또 ‘一M一M’ 중의 ‘一’와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3.1.1 ‘一MM’구조의 의미특징

본 절에서는 ‘一MM’ 중 ‘一’의 의미기능을 밝히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

는다. 따라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체 양사 중에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 5개를61) 선택해서 ‘一MM’형식과 ‘MM’형식의 문장 중에서 통사적 위치 

분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62)

61) 陆俭明(1999) 참조.

62) 이 조사 결과는 北京大學 中國語言硏究中心 CCL에서 제공한 말뭉치를 이용한 것임을 밝

힌다. 빈도수를 조사할 때 방해가 되는 항목은 최대한 배재하였다. 가령, ‘个个’의 빈도수

는 ‘个个’앞에 ‘一, 每, 两, 整, 首’ 등과 같은 성분이 나오는 문장을 제거하고, ‘个个’뒤에 

‘人, 案’ 등과 같은 성분이 나오는 문장을 제거한 뒤에 계산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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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5> ‘一MM’과 ‘MM’의 사용빈도 및 통사적 분포 비율

一MM 빈도(CCL) MM 빈도(CCL)

一个个  6382 个个  3255

一张张  743 张张  141

一條條  854 條條  449

一根根  289 根根  107

一座座  931 座座  143

주어
주어 수식 

관형어

목적어 수식 

관형어
부사어

一MM63) 3.6% 26.4%  59.4% 10.4%

  MM64) 37.7% 35.6%  26.6% 0

이상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一MM’과 ‘MM’의 통사적인 분포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一MM’이 ‘MM’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

둘째, ‘一MM’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많이 사용되는 반면, ‘MM’은 주

63) CCL에서 ‘一个个, 一张张, 一条条, 一根根, 一座座’ 등이 출현한 예문을 무작위로 100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통사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一MM 주어 술어 목적어
주어 수식 

관형어

목적어 

수식 

관형어

부사어 보어

一个个 15 8 61 16

一张张 31 58 11

一条条 2 32 63 2 1

一根根 18 59 23

一座座 1 43 56

백분율 3.6% 26.4% 59.4% 10.4% 0.2%

64) ‘个个’가 나온 문장 중 50개, ‘张张’이 나온 500개 문장 중 유효문장인 43개, ‘条条’가 나

온 500문장 중 유효문장인 51개, ‘根根’이 나온 500문장 중 유효문장인 93개, ‘座座’이 나

온 500문장 중 유효문장인 66개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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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보인다.

셋째, ‘MM’은 부사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조사를 통해 ‘一MM’이 주로 주어, 관형어, 부사어 등 세 가지 통사적인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一MM’이 주어나 관형어로 쓰

일 때 ‘MM’과 어떠한 의미 차이를 가지는지, 부사어로 ‘MM’이 쓰이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3.1.1.1 주어 위치의 ‘一MM’
기존 학자들은 대부분 주어65) 위치의 양사중첩형 ‘MM’이 ‘전체’라는 의미를 가

지며 ‘…마다’의 뜻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주어 위치의 ‘一MM’에 대해

서는 집중적인 토론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一MM’을 ‘MM’과 함께 언급

하면서 ‘MM’처럼 ‘두루 가리킬 수 있다’는 의미기능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그러

면서 그들은 예문 (85a-b)와 같이 두 형식을 호환할 수 있는 다양한 용례를 제시

하였다. 그러나 예문 (86b)가 어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코퍼스에서 검색되는 예문을 살펴보면 주어 ‘MM’을 포함하는 문장의 앞에는 

일반적으로 선행문이 출현하며, 선행문이 ‘MM’의 존재 범위를 제시해 주는 경우

가 많다. 다음 예문을 보자. 

(91) 相传, 蚩尤和他的81个兄弟, 个个凶猛善战, 冲杀在前。
전설에 따르면 치우와 그의 81명 형제들은 하나같이 모두 용맹하고 싸움

MM 주어 술어 목적어
주어 수식 

관형어

목적어 

수식 

관형어

부사어 보어

个个 49 1

张张 4 15 24

条条 16 22 13

根根 37 30 15

座座 3 35 25

백분율 37.7% 35.6% 26.6%

65) 주어는 주술문에 있는 소주어도 포함시키고, 관형어는 주술문 소주어의 관형어도 포함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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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하였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섰다고 한다.

(92) 涂了油漆的竹蔑儿, 根根都很干净。
페인트를 칠한 대오리는 하나같이 모두 아주 깨끗하다.

(91)의 ‘个个’는 ‘蚩尤和他的81个兄弟’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며, (92)

의 ‘根根’은 모든 ‘涂了油漆的竹蔑儿’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양사중첩형은 후속문

의 주어로서 선행문에 나왔던 모든 대상들을 다시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MM’을 

다음과 같이 ‘一MM’으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93) 相传, 蚩尤和他的81个兄弟, 一个个凶猛善战, 冲杀在前。
전설에 따르면 치우와 그의 81명 형제들은 하나같이 모두 용맹하고 싸움

을 잘하였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섰다고 한다.

(94) 涂了油漆的竹蔑儿, 一根根都很干净。
페인트를 칠한 대오리는 하나같이 모두 아주 깨끗하다.

(93-94)의 ‘一MM’도 선행문에서 제시된 범위 안의 모든 구성원을 가리킨다. 즉 

‘MM’과 ‘一MM’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들은 이미 일정한 범위 안에 존재한 그 무

엇과 대응을 시킬 수 있다. 

찰스 N.리. & 샌드라 A.톰슨은 명사구가 지시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비지시적

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하나의 실체(entity)를 나타낼 경우에 그것은 지시가 된다

고 하였다.66) 즉 (91-94)의 ‘MM’과 ‘一MM’은 모두 지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

다.67) 하지만 언어 사용 중에는 선행문에 대상의 범위가 먼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95) 花2000卢布就可买一张彩票, 张张都有奖。
2000루블이면 복권 한 장을 살 수 있는데, 100% 당첨된다. 

66) 명사구는 지시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비지시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명사구가 하나의 실

체(entity)를 나타낼 경우에 그것은 지시가 된다. 이러한 실체는 물질적인 것 혹은 개념적

인 것일 수도 있고, 사실적인 것 혹은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수 혹은 복수일 수

도 있다는 것을 정의하였다. 박정구등 옮김(1996:135) 참조.

67) ‘MM’과 ‘一MM’은 명사구는 아니지만,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 술어가 묘사하거나 서

술하는 대상이므로 지시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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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成年人当然个个都有心事。
성인이라면 당연히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문맥상 (95)의 ‘张张’은 선행문에 언급한 ‘복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만 그 ‘복권’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대상도 아니며 화자의 객관 세계에 존재하

는 어느 구체적인 실체(entity)도 아니다. ‘복권’이라는 것이 당첨되는 것도 있고 

당첨되지 않는 것도 있기 마련이지만, 여기에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모

든 ‘복권’이 예외 없이 다 당첨된다는 것이다. (96) 의 ‘个个’도 앞의 ‘成年人’을 

가리키지만 ‘成年人’의 범위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으므로 모든 구성원을 나타낼 

수 있는 ‘个个’와 일대일 대응을 시킬 수 없다. 즉, (95-96)에서 주어 자리에 위치

하는 ‘MM’은 (91-92) 예문과는 달리 가리키는 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범

위 안에 있는 구체적인 개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MM’을 ‘一MM’으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97) * 花2000卢布就可买一张彩票, 一张张都有奖。
(98) * 成年人当然一个个都有心事。

즉, ‘MM’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구성원 전체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범위의 

경계가 반드시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一MM’은 구성원 범위의 

경계가 정확하게 제시되어야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객관적인 존재와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97-98) 예문은 성립할 수 없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해주면 문장은 성립한다.

(99) 这次他们公司发行的彩票, 一张张都有奖。
이번에 그들 회사가 발행하는 복권은 100% 당첨된다.

(100) 我们组的这些成年人, 一个个都有心事。
우리 팀의 성인들은 모두 걱정거리가 있다.

한편, 위 예문의 ‘一MM’을 ‘一M一M’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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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这次他们公司发行的彩票, 一张一张都有奖。
(102) ? 我们组的这些成年人, 一个一个都有心事。

宗守雲(2007)에 따르면 문장 중의 NP가 부각되면 ‘一M一M’은 ‘一MM’에 비해 

[+강한 불연속성]을 나타내고, 문장 중의 VP가 부각되면 ‘一M一M’은 ‘一MM’에 

비해 [+강한 차례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문(101)은 NP가 부각된 경우로 ‘一M

一M’을 사용하면 [+강한 불연속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개체가 중시되어 

전체 복권이 당첨된다는 사실에 대한 서술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문장은 성립

하지 않는다. 예문(102) 또한 팀원이 모두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

는 것이므로 하나하나에 대한 개체적인 서술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즉, ‘一

MM’은 ‘一M一M’과 달리 개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개체들이 구성된 전체도 함

께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一M一M’은 하나하나의 개체에 주목하기 때문에 

개체가 어떤 범위 안에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서술이 나오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MM’도 전체를 나타내지만 앞에 ‘一’를 부가하면 그 

전체의 범위가 실제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박종한(1990)은 명사구의 지시성은 술어에 나타난 시제를 통해 포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3) 我昨天买了一本书。 (지시성)

나는 어제 책 한 권을 샀다.

(104) 我在找一本书。 (지시성/비지시성)

나는 어떤 책을 찾고 있다.

(103)의 ‘책’은 이미 실현된 사건에 등장한 물건이므로 그 실재가 확실하기 때문

에 명확한 지시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104)의 ‘책’은 그것을 찾아내기 전까지

는 이미 실현된 사건에 등장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 세계의 어느 존재물과 

대응시키기 어렵다. 화자가 발화할 때에 이미 정해진 그 ‘책’을 찾는 경우에는 지

시성이 있고, 발화시에 어느 책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지시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MM’과 ‘一MM’도 시제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一’와 지시성   77

(105) a. 这次新版的钞票, 张张都会印上伟人的头像。
이번에 새로 찍는 화폐에는 모두 위인의 얼굴이 인쇄될 것이다.

b. ?这次新版的钞票, 一张张都会印上伟人的头像。
(106) a. 名牌大学, 哪能个个都考上？

명문 대학인데 어떻게 모두가 다 붙을 수 있겠니?

b. ?名牌大学, 哪能一个个都考上？ 

(105)은 동사 ‘印上’ 앞에 조동사인 ‘会’가 나왔으므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동작

임을 알 수 있다. (105a)의 ‘张张’은 새로 나올 화폐의 전체를 가리키지만 발화시

에 화폐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객관적인 존재물과 대응하지 못해 

(105b)처럼 바꾸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106)은 반문의 형식으로, 화자가 전달하려

는 의미는 명문대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의 모

든 사람들은 화자 머릿속에 있는 수험생 전체이다. (106)도 결국은 어떤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个个’가 가리키는 대상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105-106)

처럼 사건이 아직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거나 화자가 머릿속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범위의 전체를 표현하려면 ‘MM’을 쓸 수 있다. 그러나 ‘一MM’을 쓰면 어색해지

거나 비문이 된다. 이는 ‘一MM’이 가리키는 대상과 실제 존재하는 것이 대응되어

야 한다는 의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있는 대상

은 가리킬 수 없기 때문이다. ‘一MM’을 다음과 같이 이미 실현된 사건에 쓰게 하

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된다.

(107) 这次新版的钞票, 一张张都印上了伟人的头像。
이번에 새로 찍은 화폐에는 모두 위인의 얼굴이 인쇄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MM’과 ‘一MM’이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 모두 지시하

는 바가 있지만 지시하는 방식은 다르다. ‘MM’은 어느 범위 안에 있는 구성원 전

체를 가리키지만 그 범위가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화자가 예상하는 범위

나 허구된 범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MM’이 객관적인 개체를 지시한다는 것보다

는 개체가 구성된 범위를 지시한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一MM’은 어느 범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가리키지만 그 구성원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범위의 경계가 불확실하거나 아직 실

현되지 않은 사건의 대상, 허구적 사건의 대상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함이 보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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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一MM’ 대신에 ‘MM’을 사용해야 한다. 

3.1.1.2 관형어 위치의 ‘一MM’
통사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一MM’이 가장 많이 위치하는 곳이 관형어의 자리

이다. 수식어로서의 ‘一MM’은 지시성보다 중심어를 수식하는 기능이 더 현저하기 

때문에 ‘MM’과의 차이를 찾아내려면 앞에서와는 다른 각도로 살펴봐야 된다. 또

한 ‘一MM’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에 많이 쓰이는 반면에 ‘MM’은 주

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에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본 절에서는 ‘MM’이 

‘一MM’과 동일한 통사적 위치에 있을 때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는지, 이 둘 사이

의 통사적 분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

석한다. 

3.1.1.2.1. 주어 수식 관형어 위치의 ‘一MM’

기존 연구에 따르면 관형어 위치의 ‘MM’은 ‘전체’나 ‘양이 많다’는 의미를 나타

낼 수 있다.68) 房玉淸(1992)은 ‘一MM’ 또한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108) 《茉莉花》、《我是中国人》、《面包圈》等, 

一个个精彩纷呈的节目都给观众留下了深刻的印象。
《茉莉花》、《我是中国人》、《面包圈》 등 여러 훌륭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관

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08)번 예문의 ‘一个个’는 선행절에 나왔던 여러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즉 이때

의 ‘一MM’은 ‘모든’의 의미를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형어 위치의 ‘一

MM’은 수식어로서, 피수식되는 대상이 뒤에 위치한다. 따라서 주어 위치의 ‘一

MM’과는 달리, 선행문을 통해 지시 대상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든’의 

의미를 언급하지 않는 견해도 많이 보인다. 다음 예문은 바로 선행절에 대상이 언

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68) 李宇明(1998), 李文浩(2010) 등은 ‘MM’이 관형어 위치에 사용될 경우 ‘전체’의 의미를 나

타낸다고 하였고, 於寶娟(2000)은 ‘양이 많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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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a. 一条条大道都挂上了灯饰。
b. 条条大道都挂上了灯饰。
모든 큰 길에는 조명 장식이 달렸다.

(110) a. 一座座立交桥, 一条条高速路, 越来越多的红绿灯, 越来越多的居民小区, 

使人们感受到一股现代化的气息。
고가도로들, 고속도로들, 점점 늘어나는 신호등과 주택단지들이 현

대화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b. *座座立交桥, 条条高速路, 越来越多的红绿灯, 越来越多的居民小区, 

使人们感受到一股现代化的气息。 

선행문이 나오지 않는 예문으로 (109)처럼 ‘一MM’과 ‘MM’을 호환할 수 있는 

경우와 (110)처럼 호환 불가능한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먼저 (110)번 예문을 

보자. 고가도로, 고속도로, 신호등, 주택단지 등은 모두 현대화된 요소들이다. 사람

들이 현대적인 느낌을 갖게 된 까닭은 바로 이런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신호등과 단지는 모두 ‘越来越多’의 수식을 받았는데, 고가도로와 고

속도로는 모두 ‘一MM’의 수식을 받았다. 즉 이때의 ‘一MM’은 개체들이 하나하나 

제시되면 양이 많아진다는 느낌을 청자에 준다. (110b)번 예문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MM’이 이런 의미특징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109)번 예문의 

‘一MM’과 ‘MM’이 ‘모든’의 의미인지 ‘양이 많다’는 의미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

다.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맥을 만들어 보자. 

(111) a. 一条条大道都挂上了灯饰, 连挂广告牌的地方都找不到。
b. 条条大道都挂上了灯饰, 连挂广告牌的地方都找不到。

큰 길마다 모두 조명 장식이 달려 있어서 광고 간판을 걸 곳조차 

찾을 수 없다. 

(112) a. 一条条大道都挂上了灯饰, 让人目不暇接。
b. 条条大道都挂上了灯饰, 让人目不暇接。

하나하나의 큰 길에는 모두 조명 장식이 달려 있어서 한 눈에 다 

볼 수 없을 정도이다. 

(111)처럼 후속문에서 길거리에 광고 간판을 설치할만한 빈틈이 없다는 사실을 

서술한다면 ‘一MM’과 ‘MM’은 모두 ‘모든’의 의미를 나타낸다. (112)번 예문은 조

명 장식이 달려 있는 길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다 볼 여유가 없을 정도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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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술하는 후속문이 추가되었으므로 ‘一MM’과 ‘MM’이 ‘양이 많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형식은 모두 ‘모든’과 ‘양이 많음’의 두 가지 의

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의미를 도출하는 경로가 서로 다르다. ‘一MM’은 모든 구

성원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모든’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MM’은 하나도 빠짐없

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전체를 가리키면서 ‘모든’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나하나

의 개체를 계속 가리키면 양이 많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전체 구성원이 하나

도 예외 없이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서술하면 그런 공통점을 가진 구성원의 

양이 많다는 의미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의 ‘MM’과 

‘一MM’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A B C D E F G …A B C D E F G

<도식17> ‘MM’의 의미                <도식18> ‘一MM’의 의미

<도식17>에서 볼 수 있듯이 ‘MM’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어떤 공

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반면에, ‘一MM’은 <도식18>과 같이 각 개체들을 

대상으로 관찰해보면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각 개체들이 같은 성

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또한 구성원 A, B, C, D, E, F, G 등을 표

시할 때 <도식17>에서는 점선으로 그리고, <도식18>에서는 실선으로 그린 것은 구

성원의 범위와 상관없이 구성원이 담화 속에서 실체가 있느냐와 없느냐를 표현한 

것이다. 

(113) a. *一条条大道都会挂上灯饰吗？
b. 条条大道都会挂上灯饰吗？

큰 길마다 모두 조명 장식을 달 건가요?

c. *一条一条大道都会挂上灯饰吗？

(113) 예문에서 조명 장식은 아직 달리지 않았으므로 ‘大道’를 대상으로 하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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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13a)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전체의 ‘大道’를 대상

으로 제시한 문제이므로 (113c)처럼 개체만 나타내는 ‘一条一条’를 쓰면 비문이 된

다. 조명 장식이 달려있는 특징을 전체 길을 대상으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

할 때 (113b)처럼 ‘MM’을 사용해야 한다. 

‘양이 많다’는 의미특징의 인지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A B C D E F G

…A B C D E F G

 <도식19> ‘MM’의 인지 과정          <도식20> ‘一MM’의 인지 과정

위의 도식에서 화살표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을 표시한다. <도식19>처

럼 ‘MM’은 화자가 어떤 특징에 대해 서술할 때 그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어떤 

범위의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도식20>처럼 ‘一

MM’은 화자가 어떤 하나하나의 개체들을 확인한 결과 모두 다 어떤 공통점이 있

을 경우에는 누적된 개체들 때문에 양이 많다는 의미로 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즉 비록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 의미가 나오는 경로는 다르다. (110b)가 성립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MM’이 하나하나의 개체를 확인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누적된 과정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후속문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MM’은 전체만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질성은 수용하지만 개체의 

이질성을 배척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4) a. *张张各种颜色的小卡片, 都给他留下了深刻的印象。
b. 一张张各种颜色的小卡片, 都给他留下了深刻的印象。

한 장 한 장 여러 색상의 작은 카드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114a)번 예문을 보면 ‘张张’은 관형어로서 ‘各种颜色的小卡片’을 수식하는데, 그

것은 동질성을 가진 전체가 아닌 이질성을 가진 개체이다. 색상이 각각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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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카드의 동질성보다 이질성을 부각시키므로 전체를 나타나는 ‘MM’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114b)처럼 ‘一张张’으로 표현해야만 비로소 문장이 성립된

다. 즉 ‘张张’의 앞에 ‘一’를 첨가하면 전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개체 간의 이질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동

질성만 부각된 카드로 바꾸면 문장이 다시 성립된다.

(115) 张张红色的小卡片, 都给他留下了深刻的印象。
빨간 색의 모든 카드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또 다른 예문을 보자.

(116) a. 一辆辆出租车不断从他身边经过, 但却没有一辆停下来。
택시들이 한 대 한 대 그의 옆을 지나갔지만 한 대도 서지 않았다.

b. *辆辆出租车不断从他身边经过, 但却没有一辆停下来。

(116a)의 택시는 ‘一MM’형식인 ‘一辆辆’의 수식을 받아 택시 전체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문장의 서술을 보면 모든 택시들이 그 사람의 옆에 동시에 지나갔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며, 부사 ‘不断’을 통해 개체의 택시가 하나하나 이어

서 지나갔음을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택시가 지나가는 사실에 대한 시

간적, 공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116b)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MM’이 개

체의 이질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一MM’은 이질성을 가진 개체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개체들 간에 공통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집합을 이루게 된다. (114b)의 ‘카드’는 색깔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 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

합으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116a)의 ‘택시’는 한 대 한 대 지나갔지만 모두 

그 사람의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즉 ‘一MM’이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위치에 사용되면, 피수식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개별적으로 관찰한 결과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 ‘一MM’가 개체를 집합으로 만드는 과정이 (114b)처럼 정태

적인 경우에는 나열식으로 인지하고, (116a)처럼 동태적인 경우에는 차례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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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점에서 대상을 전체로 관찰하여 하나의 쪼갤 수 없는 덩어리로 인지

하는 ‘MM’과 구별된다.

3.1.1.2.2 목적어 수식 관형어 위치의 ‘一MM’

‘一MM’의 통사적인 분포를 보면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위치보다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위치에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MM’은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위치에 나올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코퍼

스 자료에는 이러한 예문들이 많이 나온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7) a. 大厅里美丽的鲜花映红了张张喜悦的笑脸。
b. 大厅里美丽的鲜花映红了一张张喜悦的笑脸。

로비의 아름다운 꽃은 즐겁게 웃고 있는 모든 얼굴을 비추었다.

‘웃는 얼굴’ 앞에 ‘张张’의 수식을 받아서 꽃이 비추던 대상은 전체 웃는 얼굴이

다. 즉 모든 웃는 얼굴이 다 꽃에 비쳐졌다는 공통점을 묘사한다. 이때 하나하나

의 얼굴로 구성된 전체를 강조하려면 ‘一张张’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하지만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의 ‘一MM’을 ‘MM’과 호환할 

수 없다. 

(118) a. 人们给两岸的山峰取了一个个动听的名字, 美丽的神女峰就是其中之一。
사람들이 양안의 산봉우리에 듣기 좋은 이름을 하나하나 붙였는데, 

‘아름다운 신녀봉’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이다.

b. *人们给两岸的山峰取了个个动听的名字, 美丽的神女峰就是其中之一。
(119) a. 这本书是由一张张卡片组成的。

이 책은 한 장 한 장의 카드들로 구성된 것이다.

b. *这本书是由张张卡片组成的。

(118) 예문을 보면, 사람들이 산봉우리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모든 산봉우리를 

하나의 대상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는 산봉우리

를 대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따라서 이 예문은 ‘一MM’만 쓸 수 있고 ‘MM’

을 쓸 수 없다. (119)의 경우에는 ‘一MM’이 동사가 아닌 전치사 ‘由’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책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었는지를 서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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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一MM

像類動詞 : 就像, 宛如, 宛若, 像 + +

看類動詞 : 望着, 面对, 审视, 注意, 见, 看, 眼望 + +

出現類動詞: 涌出, 出现, 露出, 敞开, 长出, 呈现, 泛起, 钻出, 隐

现
- +  

強動作性動詞: 形成, 结成, 汇成, 流成, 和成, 检查, 打好, 塑造, 捏

成, 变成, 列出, 催开, 攥, 晃动, 透过, 通过, 建成, 组

成, 度过, 挂, 围坐在, 浓缩为, 建起, 架起, 树立, 走

进, 登上, 变成, 比喻成, 制造, 盖起, 支撑, 征服, 排

列, 铲不掉, 开通, 行驶在, 闯出, 汇集成, 铺着, 画满, 

搬出, 被, 挖出, 冲出, 留下, 开辟, 裸露着, 打上, 吊

- +

그 구성 요소가 개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전체를 나타내

는 ‘MM’을 쓰면 비문이 되고, 개체를 나타내는 ‘一MM’을 써야 동사구인 ‘组成’과 

어울릴 수 있다. 위 두 예문을 보면 ‘一MM’이 목적어를 수식함으로써 해당 명사

의 개체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한편으로 개체성이 강조되는 그 모든 개

체들은 특정 범위 안에 속한다. 가령, (118)의 ‘이름’은 ‘两岸的山峰’에 속하고, 

(119)의 ‘카드’는 ‘这本书’에 속한다. 즉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一MM’의 수식

을 받으면 개체의 상태라는 점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개체 사이의 공통성에 근거

해 하나의 집합으로 묶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전체 구성원의 동질성만 나

타날 수 있는 ‘MM’과 달리 ‘一MM’은 그 구성요소가 동질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

에 개체로 존재하는 구성요소들의 이질성도 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의 ‘一MM’이 어떠한 의미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본고는 ‘一MM’과 ‘MM’이 목적어를 수식

하는 관형어 위치에 출현하는 374개 예문을 추출하고69) 해당 목적어와 공기할 수 

있는 동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一MM’, ‘MM’과 공기하는 동사를 특징별로 분

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표16> ‘一MM’, ‘MM’과 공기하는 동사성 술어 분류

69) 주석 63과 64에서 언급하였던 예문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一个个, 一张张, 一条条, 一根

根,, 一座座’와 ‘个个, 张张, 条条, 根根, 座座’가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자리에 위치할 

경우의 374개 문장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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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 抽出, 拖开, 吐出, 支起, 深处, 升起, 摊放, 通过, 

穿透成, 布满, 搭起, 探出, 结出了, 让, 构成, 拍摄, 

制作出, 填写, 拿出

分割性動詞 : 分成, 割成, 被截成, 弄断, 分别装入    -  +

弱動作性動詞: 忘记, 感觉, 发现, 映红, 辉映, 随着 +/-70) +

介詞 : 在, 把, 由, 将 +/- +

위의 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첫째, ‘MM’과 공기 할 수 있는 동사나 전치사는 ‘一MM’과도 공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동사는 [+정태적인 묘사], [약한 동작성]과 같은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

다. 像類動詞, 看類動詞, 弱動作性動詞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동사를 A류 동사

로 명명한다. 둘째, ‘一MM’과 공기할 수 있는 동사 중 일부는 ‘MM’과 공기할 수 

없는데, 그런 동사는 일반적으로 [-정태적인 묘사], [강한 동작성]과 같은 의미 자

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작을 통해 대상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MM’

을 사용할 수 없다. 强動作性動詞, 分割類動詞, 出現類動詞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동사를 B류 동사로 명명하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의 ‘一MM’은 구성원의 

개체성을 용납할 수 있으나 ‘MM’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합하는 동사도 

이러한 차이점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A류 동사는 대부분 동작 실행이 목적

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반면에 B류 동사

는 동작이 실행되면 목적어에 변화가 생기거나 목적어가 분리되거나 목적어가 출

현하는 등의 상황이 수반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B류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근

거로 유추해보면, 이러한 목적어의 특징과 ‘一’의 어떠한 의미특징이 서로 부합한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20) 盛开的鲜花宛若一张张灿烂的笑脸。
활짝 핀 꽃들이 마치 하나하나 찬란히 웃는 얼굴과 같다.

70) ‘+/-’ 표시는 이 분류에 속한 동사들 가운데 일부는 ‘MM’의 수식을 받는 목적어와 결합

할 수 있고, 일부는 ‘MM’의 수식을 받는 목적어와 결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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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他把那封信撕成了一张张碎片。
그는 편지를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122) 妈妈把衣服分别装入一个个抽屉。
엄마는 옷을 서랍 한 칸 한 칸에 나누어 집어넣으셨다.

(120)의 동사 ‘宛若’은 목적어인 ‘一张张灿烂的笑脸’에 어떠한 영향이나 변화도 

주지 않는다. (121)의 경우, ‘찢는다’는 동작이 시작할 때에는 목적어 ‘一张张碎片’

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동작이 실행되는 과정을 거쳐 동작이 끝나는 시점에 이르

러서야 그 동작의 결과물로서 목적어가 나온 것이다. (122)는 동사 ‘裝入’가 ‘分別’

의 수식을 받아 옷을 나눠서 서랍에 넣은 것인데, 목적어인 ‘一个个抽屜’는 동작 

진행의 이전과 동작 진행의 이후를 비교하면 비어 있는 서랍에서 각각 채워진 서

랍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세 가지 예문의 ‘一MM’을 ‘MM’형

식으로 교체해보자. 

(123) 盛开的鲜花宛若张张灿烂的笑脸。
활짝 핀 꽃들이 마치 하나하나의 찬란히 웃는 얼굴과 같다.

(124) *他把那封信撕成了张张碎片。
(125) *妈妈把衣服分别装入个个抽屉。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물에 어떠한 새

로운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는 (123)처럼 ‘MM’으로 치환 가능하다. 그러나 동작이 

목적어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면 (124-125)와 같이 ‘一MM’과 ‘MM’은 호환 불

가능하다. 

3.1.1.3 부사어 위치의 ‘一MM’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一MM’과 ‘MM’ 사이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사 뒤에서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위치하는 경우 해당 동사의 사

용에 의미 제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一MM’이 동사의 뒤에 위치하며 목

적어를 수식하는 경우 동작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一MM’이 동사 앞에 위치

하여 동사를 수식할 때에는 동작 발생의 방식을 나타낸다. 반면 ‘MM’형식은 부사

어의 위치에 거의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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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a. 李华国那一头黑发一根根地变白, 那一头银丝又一根根地脱落。
리화궈의 검은 머리는 한 올 한 올 하얗게 새었고, 그렇게 새어버린 

은발은 또 다시 한 올 한 올 빠졌다.

b. * 李华国那一头黑发根根地变白, 那一头银丝又根根地脱落。
(127) a. 王启芳眯着眼睛, 一张张地翻看那些画。

왕치팡은 실눈을 뜬 채로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겨본다.

b. *王启芳眯着眼睛, 张张地翻看那些画。

형식적으로 보면 예문 (126)과 (127)에서의 ‘一MM’은 모두 동사의 앞에서 동사

를 수식한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는 다르다. (126)의 ‘一MM’은 주어인 ‘一头

黑发’를 의미지향하고, (127)의 ‘一MM’은 목적어인 ‘那些画’를 의미지향하고 있

다.71) 한편, (126)의 술어 ‘变白’는 전체인 ‘一头黑发’에서 한꺼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체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체를 나타내는 

‘根根’을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127)의 ‘넘겨보다’라는 동작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

로 전체를 나타내는 ‘张张’을 쓸 수 없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사어 위치에 있는 ‘一MM’이 차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

다는 견해도 있고 양이 많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李宇明

(1998)은 이 두 가지 의미기능을 하나로 묶어 ‘순차적 동태 다량(順序性動態多量)’

으로 표현하였다. 순서는 시간축의 문제이며 선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26-127) 예문은 이와 같은 선후의 의미관계를 전달하거나 많

은 양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一MM’ 중의 ‘M’은 일반적으로 주어나 

목적어의 양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가리키는 명사를 공간적으로 개체화

하는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다. 즉 ‘一MM’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의미효

과는 시간축에서 보다 공간축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一张张

地翻看’라는 표현은 반드시 그림을 순서대로 넘겨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딸려 있는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골라 보는 것일 수도 있다. 

71) 語義指向(semantic orientation)이라는 것은 외면적으로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가지지만 그 내

면에 잠재된 의미관계가 다를 수 있을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의미 분석법이다. 즉 의미지

향은 같은 구조 중에서 어떤 성분이 다른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성분과 의미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성분과 의미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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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개체의 상태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가 없을 때는 청자에

게 양이 많다는 느낌도 줄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개체에 동작이 발생할 때 소유한 

시간양도 분리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순서적인 의미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양이 많다는 것과 차례로 진행한다는 것은 모두 대상이 개체화된 다

음에 산출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3.1.2 ‘一MM’구조에서 ‘一’의 의미기능

이상의 논의에서는 ‘一MM’과 ‘MM’이 문장 내에서 각각의 통사적 위치에 있을 

때 발견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통해 ‘MM’이 단지 ‘一MM’의 ‘一’를 생략한 

형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의미적인 차이와 언어 사용상의 

여러 가지 제한이 ‘一’로부터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3.1.1절에서 논한 것과 같이 주어 위치에 있는 ‘一MM’과 ‘MM’은 선행문에서 범

위를 제시하고 있다면 두 형식 모두 지시적인 표현이다. 陳平(1987)은 후속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즉 후속문이 앞 문장에서 제시한 것과 조응할 수 있

는지에 따라 지시성과 비지시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기준

을 3.1절에서 제시하였던 (91-94)예문에 적용해보자.

(128) a. 相传, 蚩尤和他的81个兄弟, 个个凶猛善战, 冲杀在前。他们的行为鼓舞了更

多的兄弟。
b. 相传, 蚩尤和他的81个兄弟, 一个个凶猛善战, 冲杀在前。他们的行为鼓

舞了更多的兄弟。
전설에 따르면 치우와 그의 81명 형제들은 모두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섰다. 그들의 행동은 더 많은 

형제들을 고무시켰다.

(129) a. 涂了油漆的竹蔑儿, 根根都很干净。它们都是奶奶的宝贝。
b. 涂了油漆的竹蔑儿, 一根根都很干净。它们都是奶奶的宝贝。

페인트를 칠한 대오리들은 모두 깨끗했다. 그것은 할머니께서 애지

중지하는 것들이었다.

위와 같이 ‘MM’과 ‘一MM’의 선행문에서 지시 대상의 범위를 제시한다는 전제 

하에 후속문의 대명사가 앞 문장의 ‘MM’과 ‘一MM’이 나타내는 대상과 조응할 

수 있으므로, 이 두 형식은 모두 담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를 가리키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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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행문을 통해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 또는 

허구의 사건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MM’을 ‘一MM’으로 바꿀 수 없다는 논의도 

앞서 진행한 바 있다. 바꾸어 말하면, ‘一MM’은 대상이 실제적으로 존재해야 한

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시 陳平(1987)이 제시한 기준에 근

거하여 점검해 보자. 

(130) 花2000卢布就可以买一张彩票, 张张都有奖, 因为它们都是由赞助商提供的。
2000루블이면 복권을 한 장 살 수 있는데 100% 당첨된다. 왜냐하면 

스폰서에서 제공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131) 成年人当然个个都有心事, 而且他们的心事都各不相同。
성인이라면 당연히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그들의 걱정거

리는 모두 제각각이다.

(132) 这次新版的钞票, 张张都会印上伟人的头像。不久它们就将在各大银行出售。
이번에 새로 찍는 화폐에는 모두 위인의 얼굴이 인쇄될 것이다. 머지

않아 각 대형 은행에서 발매될 것이다.

위의 (130-132)처럼 후속문에 출현하는 대명사가 앞의 ‘MM’을 재지시할 수 있

으므로 문장 중의 ‘MM’은 지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

문에서 ‘MM’은 ‘一MM’으로 치환할 수 없다. 즉 주어 위치의 ‘MM’과 ‘一MM’ 사

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시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陳平(1987)도 언

급하였지만 지시성은 한정성과 달리 청자가 담화 속에서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

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표현이 명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화자 

머릿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특정(實指, 

specific)적인 표현이고, 화자 머릿속에 명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은 없지만, 그 대상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불특정(虛指, nonspecific)적인 표현이다. 즉 특

정성과 불특정성은 지시성의 하위 개념이다. 그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17> 지시와 비지시

지시 비지시

특정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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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적인 표현은 화자가 대상의 외연, 즉 구체적인 대상물을 명확하게 인식한

다. 반면 불특정적인 표현은 지시하는 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화자가 그 대상

의 외연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130)의 ‘张张’은 화자가 앞에 언급한 

복권을 가리키지만 그 복권이 존재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외연을 확인하

기 어렵다. 또한 화자가 그 복권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복권

이 예외 없이 당첨되는 점만을 강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연을 명확하게 전

달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131)의 ‘个个’는 앞에 나왔던 ‘成年人’을 가리키지

만 정확한 외연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132)의 ‘张张’도 선행문의 ‘钞票’라는 

대상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의 대상물이기 때문에 명확하

고 구체적인 존재물과 대응시킬 수 없다. 즉, 그 대상물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구

체적인 외연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장의 ‘MM’

을 ‘一MM’으로 치환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주어 위치의 ‘MM’과 ‘一MM’ 두 형식은 가리키는 대

상이 담화 속에서 존재하는 실체(entity)인지 아닌지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一MM’은 ‘一’로 인해 특정한 존재를 가리킬 수 있게 되어서 지시성의 

하위분류인 특정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一’를 통해 구현되는 이러한 특정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一’는 다른 숫자와 

달리 ‘무(無)’와 ‘유(有)’의 경계선에 위치한 특수한 숫자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객

관적인 사물들은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一’가 다른 숫자와 달

리 개체의 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계선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

한 양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논의하였다. 사람들은 하나

의 개체를 대상으로 파악할 때 먼저 이 개체의 특징을 잡아낸 다음 다른 개체와 

구별한다. 이 개체가 다시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개체들의 집합에 들어가면 하나

의 단위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작은 수인 ‘一’에 부각되는 특별한 의미다. 2

장에서 이미 <도식14>와 <도식15>을 통해 ‘一’의 양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해당 

도식에서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 ‘一’의 양화 과정이었다. 그러한 양화 과정의 결

과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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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21> 독립된 개체 <도식22> 동일 집합중의 개체
 

‘一’는 <도식21>처럼 각기 다른 종류의 개체의 집합 내부에서 볼 때는 양화 과

정을 겪어 자기의 특성을 가진 독립된 개체를 나타내고, <도식22>처럼 동일한 종

류의 개체의 집합 내부에서 볼 때는 양의 개념을 나타내게 된다. <도식22>에서와 

같이 ‘一’가 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도식21>와 같이 개체를 식별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다. 두 가지 의미는 모두 실제 존재물을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뒤에 도출되는 것이다. <도식21>에서는 다른 개체와의 구분을 통해 

‘一’의 특정성이 도출될 수 있지만, <도식22>에서는 전체와 상대적인 개념의 개체

로 존재하므로 개체성만 나타난다.

<도표18> ‘一’에서 나타나는 특정과 불특정

무(無) 유(有)

특정(<도식21>) 불특정(<도식22>)

<도표17>에서 제시한 비지시와 지시의 관계와 같이 <도표18>에서 ‘一’가 무(無)

와 유(有) 사이의 경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과 불특정성을 모

두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MM’의 앞에 ‘一’를 첨가하면 

특정적이거나 개체적인 대상물을 가리키게 된다. 이로 인해 언어 사용 중에서 

‘MM’과 ‘一MM’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3.1.1.2절에서 논의

한 바대로, ‘一MM’이 주어를 수식하거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위치에 있

을 때 전체를 나타내는 ‘MM’과 달리 개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또한 <도식

21-22>와 같은 ‘一’의 개체성 표시 특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식22>와 같이 동일한 종류의 개체 집합 가운데 가장 작은 수,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것이든, <도식21>과 같이 상이한 종류의 개체 집합 가운데 특정적인 존

재물로 인식되는 것이든, ‘一’의 가장 원형적인 의미는 검정색 선으로 그린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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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다른 개체와 분리시키고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경계가 생기면 자기와 다른 개

체와의 차이점을 수용할 수 있고 전체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이는 바로 ‘一MM’

이 주어를 수식할 때 주어의 이질성을 포용하고, 목적어를 수식할 때 목적어에 어

떠한 영향이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목적어에 경계를 만들 수 있는 동사

들과 쉽게 결합하는 등의 언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다. 즉 ‘一MM’ 중 

‘一’의 의미특징은 공간범주에 구상된 ‘영상도식’의 특징과 긴 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3.2 시간 범주의 지시성

다음으로 ‘V一V’형식 중의 ‘一’가 어떤 의미기능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고시기에 이미 동량사가 다량으로 사용되었으며, 송대에 이

르러서는 동사를 빌려 동량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V一V’형식이 출현

하였고 동작이 발생하는 양을 나타냈다고 한다.72) 일부 연구는 그 후에 이러한 형

식이 점차 동작의 구체적인 횟수를 가리키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동작 발생의 

횟수나 동작 지속의 시간이 적다는 ‘一’의 의미가 약해지면서 생략이 가능하게 되

어 ‘VV’의 형식이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73) 

李珊(2003)은 청대 작품인 《水滸傳》을 대상으로 ‘V一V’형식을 정리하였는데, 그

에 따르면 《水滸傳》에 출현하는 34개의 ‘V一V’형식 가운데 ‘看一看’만 ‘看看’형식

이 있고 나머지 ‘V一V’형식은 대응하는 ‘VV’형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V一V’와 ‘VV’ 두 형식이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나중에 합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74) 

통시적 연구를 진행하였던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V一V’와 ‘VV’가 동일한 

72) 向熹(1993:357-358)는 중고시대에 동량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송대에 이르러 동사 자

체가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형식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73) 張赬(2000) 참조.

74) 李珊(2003)은 <水滸傳>에 나온 ‘V一V’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看一看, 坐一坐, 

睡一睡, 歇一歇, 摸一摸, 照一照, 住一住, 劝一劝, 按一按, 捏一捏, 影一影, 指一指, 闪一闪, 

笑一笑, 张一张, 躲一躲, 搜一搜, 跪一跪, 扮一扮, 拿一拿, 摇一摇, 问一问, 回一回, 抹一抹, 

搠一搠, 扯一扯, 听一听, 缚一缚, 扠一扠, 等一等, 证一证, 呷一呷, 猜一猜, 待一待’ 이 가운

데 ‘看一看’만 대조형식인 ‘看看’이 나오고 나머지는 대조형식인 ‘VV’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VV’형식은 ‘V一V’에서 ‘一’를 생략한 형식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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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을 갖는지의 여부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V一V’형식이 출현하였던 초기에 ‘一’

가 수의 의미를 나타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런데 현대중국어에서 ‘V一V’형식

의 ‘一’는 단순한 수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V一V’형식과 ‘VV’형식이 모든 

경우에 호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즉 동작의 양의 각도에서 

‘V一V’형식을 분석하려면 한계에 부딪혀 문제제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적은 

양을 나타낼 때 ‘V一V’와 ‘VV’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 본고는 2.2장에서 밝

힌 ‘一+VP’구조 중 ‘一’의 시간 범주에서의 의미기능으로부터 단서를 얻어 시간적

인 각도에서 ‘V一V’구조 중 ‘一’가 어떠한 의미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

려고 한다.

3.2.1 ‘V一V’와 ‘VV’의 의미 인 차이

‘V一V’과 ‘VV’는 많은 경우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 두 형식이 언어 사용 중에 

어떠한 의미적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코

퍼스를 검색을 통해 일부 ‘VV’형식에서 ‘一’를 첨가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V一V’과 ‘VV’형식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연구자들은 두 형식 사이에 

화용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 분포도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V一V’는 정중하고 엄숙한 문맥에서 쓰이는 반면에 ‘VV’는 자유분방 한 문

맥에서 쓰인다고 하였고75), 급하거나 소곤거리는 상황에서 ‘V一V’대신에 ‘VV’가 

쓰이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76) 

기존의 연구는 ‘一’의 의미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 주목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가 미약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만으로는 ‘V一V’와 ‘VV’ 사이에 

화용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과 다음과 같은 예문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설

명하기 어렵다. 

(133) a. 他告诉记者, 有时间他们就看看书、看看电视, 或打打球。
그는 기자에게 시간이 나면 그들은 책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혹은 공놀이를 하기도 한다고 알려주었다.

75) 邢福義(2000), 徐連祥(2002) 참조.

76) 蕭國政, 李汛(1998), 徐連祥(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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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他告诉记者, 有时间他们就看一看书、看一看电视, 或打一打球。
(134) a. 你看看他, 一点儿都不会照顾自己！

그 사람 좀 봐, 조금도 자신을 돌볼 줄 몰라!

b. *你看一看他, 一点儿都不会照顾自己！

(133)은 급하지 않고 느릿한 상황인데 (133a)처럼 ‘VV’형식을 쓰면 자연스럽고 

(133b)처럼 ‘V一V’형식을 쓰면 어색해진다. 예문(134)도 정중하고 엄숙한 상황임에

도 (134a)처럼 ‘VV’형식이 성립하는 반면에 (134b)처럼 ‘V一V’형식으로 바꾸면 성

립하지 않는다. 즉 (134b, 134b)는 ‘VV’형식에 ‘一’를 첨가함으로써 어떠한 의미 

제한을 받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동사중첩형은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짧다는 의미를, 양적으로는 적다는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다. 또 화용적으로는 가볍고 시도적인 언어 환경에 많이 쓰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VV’를 ‘V一V’로 호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V一V’도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위와 같이 ‘VV’와 ‘V一V’가 호환 불가능한 일부 용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두 형식 간에 미세한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2.1.1 실례화 되지 않는 동작

‘V一V’와 ‘VV’ 두 형식은 문장 중에서 주로 술어로 사용되므로, 선행 연구자들

은 우선 이 형식과 목적어와의 결합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차이를 찾아내

고자 하였다. 邢福義(2000)는 ‘VVO’형식에는 ‘一’가 잘 첨가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었다. 

(135) a. 我要看看戏！
난 희극을 좀 보려고 해！

b. ？我要看一看戏！
(136) a. 我还要听听歌！

난 노래를 더 들으려고 해！
b.？我还要听一听歌！

王賢釧, 張積家(2009)도 ‘V一V’형식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VV’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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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약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런 언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

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실제 언어 사용을 반영한 코퍼스 자료를 살펴보면, 두 형

식 모두 목적어를 취하는 예문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중첩 형태로 출현하는 동사 5개를 선택해서 ‘VV’와 ‘V一V’ 형식의 

문장 각 100개를 추출하였다. 그런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의 수치와 목적어 

형태별 수치를 분석하였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 도표와 같다. 

<도표19> ‘VV’, ‘V一V’와 결합하는 목적어

‘VV’+O
100개 문장 중 목적어를 

취하는 문장 수 
‘V一V’+O

100개 문장 중 목적어를 

취하는 문장 수

看看+O 60
O₁(원형명사):       48

看一看 +O 36
O₁(원형명사):        5

O₂(수식어+명사):  12 O₂(수식어+명사):    31

想想+O 61
O₁(원형명사):       55

想一想+O 31
O₁(원형명사):        1

O₂(수식어+명사):     6 O₂(수식어+명사):    30

说说+O 31
O₁(원형명사):       20

说一说+O 42
O₁(원형명사):        1

O₂(수식어+명사):    11 O₂(수식어+명사):    41

找找+O 70
O₁(원형명사):       40

找一找+O 50
O₁(원형명사):        7

O₂(수식어+명사):    30 O₂(수식어+명사):    43

试试+O 21
O₁(원형명사):      13

试一试+O 13
O₁(원형명사):        1

O₂(수식어+명사):     8 O₂(수식어+명사):    12

위의 도표에서 제시한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언어 현상을 살펴보

면 ‘VV’와 ‘V一V’형식이 목적어를 취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

다. 첫째, ‘VV’형식이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가 ‘V一V’형식에 비해 약간 많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V一V’형식이 취하는 목적어는 대부분 구체적인 

수식을 받는 명사로 원형명사의 출현 빈도가 낮은 반면, ‘VV’형식이 취하는 목적

어는 원형명사로 충당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다음 예문을 보자. 

(137) 大禹曾经三次路过自己的家门口, 都没有进去看一看他十分想念的妻子和儿子。
대우는 일찍이 세 번이나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갔지만 단 한 번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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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와 아들을 보는 일이 없었다. 

(138) 每年过年也就是大家吃吃饺子、看看电视, 也确实没什幺意思。
해마다 춘절을 보낼 때면 모두가 만두 좀 먹고 텔레비전을 좀 볼 뿐이

지, 별 재미는 없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두 형식의 사용 빈도 자체는 큰 차이가 있지만 예문 100개 

씩을 추출하여 목적어를 취하는 상황을 비교해보면 ‘VV’형식과 ‘V一V’형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목적어가 원형명사인 경우의 예문을 몇 가

지 설정하고 코퍼스 검색을 진행한 결과, 두 형식의 사용 분포에 큰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음 도표는 ‘VV’형식과 ‘V一V’형식이 원형명사

를 목적어로 가지는 예의 검색 결과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도표20> 일부 ‘VVO’와 ‘V一VO’의 사용빈도

VVO 사용빈도(CCL) V一VO 사용빈도(CCL)

看看书 93 看一看书 1

想想办法 201 想一想办法 3

点点头 4613 点一点头 0

说说话 208 说一说话 2

喝喝酒 33 喝一喝酒 0

读读书 31 读一读书 1

散散步 205 散一散步 0

等等我 51 等一等我 8

听听音乐 40 听一听音乐 1

또한 다음과 같이 두 형식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39) a. 王小姐这么文静, 一定喜欢弹琴、看看书、听音乐

미스 왕은 이렇게 얌전하니까 연주하고 독서하고 음악 듣는 것을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b. ?华小姐这么文静, 一定喜欢弹琴、看一看书、听音乐。
(140) a. 奥运会到了家门口, 作为主人至少要能和外国朋友说说话。

올림픽이 집 앞에서 개최되는데, 주인으로서 최소한 외국 친구들과 

말은 좀 할 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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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奥运会到了家门口, 作为主人至少要能和外国朋友说一说话。

두 형식이 원형명사 목적어를 취할 때 위와 같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VVO’형식의 ‘V’가 목적어인 ‘O’

와 결합하여 이합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긴 한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一’를 첨가하면 ‘VV’형식 중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앞 

‘V’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의미관계도 느슨하게 되므로 실제 언어 사용에서 

기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추론은 ‘一’의 의미특징이 원형명사의 의미특징과 충돌

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형명사는 그 명칭대로 수식어가 없는 명사를 가

리킨다.77) 따라서 단상(ground)78)과 관련된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목적어 위치

에 있을 때 특정한 개체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의 종류를 나타내는 통칭적인 특

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원형명사는 지시성이 약하거나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一’는 앞에서 논한 것처럼 객관적인 대상을 양화시켜주는 

의미기능을 실행하기 때문에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양화를 실행하기 어

렵다.

위의 (139)번 예문의 ‘看看书’는 주어인 ‘王小姐’가 좋아하는 세 가지 취미 중의 

하나이다. 이 동작은 시간축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실례화79)된 동작

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인 ‘书’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책이 아닌 것이

다. (140)번 예문 중 ‘说说话’라는 동작도 다만 외국친구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축에서 확정된 위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목적어인 

‘话’도 객관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비지시적인 표현이다. 

즉, 동작이 시간축에서 실행되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V一V’형식으로 표현하지 

77) 沈家煊(2000)은 통칭적인 원형명사는 개체 사물을 지칭하지 않으므로 무계적인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抽烟、乘车、喝水’와 같이 이러한 원형명사가 목적어가 될 때

는 이때의 ‘烟、车、水’가 특정한 담배, 특정한 자동차, 특정한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

라 통칭적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78) Langacker는 지시 표현에 대해 서술할 때 화행, 참여자, 배경을 가리키는 말로 ‘단상

(ground)’이란 용어를 쓰고 지시 표현은 서술범위 내에 단상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는 표

현이라고 하였다. 즉 단상 요소가 많아질수록 지시성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79) 김종도 역(1998:59－61)에 따르면, 유형과 실례의 구별은 논리에서 내연과 외연(혹은 관계

되는 개념의미와 지시)의 구별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실례는 실

례화 영역에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형 명세사항은 다만 지시된 개

체의 어떤 자질(모양이나 시간 확대)을 기술하기 위해서 실례화 영역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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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VO’가 시간축에서 실례화되지 않는 유형

화된 동작을 표현할 때, ‘VVO’형식이 더욱 적당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예

문을 보자. 

(141) a. 你唱的《马赛曲》好听得很, 唱一唱吧！
네가 불렀던 《马赛曲》은 아주 듣기 좋아. 한번 불러봐！

b. ? 你唱的《马赛曲》好听得很, 唱唱吧！

(141a)예문처럼 대상물인 ‘你唱的《马赛曲》’이 선행문에 나와 구체적으로 존재한

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였기 때문에 화자는 ‘V一V’형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반면 (141b)예문처럼 ‘V一V’를 ‘VV’로 바꾸면 어색해진다. 즉 목적어의 지시성이 

두 형식과의 결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2.1.2 실현되지 않는 동작

‘V一V’형식 중의 ‘V’는 근대 문헌에서 ‘商量’과 같은 쌍음절 동사가 가끔 보이

지만 현대중국어에는 거의 단음절 동사만 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動詞用法詞典》

에 나오는 522개 단음절 동사를 조사해 보았는데, 그 중에 중첩형식을 제시한 어

휘는 362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첩형식을 취할 수 없는 단음절 

동사는 다음과 같다. 

爱, 包, 抱, 奔(1성), 逼, 标, 病, 补, 采, 差(4성), 朝, 吵, 成, 带, 当(4성), 倒(4

성), 到, 带(书), 得, 滴, 递, 点, 惦, 掉, 跌, 叮, 盯, 丢, 懂, 断, 对, 多, 夺, 饿, 

犯, 防, 飞, 缝, 该, 赶, 搞, 跟, 供, 雇, 怪, 害, 恨, 花, 会, 活, 交(钱), 教, 缴, 

叫, 解, 戒, 进, 敬, 掘, 渴, 扣, 哭, 落(la, luo), 捞, 离, 裂, 留, 漏, 骂, 瞒, 迷, 

灭, 磨(4성), 闹, 拿(东西), 能, 怕, 派, 盼, 抛, 赔, 捧(书), 批, 飘, 漂, 评, 凭, 扑, 

起(床), 牵, 签(字), 欠, 抢(钱), 晴, 去(学校), 缺, 嚷, 扔, 揉, 散, 伤, 赏, 上(去), 

捎, 少, 赊, 射, 渗, 生(孩子), 省, 胜, 剩, 拾, 使, 是, 输, 拴, 死, 锁(门), 塌, 踏, 

贪, 逃, 讨, 疼, 踢, 偷, 褪, 吞, 完, 往, 忘, 瞎, 掀, 嫌, 献, 响, 像, 向, 谢, 信, 

姓, 锈, 哑, 淹, 阴, 赢, 游, 有, 遇, 怨, 晕, 在, 造, 铡, 沾, 长(高), 招(生), 肿, 

撞(车),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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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중첩에 대해 논의한 기존 연구 중에는 동사중첩 여부의 조건에 대한 논의

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각각의 논의 결과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도 조금

씩 보인다.

단음절 동사의 중첩조건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견해를 정리해보면, 일반적으

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동사는 중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80)

   A류 - 비동작 동사(예: 醉, 浮, 晕, 垮)

   B류 - 능원동사(예: 能, 要, 敢, 可)

   C류 - 관계동사(예: 是, 像, 姓)

   D류 - 일부분 심리동사(예: 爱, 恨, 怕, 怪)

   E류 - 사역의미 동사(예: 使, 派, 令, 让)

   F류 - 주고받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예: 取, 给, 拾, 赚)

   G류 - 손실, 피해의미 동사(예: 抢, 夺, 淹, 撞)

   H류 - 동작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예: 上, 下, 起, 来)

   I류 - 반복이나 지속 할 수 없는 동사(예: 吞, 遇, 倒, 跌)

   J류 - 주관적으로 통제 할 수 없는 동사(예: 病, 死, 丢, 肿)

본고에서는 ‘VV’와 ‘V一V’형식 비교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을 주된 쟁점으

로 삼고 있으므로 단음절 동사들 중에서 위와 같은 종류의 동사가 중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위의 10가지 동사류는 일반적으로 

‘VV’형식을 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동사는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때 

중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다시 ‘V一V’형식으로 바꾸면 문장이 어색

80) 예를 들어 胡裕樹, 範曉(1996)은 중첩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의 다음과 같은 특

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구어에 자주 쓰는 동사들이 많은 반면에 문어에 자주 쓰는 동사 

들은 적다. 둘째, 동작성 동사가 많은 반면 비동작성 동사는 적다. 셋째, 단음절 동사들이 

많은 반면 쌍음절 동사는 적다. 넷째, 관계동사, 방향동사, 능원동사, 결과의미를 가진 동

사들은 일반적으로 중첩형식을 가질 수 없다. 또한 李珊(2003)은 무조건 중첩할 수 없는 

단음절 동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 하였다. 

A류: 능원동사(能, 可, 敢, 肯), 판단사, 준판단사(是, 姓, 像, 叫), 일부 방향동사(来, 过, 

起), 준형식동사(遭, 挨, 受, 作, 有), 일부 심리동사(爱, 恨, 怕, 盼, 怪)

B류: 일부 비동작성 자동사(醉, 飘, 病, 丢, 活, 瞎, 漏, 完)

C류: 일부 ‘取予’의미를 나타내는 동사(取, 娶, 给, 夺, 赔) 

D류: 일부 사역동사(使, 让, 派, 令) 

그는 이상의 중첩할 수 없는 동사들 대부분이 '着'를 붙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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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경우가 있다.

劉月華(2001)는 자주성이 없는 동사, 즉 주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동사(J류동

사)는 중첩형식을 가지기 어렵지만 J류에 속한 동사 중에 일부 예외적으로 중첩형

식을 가질 수 있는 예문도 보인다고 하였다. 

(142) 这真是骇人听闻！应该公开地叫他丢丢脸。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이네! 공개적으로 그를 망신시켜야겠어.

‘丢’와 같은 동사는 전형적인 비자주성 동사로서 원래 중첩형식을 가질 수 없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역문에서 사역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VV’형식으로 표

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 ‘一’를 삽입하여 ‘V一V’형식으로 바꾸면 문장이 어

색해진다.

(143) ?这真是骇人听闻！应该公开地叫他丢一丢脸。

또한 ‘VV’형식이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이나 작은 양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I류

에 속하는 동사들처럼 반복이나 지속될 수 없는 동사는 ‘VV’형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劉玉華(2001)에 따르면 어떤 특별한 언어상황에서 중첩형식을 사용

한 예문들이 보인다고 하였다. 

(144) 你叫他生生孩子, 他就知道做母亲的辛苦了。
그 사람에게 애를 한번 낳아보라고 해봐. 그래야 그 사람도 어머니의 

고통을 알 수 있지. 

아기를 낳는 동사인 ‘生’은 반복할 수 없는 동사로서 중첩형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144) 중 ‘生’의 주어는 남자를 나타내는 인칭대명사 ‘他’이다. 

실제로 이 문장은 정말 그 남자더러 아기를 낳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정을 세워보고 그런 상황을 상상해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生’ 

또한 중첩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용법에 다음과 같이 ‘一’

를 넣으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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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你叫他生一生孩子, 他就知道做母亲的甘苦了。

심리동사(D류)는 일반적으로 중첩형식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지속할 수 있거

나 반복할 수 있는 일부 심리동사이면서 또한 동작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주관적

으로 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면 ‘VV’의 형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146) a. 你爱爱她试试, 有你的苦头吃！
그녀를 한번 사랑해봐, 괴로움을 당해봐야지!

b. ?你爱一爱她试试, 有你的苦头吃！

위(142, 144, 146a)는 모두 특수 상황에서 일부 중첩불가능한 동사가 ‘VV’형식으

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때 ‘VV’형식을 ‘V一V’로 바꾸면 어색해진다.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은 동작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라는 것이

다. 즉, 주관적으로 절대로 시도해 볼 가능성이 없는 동작이거나(체면을 잃다丢脸)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동작이거나(그가 애를 낳다他生孩子) 청자의 입장

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동작(그녀를 사랑하다爱她)이라는 것이다. 결국, 동작이 실

현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V一V’와 ‘VV’의 쓰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기존 연구에서는 두 형식을 호환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 

(147) a. 你看看他, 都瘦成什么样了！
너 그 사람 좀 봐봐,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b. ？你看一看他, 都瘦成什么样了！
(148) a. 你说说他, 一点都不会照顾自己！

네가 그 사람에게 말 좀 해봐, 자기를 전혀 돌볼 줄 모르잖아!

b. ？你说一说他, 一点都不会照顾自己！

徐連祥(2002)은 위와 같은 예문을 들면서 화용적으로 볼 때 ‘책망하다, 비꼬다, 

칭찬하며 부러워하다’ 등과 같은 색채의 어기를 강하게 띠는 문장들에서는 ‘VV’

만 쓰이고 ‘V一V’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기 색채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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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도 아래의 예문과 같이 ‘V一V’형식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9) 你好好看一看！人家写的这些东西多有意境啊！
잘 좀 봐봐! 그가 쓴 것이 얼마나 심원한 경지인지!

(150) 他再这样的话, 你就说一说他, 太欺负人了！
그가 또 다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한번 해봐, 너무 사람

을 무시하잖아!

위의 (149)는 부러워하는 어기를 나타내고, (150)은 원만한 어기를 나타낸다. 하

지만 반드시 ‘VV’형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147-148)번 예문에서 두 

형식이 바뀔 수 없는 까닭은 화용적 측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徐連祥

(2002)은 (147a)가 (147b)처럼 ‘V一V’형식으로 바꾸면 실제로 어떠한 대상을 보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147a)와 (148a) 중의 ‘看

看’과 ‘说说’는 구체적으로 보는 동작이나 말을 하는 동작과는 의미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147a)번 예문은 화자가 어떤 상황에 대한 원만한 감정을 청자

한테 전달하고, 청자에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의 감정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다. 즉 문장 형식상으로 ‘看看’의 목적어는 ‘他’지만 실제로 ‘他’를 보는 것이 아니

고 ‘그가 이와 같이 살이 빠졌다’는 상황을 파악하라고 하는 것이다. 즉 눈으로 

확인하고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단순한 눈의 동작이 

아닌 것이다. 한편 (148a)번 예문은 화자가 ‘그가 전혀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상

황에 대해 꾸짖는 것으로, 청자도 그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하라는 것이지 구체적으

로 그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두 문장 중의 ‘看’과 

‘說’는 실제적인 의미를 일부분 상실하면서 ‘V一V’형식을 가지기 어렵게 된 것으

로 보인다. ‘V一V’형식 중의 ‘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동작을 요구하는 의미특

징을 가진다는 것이 본고의 추론인데 이에 대해서는 3.2.2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

다. 본고의 입장은 두 형식을 호환할 수 없는 원인이 화용적인 언어 환경으로 인

한 것이 아니라, 동사가 실제적으로 실현된 동작을 가리키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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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V一V’구조에서 ‘一’의 의미기능

‘V一V’와 ‘VV’는 많은 언어 환경에서 호환 가능하지만 통사적이나 의미적으로 

세 하게 분석하면 여전히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V一V’의 ‘一’

가 어떠한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런 의미적인 특징을 

근거로 두 형식 간의 차이점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논증하려고 한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실례화되지 못하는 동작과 실현되지 못하는 동작에 ‘V一V’

형식은 쓸 수 없고 ‘VV’형식을 쓸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실례화된 동작

이나 실현된 동작은 어떤 구체적인 시간에 발생한 동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간

축에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앞서 객관적으로 존재함은 공간 범주에서 지시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시간 범주에

서의 존재함도 지시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스럽다. 전통 

언어학자들은 명사와 대명사만 대상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지시성이 있고, 동사나 

형용사 등 다른 품사들은 그렇지 못해 지시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81) 하지만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 Applied Linguistics》에서 ‘reference’는 

‘어휘와 어휘가 나타내는 사물, 행위, 동작과 속성간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즉 

행위나 동작도 지시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朱德熙(1985)는 통사적인 측면에

서 동사가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에 오는 경우에도 지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

부 연구자들은 동태적인 인식론의 관점으로 객관 세계를 관찰해야 된다고 주장하

였다. 즉 모든 실체는 운동과 변화의 과정 중에 존재하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동사와 형용사도 지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82) 傅滿義(2010)는 술어의 지

시성은 체언 같이 내포적인 의미와 외연적인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

를 들면 ‘走’라는 동사가 내포적인 의미, 즉 ‘사람, 혹은 짐승의 발로 번갈아 이동

하다’는 것을 나타내면 비지시적인 표현이다. 반면 ‘他走了’ 중의 ‘走’는 사건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이고, 외연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지시

적인 표현으로 보았다.83) 본고는 술어에도 지시성이 있다는 관점을 수용하여 이를 

81) 徐烈炯(1990:7)

82) 郭聿楷(1997)은 객관 세계 중 구체적인 사람과 사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운

동, 행위, 특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객관적인 존재는 모두 지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83) Langacker(1987)가 제시한 지시적인 표현에 명사 외에 동사도 포함을 시켰다. 예를 들어 

‘stand, standing’은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비지시적인 표현이지만 ‘is standing’와 같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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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V一V’와 ‘VV’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1) 周末在家一般看看书, 写写作业。
주말에는 보통 집에서 책을 좀 보고, 숙제를 좀 한다. 

(152) 今天下午我想好好看一看张爱玲的这本小说。
오늘 오후에 장아이링의 이 소설을 한번 잘 읽어보고 싶다.

(151), (152)의 ‘VV’와 ‘V一V’을 비교해 보면 통사적으로 목적어가 원형명사인지 

아니면 수식어를 가진 명사구인지의 차이가 있다. 의미적으로는, (151)은 여러 동

질성을 가진 개체적인 동작의 집합이지만 (152)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가한 동작

이므로 그 많은 책을 보는 동작 중에 하나라는 차이가 있다. 3.2.1.1에서 개념적인 

동작들은 (151)처럼 ‘VV’형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실례화된 동작들은 (152)처럼 ‘V

一V’형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유형의 동작은 다음과 같

이 도식화 할 수 있다.

t

看看书

…
t

看一看张爱玲的这本小说

…

시간범주에서 ‘看看’의 의미특징

<도식24>

시간범주에서 ‘看一看’의 의미특징

<도식25>

위 <도식24>중 시간축 ‘t’에 있는 여러 점선으로 그려진 네모 도형은 동작 대상

인 ‘책’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책을 본다’는 동작들이다. 네모들이 모두 책을 본

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히 어떤 책인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보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반면 <도식25>중 시간축 ‘t’에 ‘책을 본다’는 것을 가

리키는 네모가 여러 개가 있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에,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동

작은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그려진 네모로 표시하였다. 그것은 동작 대상의 지시

은 인식적으로 단상(ground)과 관계 맺고 있으므로 지시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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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하면 그 동작도 시간축에 일정한 위치를 잡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 <도식

24> 중의 ‘책을 본다’는 것은 내포적인 의미를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면 <도식25> 

중의 ‘책을 본다’는 것은 그 많은 동작 중에 하나를 지정하기 때문에 외연적인 의

미를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식25>는 <도식24>보다 지시성을 갖는 표현이

라고 할 수 있다. 위 3.2.1.1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원형명사인 목적어가 ‘VV’형식

을 더 선호하는 반면에 긴 수식어를 가진 목적어가 ‘V一V’형식을 더 선호하는 이

유는 바로 ‘一’로 인해 동작의 지시성이 더 강해지므로 더 구체적인 목적어를 요

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례화되지 않는 동작은 ‘VV’형식을 더 많이 나타내는 반

면에 구체적인 동작은 ‘V一V’형식을 더 많이 나타낸다. ‘一’로 인해 동작의 지시

성이 더 강하며 추상화된 개념적인 동작을 나타내기 더 힘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문을 보자.

(153) 你还要看看她么？看一看装扮好了的她! 

그래도 그녀를 좀 볼래? 예쁘게 화장한 그녀를 좀 봐봐!

위 (153)에서 ‘看看’과 ‘看一看’이 같은 문장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두 형

식에서 의미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같은 발화 상황에서 목적어가 

다르므로 다른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식어가 많은 목적어가 ‘V一V’형

식을 선택했다. ‘一’가 들어가면 ‘看’이라는 동작이 시간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看’이라는 동작과 관련된 대상이 더 명확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목적어의 수식

어가 많아지면서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담화 속에 확인되기 더 쉽고 대상과 

관련된 동작이 발생하는 시간도 더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V一V’형식이 ‘VV’

형식보다 시간과 공간이 더 명확한 동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구조 중의 

‘一’로 인해 더 강한 지시성이 나타난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3.2.1.2장에서 실현될 수 없는 동작들의 동작대상도 객관적인 실체와 관련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축에서도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一’는 다른 숫자보다 더 복잡한 인지 과정을 가지고 있다. 3.1장에서 설명하였

듯이 양사중첩형식은 ‘一’가 들어간 ‘一MM’형식이 ‘一’가 없는 ‘MM’형식에 비해 

공간적으로 더욱 강한 지시성을 가진다. 3.2장에서는 동사중첩 형식의 경우 ‘一’가 

들어간 ‘V一V’형식이 ‘一’가 없는 ‘VV’형식에 비해 시간적으로 더욱 강한 지시성

을 가진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시 말해, 양사중첩 형식은 공간 범주의 지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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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근거하여 ‘一MM’과 ‘MM’으로 구분된다고 한다면, 동사중첩 형식은 동작

이 시간축에서 일정한 위치를 할당받느냐에 따라 ‘V一V’과 ‘VV’로 구분되는 것으

로 시간 범주의 지시성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3.3 소결

위에서 논한 것처럼 ‘MM’은 전체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一M一M’은 개체로 

된 대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一MM’은 특정 개체들로 만들어진 전체

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주어 위치에 있는 ‘一MM’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가리키면서 동

시에 이 개체들로 이루어진 전체의 범위도 나타낸다. 거꾸로 말하면 이 조건을 만

족시키지 못할 때는 ‘一’를 뺀 ‘MM’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一MM’이 관형어로서 주어를 수식하면 개체들로 이루어진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정태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인지하여 양이 많다

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고 동태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차례로 진행한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정태적인 사건은 대상들이 나열식으로 인식되지만 결국은 전체로 

등장 가능하기 때문에 ‘MM’과 호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태적인 사건의 대상들

은 차례로 진행하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묶어진 전체로 등장하면 어울리지 않

으므로 ‘MM’과 호환이 불가능하다. 또한 ‘一MM’은 개체들이 하나하나 이어서 이

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완전 독립된 개체를 나타낸 ‘一M一M’과 달리 큰 시간적

이나 공간적인 빈틈을 가진 사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一MM’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경우 해당 문장의 동사들은 강한 동작성, 나눔성, 

출현 등의 의미특징을 가지며, 그런 동사를 통해 대상물이 영향을 받거나 변화가 

생긴다. 결과물로서의 대상이 구체성과 개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나타

내는 ‘MM’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一MM’이 부사어 역할을 할 때도 개체로 된 대상이 동작의 변화에 따라 실현

되므로 전체를 나타내는 ‘MM’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부사어 위치에 ‘MM’이 

사용된 용례는 찾기 힘들다.

본고는 ‘一MM’과 ‘MM’이 여러 통사 위치에서 보이는 의미 차이는 ‘一’에서 나

온다고 추론하였다. 사람은 개체를 인식할 때 먼저 그 개체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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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체와 구분하고,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것을 단

위로 하여 가장 작은 양을 나타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一’의 인지 과정이다. 

이처럼 ‘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MM’ 앞에 ‘一’가 추가되면 대상의 

개체성과 특정성을 요구하게 된다. 

동사 중첩형식인 ‘VV’와 ‘V一V’에 대한 논의에서는 ‘V一V’형식이 목적어를 가

질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였다. ‘V一V’형식은 ‘VV’에 비해 수식

어가 많은 목적어와 더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V一V’형식은 실례화 

되지 않는 동작이나 실현할 수 없는 동작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

하면 위와 같은 통사적․의미적인 차이는 바로 형식적인 차이인 ‘一’에서 나온 것으

로 보인다. 한편 ‘一’가 공간범주에서 나타내는 지시성은 ‘V一V’형식에도 적용된

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즉 ‘一’는 시간축에서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지시성이 

없거나(실현되지 못하는 동작), 지시성이 약하면(실례화되지 못하는 동작) ‘V一V’

형식을 선택하지 않는 반면에 수식어를 많이 가진 목적어는 지시성도 강하기 때

문에 ‘V一V’형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4. ‘一’와 주관성 

3장에서 양사중첩 형식과 동사중첩 형식에 삽입되어 있는 ‘一’가 지시성을 나타

낸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시성은 ‘一’의 양화 기능의 결과물로서 정태적

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면, 주관성은 양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

다. 양화는 능동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양화하는 대상과 방식

에 따라 객관적인 인지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주관적인 인지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一’와 주관성의 문제를 다루려고한다.

‘주관성(subjectivity)’은 언어 특성의 하나로, 화자의 입장, 태도, 감정을 언어 사

용 중에 밝힘으로써 언어에 자아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84) 언어의 구조와 형

식을 중심으로 연구한 구조언어학자들이나 형식언어학자들은 언어란 객관적으로 

명제를 표현한 것이지, 그 내부에 자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

았다. 하지만 인지언어학자들이 이 점에 주목하면서 언어에는 지칭, 서술의 기능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관점, 감정,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도 내재되어 있다

는 것을 밝혀냈다.

‘一’는 수의 범주에 속하며 기수와 서수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경우 모두 ‘一’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성분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수로 쓰일 때에는 ‘一’ 앞에 ‘第’를 

결합해야 순서나 등급을 나타낼 수 있고, 기수로 쓰일 때에는 양사와 결합해야 대

상의 양을 나타낼 수 있다. 순서나 수량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와 관계없이 객관성을 가진 표

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一’는 기수나 서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앞서 2장과 3

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구조 중의 ‘一’가 나타내는 의미는 비수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심층적인 의미기능은 수 범주의 ‘一’과 동일하다. 즉, ‘一’의 심층적 

의미기능은 ‘양화 기능’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화의 과정은 인지주체의 인지과정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84) 沈家煊(20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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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수 범주에 속하는 ‘一’가 객관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비수범주에 

속하는 ‘一’는 주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一’가 들어간 구조들이 주관성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

약 주관성이 있다면 그 주관성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고찰하고, 주관성이 

없다면 객관적인 수 범주에 속하는 ‘一’와 동일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구조를 통해 주관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다른 수가 아닌 ‘一’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4.1 주관성의 기준

언어가 단지 객관적으로 명제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주체, 즉 

화자의 관점, 감정, 태도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은 기능언어학이나 인지언어

학 학파의 주장이다. 주관성과 주관화에 관해서는 공시적인 연구와 통시적인 연구 

모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Langacker는 공시적․인지적인 각도에서 

언어의 주관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Traugott, Dasher 등의 학자는 통시적과 

화용적인 각도에서 언어의 주관성을 논의를 해왔다.85) 본고는 공시적인 측면에서 

현대중국어 ‘一’의 의미기능을 연구한 것이므로 공시적인 각도에서 ‘一’와 관련된 

주관성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지어법을 주창한 Langacker는 인지의 각도에서 화자가 표현의 필요에 따라 객

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construe)하는지를 연구하였다.86) 그는 사람들이 사물을 

관찰하는 방식이 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외부 세계의 어떠한 실체

(entity)를 관찰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 자신을 관찰대상에 포함하

는 것이다.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85) 李福印(2008:359), 徐學萍, 尚軍, 吳愛芝(2006) 참조.

86) 沈家煊(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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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도식26> 최적 관찰법

(optimal viewing arrangement)
     

S O

<도식27>
87)자기중심 관찰법

(egocentric viewing arrangement)
87)

위 도식 중의 ‘S’는 관찰자(viewer, 혹은 자아self), ‘O’는 관찰되고 있는 대상(혹

은 other)이다. 화살표는 둘 사이의 지각적 관계를 가리키고 점선으로 그려진 범위

는 관찰자의 관찰 범위를 가리킨다. Langacker는 두 가지 관찰 방식을 안경에 비

유하여 설명하였다. <도식26>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 손에 놓아 관찰 대상이 되

므로 객관적인 표현이 도출되는 것이고, <도식27>는 안경을 쓴 채로 사물을 관찰

하기 때문에 안경이 관찰의 주체의 일부분이 되므로 주관적인 표현이 도출되는 

것이다. 공시적인 범위에서 Langacker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장에서 문장의 주

관성이 점차 강해진다고 설명하였다.

(154) a. Mary is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Jane.

메리는 제인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다.

b. Mary is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me.

메리는 나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다.

c. Mary is sitting across the table.

메리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다.

(154a)는 화자가 관찰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Jane을 참조점으로 Mary의 위치

를 설명하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서술이고, (154b)는 화자를 참조점으로 Mary

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지만 화자가 문장 중에 ‘me’의 형식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객관적인 묘사에 속한다. 반면, (154c)는 화자를 참조점으로 Mary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지만 문장 내에 해당 언어형식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참조점이 이미 

관찰 범위의 일부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객관적인 묘사가 

아닌 주관적인 해석을 나타낸다. Mary의 위치 참조 대상이 ‘Jane → me → 화자’

로 변하는 과정은 객관적인 요소가 줄어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객관성이 약해지고 주관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Langacker는 이와 같이 실

87) Langacker(1987:129), 김종도 역(1999:13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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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실체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인 축에서 주관적인 축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관

화’의 개념으로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

tr lm 

G 

xy tr lm 

G 

xy

x′

<도식28> 주관화 과정

두 가지 실체는 인지어법에서 ‘탄도체tr(trajector)’와 ‘지표lm(landmark)’를 지칭하

며 ‘G’는 ‘언어배경’(ground), 즉 발화 참여자와 발화의 환경이고 ‘xy’는 두 실체 

간의 관계이다. 즉 예문 (154a)문장의 Mary와 Jane의 관계, (154b)문장의 Mary와 

me의 관계는 객관적인 ‘xy’축에 처한다. 그러나 (154c)문장의 Mary와 화자의 관계

는 언어배경과 관련이 생겨 주관적인 ‘x′y’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배경이 관찰 대상에 개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관성을 판단하였던 

Langacker의 관점과는 달리, Lyons는 의미의 각도에서 주관성을 논의하였다. Lyons

에 따르면, 화자가 언어로 표현할 때 언어에 남긴 화자의 흔적이 바로 주관성이

다. 아울러 언어의 주관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88)

1. 화자의 시각(perspective)

2. 화자의 감정(affect)

3. 화자의 인식(epistemic modality)

이 세 가지 기준은 서로 교차하며 관계를 맺고 있어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다. 

먼저 ‘시각’은 화자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관찰각도나 발화의 출발점을 말하는

데, 동사 상표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5) a. John is gone.

b. John has gone.

88) Lyons(1982:102, 1977:739), Finegan(1995). 이 부분은 沈家煊(200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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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b)는 화자가 현재 시간과 관계를 맺어 (155a)보다 강한 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감정’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언어에 화자의 감정, 정서, 의향, 태도 등을 

심어 넣은 것이다.89) 반면 ‘인식’은 주로 정태범주와 관련되고 명제에 대한 화자

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세 가지 주관성의 기준은 Langacker가 제

시한 주관성의 기준과는 중요시하는 지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

두 공시적 범위에서 주관성을 논의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장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양측의 논의를 결합하여 ‘一’가 포함된 구조의 주

관성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도식28>의 ‘x′’ 축에 위의 세 가

지 기준을 적용해 볼 것이다. 대상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

자가 과찰 범위에 진입하여 화자의 시각, 감정, 인식 등을 개입하여 표현하였다면 

주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본고는 ‘一

+NP/VP’구조의 주관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

로 삼을 것이다. 

기준1. 관찰 대상에 대한 언어배경의 개입 여부

기준2. 화자의 감정, 시각, 인식의 개입 여부

한편 주관성은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성질이므로 정도성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Langacker가 언급한 주관성과 객관성의 차이는 화자가 현저하게 표현되는지 

여부에 있다.90) 예를 들어 위에서 제시한 (154b)는 화자가 ‘me’라는 부호로 덜 현

저하게 참조되기 때문에 (154c)보다 강한 객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91) 하지만 인

지주체의 주관성 외에 언어 사용 중에서 화자의 감정, 시각, 인식 등 자아적인 흔

적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도 주관성의 정도성과 긴 한 관계가 있다. 주관성의 정도

성을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기준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9)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이입(移情)’으로도 해석되는데 Kuno(1987: 26)는 ‘감정이입(移情)’

에 대한 정의를 ‘화자가 자기를 ……와 동일시하고 문장이 묘사한 사건이나 상태 중 하나

의 참여자’라고 하였다. 沈家煊(2001)재인용. 

90) Langacker(1985:118-119)

91) 趙秀鳳(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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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약 강화자의 감정, 

시각, 인식등

G

<도식29> 주관성의 정도성

인지주체인 ‘S’가 언어배경인 ‘G’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주관성이 강해지고, 화

자의 감정, 시각, 인식 등이 많이 개입할수록 주관성이 강해지는 것을 <도식29>와 

같이 표현하였다. 

‘一’에 대한 기존 연구 가운데 주관성을 언급한 연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

존 연구들은 대부분 ‘一+NP/VP’구조에 나타나는 주관성을 ‘一’의 주관성으로 보고 

있다. 위 두 가지 주관성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면 주관성이라는 것은 발화 시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하나의 어휘인 ‘一’만으로는 발화할 수 없으므로 ‘一’가 단독

으로 주관성을 나타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一+NP/VP’구조에서 

나타나는 주관성은 ‘一’의 주관성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주관적인 표현을 할 때 

‘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一’가 선택된 까닭은 ‘一’의 의미특징과 긴 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4.2장에서 먼저 ‘一+NP/VP’구조에 주관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에 대해 위와 같은 복합적인 기준으로 살펴보고 4.3장에서 주관성이 나타나는 구

조 중 ‘一’의 인지 방식과 ‘一’에 대한 해석 방식을 논의하려고 한다.

4.2 주관성의 양상

2장에서 이미 ‘一’가 명사나 동사와 결합할 때 양화의 의미기능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一’가 들어간 구조들은 양화의 결과물로서 양을 나타낸 

것이다. 양화의 인지 과정을 통해 대상물의 객관적인 해석도 나올 수 있고 주관적

인 해석도 나올 수 있다. 다음에서 화자가 ‘一+NP/VP’구조를 사용할 때 언어배경

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와 화자의 자아적인 흔적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고찰하

고자 한다. 또한 공간 범주에 속하는 ‘一+NP’구조와 시간 범주에 속하는 ‘一+VP’

구조의 주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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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공간 인 주 성과 ‘一+N+X’구조

2.1장에서 ‘一+N₁+X₁’구조와 ‘一+N₂+X₂’구조 중의 ‘一’는 심층적인 의미기능이 

모두 양화라고 했지만 두 구조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서로 다르다. ‘N₁’은 수를 

계산하는 단위이고, ‘N₂’는 양을 계산하는 비관습적인 참조 단위이다. 즉 ‘一+N₁
+X₁’구조는 계량도구로 계산된 양이므로 정확한 객관성을 나타낼 수 있고, ‘一+N₂+ 

X₂’구조는 관습적인 계량도구로 계산된 양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지된 양이므로 

주관성을 가진 구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을 단서로, 위 4.1장에서 제시

한 기준을 적용하여 ‘一+N+X’구조에 나타나는 주관성을 증명하려고 한다.

인류의 사유를 통해 형성된 개념은 무한적이지만 그에 비해 인류 언어의 표현 

형식은 아주 한정적이다. 동일한 구조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一+N+X’구조도 이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동일한 구조로 개체량과 전체량이라는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가지 양

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자가 두 가지 양화의 대상과 어떠한 관계

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개체형식으로 존재하는 대상물을 인식하는 것은 관찰자가 

대상물의 경계에 주목해서 관찰범위 안에 넣어 해석한 결과다. 이때는 관찰 대상

물에 언어배경이 개입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덩어리 형식으로 존

재하는 대상물을 인식할 때는 관찰자가 대상물의 경계에 주목하지 않고 동질성을 

가진 대상물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것이다. 즉 관찰자(관

찰자의 시선)가 관찰 범위 안에 들어가야 양화를 시킬 수 있고, 언어배경인 화자

가 관찰 대상에 개입함으로써 주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 O

<도식30> 개체량 관찰법
     

S

<도식31> 전체량 관찰법



4. ‘一’와 주관성   115

Langacker가 제시한 관찰 방식92)에 따르면 <도식30>과 <도식31>에서 관찰자를 

‘S’93)로 표시하고 화살표는 관찰자의 시선이 투사되는 방향이다. 실선으로 그린 

동그라미는 개체의 경계이며, 점선으로 그린 동그라미는 전체의 경계이다.94) <도

식30>처럼 관찰자가 관찰 범위 밖에 있고 대상물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계

에 시선을 주면 객관적인 인지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도식26>에서 제시한 최적 

관찰법에 속한다. 하지만 <도식31>의 점선으로 표시된 원은 주관적인 결과물이다. 

화자가 발화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는 대상물의 경계가 객관적으

로 존재하지 않는다. 화자, 즉 관찰자가 대상물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공간의 범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한다. 이것은 <도식27>에서 제시한 자기중심 관찰법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一+N+X’구조는 <도식30>과 같이 개체를 파악할 때에는 다른 개체

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개체의 경계에 시선들이 집중되게 된다. 이때의 ‘一’는 개체

의 양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도식31>과 같이 전체를 파악할 때에는 먼저 

전체의 구성원에 시선을 주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그 전체가 점유하는 범위를 확

인하기 위해 시선이 확산된다. 인식하는 과정에 구성원인 ‘X₂’가 존재하는 범위와 

‘N₂’의 범위가 부합하는 것이 확인되면 하나의 덩어리로 여기고 ‘一₂’로 표현한다. 

사람의 시선은 같은 속성을 가진 구성원들에 끌리기 때문에 덩어리로 인식한다. 

동시에 확산된 시선들로 인해 공간 도가 높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 그렇기 때

문에 ‘一₂’에는 ‘가득하다’는 의미도 부각되는 것이다. 

만약 ‘一+N+X’구조의 ‘X’을 탄도체로 설정하고, ‘N’의 경계를 지표로 설정한다

면, <도식30>처럼 ‘N₁’의 경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두 실체의 관계는 객

관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도식31>처럼 ‘N₂’의 경계가 ‘X₂’범위의 확인을 

통해 확인된다면 두 실체의 관계는 주관축에 나타낼 수 있다. 즉 ‘x′’축을 통해 객

관적인 관계인 ‘xy’에 주관성이 부각된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92) <도식26>과 <도식27>참조.

93) Langacker는 주관성을 설명할 때 ‘S’를 관찰 주체로 삼지만 이 글 <도식30>과 <도식31>에 

나온 ‘S’는 관찰자 혹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확장시켰다. ‘一+N+X’라는 명사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다. 사람일 경우에는 그가 제시한 관찰자와 대응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관찰자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한 것이다. 따라서 사물의 경우에도 

관찰자의 시선을 관찰범위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S’로 표시하기로 한다.

94)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전체의 경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점선 안에 있는 원은 경계가 없는 대상도 나올 수 있지만 원으로 그려진 이유는 동

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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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32> ‘一+N+X’구조의 주관화 과정

한편, 沈家煊(2002)은 현대중국어 ‘把’자문이 단순한 처치문이 아닌, 주관성을 띄

는 처치문이라는 관점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즉 주어인 ‘갑’이 목적어인 ‘을’에 

어떤 처치를 했는데, 화자가 그 행위를 주관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주관적인 처

치문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把’자문의 주관성은 화자의 시각, 감정, 인식 등의 

측면에서 부각되는데, 그것은 ‘把’자문의 목적어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

였다. 일반적으로 ‘把’자문의 목적어는 한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비한정적

인 목적어는 ‘把’자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6) a. *我把一杯咖啡喝完了。
b. 我把那杯咖啡喝完了。

내가 그 커피를 다 마셨다.

沈家煊(2002)의 논지를 따르면 ‘把’자문 목적어의 한정성은 ‘把’자문의 목적어의 

본질적인 특징이 아니다. 한정적인 성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청자가 대상물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화자가 인정한 것이다. 즉 화자가 언급한 대상물을 청자가 

담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이 한정적인 것이다. ‘把’자문은 주관적인 

처치문이라서 목적어도 화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一

+N+X’구조를 ‘把’자문의 목적어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자.

(157) a. *他把一杯水喝了。
b. 他把那杯水喝了。

그가 그 잔의 물을 마셨다.

c. 他把一篮子的鸡蛋都吃完了。
그는 한 바구니의 계란을 다 먹어버렸다. 

예문 (157a)가 성립하지 않는 까닭은 표면적으로 한정과 비한정의 차이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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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는 주관적인 처치를 나타내는 ‘把’자문의 특성으로 인해 

화자가 처치 대상을 인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된다. 이 설명이 언어 사실

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把’자문을 사용할 때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

정하는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물도 화자가 확인하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성을 가지는 ‘把’자문을 통해 ‘一杯水’과 같은 ‘一₁
+N₁+X₁’구조의 객관성과 ‘一篮子的鸡蛋’과 같은 ‘一₂+N₂+X₂’구조의 주관성을 확

인할 수 있다. (157a)의 ‘一杯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물로서 화자의 인정

이나 청자의 식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把’자문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반면 

(157c)의 ‘一篮子的鸡蛋’은 화자가 관찰 범위 안으로 들어가서 관찰하게 되므로 대

상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把’자문과 어울리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8) A: 我买了一篮子鸡蛋。
나는 계란 한 바구니를 샀어.

B: 可能不够, 再去买一篮子来吧。
아마 부족할거야. 가서 한 바구니 더 사와.

(159) A: 我买了一篮子的鸡蛋。
나는 계란 한 바구니를 죄다 샀어.

B: 买这么多干嘛？
이렇게 많이 사서 뭐하게?

(160) A: 你怎么把一篮子的鸡蛋都吃光了？
넌 어떻게 계란 한 바구니를 다 먹어 버렸어?

B: 我实在太饿了。
나 진짜 너무 배고팠거든.

앞서 2장에서 ‘一篮子鸡蛋’이 중의성을 가진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람의 시

선이 ‘篮子’에 집중되면 ‘篮子’을 ‘鸡蛋’의 계량 단위로 간주하여 ‘一₁+N₁+X₁’구조

로 표현한다. 반대로 사람의 시선이 ‘鸡蛋’에 집중되면 ‘篮子’ 안에 ‘鸡蛋’들이 가

득 차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 동질성을 가진 ‘鸡蛋’들이 하나의 덩어리임을 나

타내는 ‘一₂+N₂+X₂’구조로 표현이 된다. 이때는 ‘N₂’와 ‘X₂’사이에 ‘的’를 삽입할 

수 있다. 위 (158)의 발화 상황을 보면 화자 A와 B는 모두 ‘一篮子鸡蛋’을 하나의 

개체로 여겨 그 개체를 단위로 삼아 복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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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篮子鸡蛋’에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투입하지 않고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

로 파악하므로 ‘一₁+N₁+X₁’에 속하는 ‘一篮子鸡蛋’을 객관적인 서술로 볼 수 있다. 

반면에 (159)는 화자인 A의 시선이 ‘鸡蛋’에 집중되고 있다. ‘篮子’ 안에 다른 

내용물이 없이 오직 ‘鸡蛋’만이 존재하고, ‘鸡蛋’의 양이 ‘篮子’의 용적에 부합하고 

있다는 화자가 주관적인 시각이 투입된 흔적이 보인다. 또한 화자 A가 구매한 것

이 ‘篮子’ 안에 가득 차 있는 ‘鸡蛋’임을 나타내어 ‘鸡蛋’의 양이 많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청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화자 B도 ‘一篮子的鸡蛋’이라는 표현을 통해 ‘鸡

蛋’의 양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화자 A의 메시지를 파악하여 왜 그렇게 많이 

샀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다.

또한 (160)처럼 처치의 대상인 ‘一篮子的鸡蛋’에 대해 주관적인 감정을 이입했다

는 의견도 보인다. 즉 화자의 생각은 ‘一篮子的鸡蛋’을 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상

대방이 다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문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沈家煊(2002)은 화

자의 ‘정감’이 주로 ‘감정이입(empathy)’현상을 통해 부각되며, 이를 ‘把’자문에 적

용했을 때에는 화자가 자기의 ‘정감’을 처치 사건 안에 전이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 그의 이러한 논지에 근거하면, (160)의 경우는 ‘一篮子的鸡蛋’이 손상되었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一篮子的鸡蛋’이 화자가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의 양보다 더욱 많은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

인 차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기도 하다. ‘一篮子的鸡蛋’이라는 표현의 주관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논의한 것을 종합하면 ‘一杯水’와 같은 ‘一₁+N₁+X₁’구조는 다음 (161a)

처럼 객관적인 양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일 수 있고, (156a)번 예문과 같은 주관적

인 처치문인 把자문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162a)처럼 화자

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61) a. 我喝了一杯水。
나는 물 한 잔을 마셨다.

b. 我喝了三杯水。
나는 물 세 잔을 마셨다.

(162) a. 干活干到现在, 一杯水都没喝！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물 한 잔도 못 마셨다!

b. *干活干到现在, 三杯水都没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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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161a)에서 ‘一₁+N₁+X₁’구조의 ‘一’는 객관적인 하나의 양의 의

미를 나타내며, (161b)와 같이 다른 숫자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162a)번의 ‘一’

는 (162b)처럼 다른 숫자로 바꿀 수 없다. 즉, ‘一₁+N₁+X₁’구조가 객관적인 수량 

외에 다른 부가적인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2a)의 ‘一杯水’

는 단순한 물의 양이 아닌 일하는 양에 비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의 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一杯水’는 2장 <도식15>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질

성을 가진 많은 대상물을 배경으로 설정할 때 나오는 인지결과이다. 

a

b

c

d

<도식15> 수의 의미

<도식15>와 같이 a에서 d까지 가는 양화 과정의 결과물로서 단위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오직 ‘一’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작은 양의 의미로 인식하는 것

은 인지 주체가 인지 배경을 설정하고 개입하기 전에는 나타낼 수 없다. 이와 같

은 관찰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 O

<도식33> ‘一₁+N₁+X₁’구조의 관찰법

위 <도식33>에서 진한 원으로 표시된 ‘O’는 (162a)의 ‘一杯水’에 해당한다. 이처

럼 관찰 주체가 관찰 범위에 접근하면서 언어배경이 개입되었고, 결과적으로 표현

의 주관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S’가 ‘O’를 인식할 때에 

‘O’의 경계선에만 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시선들을 기반으로 동질성

을 가진 여러 개체들을 배경으로 설정한 뒤에 산출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120   現代中國語 ‘一’의 意味機能 硏究

대상물에 대해 ‘가장 작다’라는 주관적인 인식이나 평가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一₁+N₁+X₁’구조는 담화 상황에 들어가

기 이전에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표현한다. 그러나 담화 상황에 들어가면 언어 배

경의 개입을 받아 객관적인 표현과 주관적인 표현 모두 가능하게 된다. 반면 ‘一₂
+N₂+X₂’구조의 ‘N₂’는 ‘X₂’의 양을 계량하는 관습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를 구성할 때부터 이미 화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一₂+N₂
+X₂’구조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표현에만 사용된다. (158-160)의 ‘一篮子的鸡蛋’

과 같은 ‘一₂+N₂+X₂’구조는 화자의 시각, 감정, 인식을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

에 화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把자문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발화 상황

에서 ‘一+N+X’구조를 통해 표현하는 화자 자신의 시선 조절, 감정 전이, 인식 판

단 등은 모두 공간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두 구조에서 나오는 주관

성은 공간적인 주관성으로 볼 수 있다. 

4.2.2 시간 인 주 성과 ‘一+VP’구조

2.2장에서는 ‘一+VP’구조를 4가지로 구분하고 각 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각 구조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서로 동일하지 않지만 구조 

내부의 ‘一’는 모두 양화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一’가 명사구 

앞에 위치할 때 나타나는 양화 기능이 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라면, 동사구 앞에 위치할 때 나타나는 양화의 기능은 눈으로 확인

되지 않는 시간 범주에서 이루어진다. A식(一a+VaP+就+XP), C식(一c1+Vc1P+就是

+XP), D식(一d+VdP, XP)과 같은 경우, ‘一+VP’구조는 뒤 ‘XP’구조가 실현되는 전

제로서, ‘一’가 시간 범주에서 수행하는 양화 기능의 결과로 ‘一+VP’ 사건이 시간

축에서 먼저 실현된다. B식(一b+VbP+就+XP), C식(一c2+Vc2P+就是+XP)과 같은 경우, 

‘一+VP’구조는 가정된 사건으로, ‘一’의 양화 효과로 인해 ‘一+VP’ 사건의 특정성

이나 동질성이 부각된다. 사건의 가정은 발생의 여부만 나타내므로 시간축에서 흔

적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된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은 시간축에서 흔

적이 남아 있으며 그 흔적의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의 간격이 어떠한지와 관련이 

된다. VP는 ‘一’의 양화로 인해 시간축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의 간격은 객관적인 시계로 측량한 결과로서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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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쉽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 하는 경우들에서 주

관적인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4.1장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객관성을 가진 언어 형식에 화자의 시각, 감정, 인식 등의 주관적인 요소들을 

주입해서 주관적인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언어 형식이 객관적에서 주관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주관화라고 한다. 주관화는 통시적으로 볼 때 언어가 주관성을 표

현하기 위해 알맞은 형식을 선택하거나 조절한 변천 과정을 겪은 것이다.95) 공시

적으로는 어떠한 실체에 대한 해석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

로 변화하는 것이다.96) Langacker는 주관화가 어떤 관계를 객관축에서 주관축으로 

조절(realignment)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객관성이 점차 감소하

면서 주관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관성이 뚜렷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Langacker(2000)는 전치사 ‘across’의 예를 통해 주관화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163) a. The child hurried across the street.

아이가 서둘러 길을 건넜다.

b. There is a mailbox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우체통 하나가 있다.

c. An earthquake will happen across the city.

지진이 도시를 관통할 것이다. 

(163a)에서는 ‘across’와 관련된 주체인 ‘the child’가 어떤 공간적인 경로를 통해 

실제로 가로지르는 움직임을 한 것이 화자에게 관찰되었다. (163b)에서는 ‘across’

와 관련된 주체인 ‘a mailbox’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았으나 화자가 마음속에서 

길가의 한쪽을 시작점으로 삼고 거기에서 어떤 심리적인 경로를 통해 가로질러서 

지금의 위치에 정착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163c)에서는 ‘across’와 관련된 주체

인 ‘an earthquake’가 공간적인 경로나 심리적인 경로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

라 구체적인 장소인 ‘city’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화자의 머릿속에서 ‘an 

earthquake’는 어떠한 참조점(확실하지 않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고 온 ‘city’를 가

로질러서 종결점까지 도착한 것으로 인식된다.

만약 ‘across’와 관련된 요소들을 주체, 시작점, 경로, 종결점의 네 가지로 설정

95) 沈家煊(2001:268).

96) Langacker(2000:297)



122   現代中國語 ‘一’의 意味機能 硏究

하면 위 (163a-c)예문 중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63a) : 주체, 시작점, 경로, 종결점

(163b) : 주체, 시작점, 종결점

(163c) : 주체, 종결점

즉 객관적인 요소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점차 많아지는 것

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Langacker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하였다. 

Maximal Scope

Immediate 

Scope
tr

C

T

Maximal Scope

tr

C

T

R

Immediate 

Scope

(163a) ‘across’의 인지과정 (163b) ‘across’의 인지과정

<도식34a> <도식34b>

그림 중의 ‘C’는 개념주체, ‘tr’은 탄도체, ‘lm’는 지표, ‘R’은 참조점, ‘T’는 개념

을 형성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 ‘C’와 ‘tr’, ‘lm’사이의 점선 화살표는 개념 주체가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스캐닝이다. <도식34a>와 <도식

34b>는 탄도체가 실제적으로 가로질러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지

만, 둘 모두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찰자의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인 

바탕이 존재한다. 즉, 객관적인 시작점과 종결점이 모두 존재한다. (163b)의 경우, 

경로가 존재하지 않지만 관찰자의 심리적인 스캐닝을 통해 종결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참조점의 위치와 대조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경로와 탄도

체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완전히 분리된 (163a)에 비

해 (163b)의 객관성이 더욱 약해지고 주관성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3c)의 경우는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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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al Scope

tr

C

T

R

   Immediate Scope

      lm

M

(163c) ‘across’의 인지과정

<도식34c>97)

<도식34c>중의 ‘M’은 심리적인 경로이다. <도식34c>의 ‘across’는 객관적으로 관

찰되는 바탕이 없이 이미 완전히 주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작점, 경

로, 종결점이 모두 관찰자와 분리된 관찰 무대에 존재하지 못하여, 관찰자가 관찰

범위 안에 개입하여 도출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는 4.1장에서 언급한 자기중심 

관찰법(egocentric viewing arrangement)으로 인지한 것이다. 따라서 (163c)는 화자의 

주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인지적인 해석 방법은 여러 ‘一+NP/VP’구조에 함축된 객관성과 주관

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전치

사인 ‘across’와 관련된 영상도식이 ‘一+NP/VP’의 영상도식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상을 인지하는 법칙에는 여전히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

다. 즉 여러 ‘一+NP/VP’구조에 함축된 객관적인 요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관

성의 강약도 다를 수 있는 것이다. 2장과 3장에서 ‘一’는 양화의 의미기능을 나타

내고 있지만 양화 대상과 양화의 방식에 따라 양화된 결과와 양화된 효과가 각각 

다르게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一’의 양화 과정과 관련된 요소들을 대

상물, 대상물의 경계, 시작점에서 종결점까지의 인식경로 등 세 가지로 설정하고 

다음의 구조에서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97) <도식34a, b, c> 모두 Langacker(1999:300), 李福印(2008:368-36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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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1> ‘一+NP/VP’ 중 ‘一’와 관련된 요소

상물 상물의 경계 시작 에서 종결 까지의 인식경로

一杯水 있음(水) 있음(杯) 있음(컵의 경계와 물의 양 확인)

一地水 있음(水) 없음 있음(바닥에 물의 범위 확인 )

一看 없음 없음 있음(시간축에서의 위치 확인)

위 표를 보면 ‘一+N₁+X₁’구조, ‘一+N₂+X₂’, ‘一+VP’구조에서 ‘一’의 양화 과정

과 관련된 요소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을 때는 객관성이 가장 강하고98), 관련 요소가 한 가지만 남아 있을 때는 주관

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인다. ‘一+VP’구조 중의 ‘一’는 시간축에 양화하는 역할

을 하고 있지만 양화하는 시작점과 종결점이 모두 구체적으로 측정된 객관적인 

위치가 아니고 다만 시간축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 즉 한 구간(段)의 위치

만을 나타낸다. 시간축에 남긴 한 구간의 거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길이

는 확실하지 않고 화자가 심리적으로 스캐닝한 것이므로 주관적인 인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aximal Scope

C

       Immediate Scope

  a   b  c    d
T

M

t₁ tn

<도식35> ‘一+VP’구조에서 ‘一’의 인지과정

즉 시간축에 있는 t₁에서 tn까지의 시간 간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a에서 d

98) 여기서는 ‘一+N₁+X₁’구조가 어떤 특정한 문형에 들어가서 주관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

외하고 문장에 진입하기 이전의 ‘一+N₁+X₁’구조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특징을 고찰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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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가는 과정이 심리적인 경로인 ‘M’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인지 결

과로 산출되고 ‘一+VP’구조는 더 이상 객관적인 해석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이다. 관찰 주체의 심리적인 경로인 ‘M’이 관찰 범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 자기

중심관찰법으로 도출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문을 통해 ‘一+VP’구조의 주관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자.

(164) 我看了半天才看明白, 可是他一看就明白了。
나는 한참 보고서야 이해했는데, 그는 한번 보고 바로 이해했다.

(165) a. 他特别喜欢看书, 一看就是三个小时。
그는 책을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한번 봤다하면 세 시간이다.

b. *他很不喜欢看书, 一看就是三分钟。

(164)에서는 시량보어가 결합된 동사구인 ‘看了半天’과 ‘一看’을 대조적으로 언

급하여 두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걸린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半天’은 물

리적인 하루의 절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길다고 인식하는 시간의 길

이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화자인 내가 보고 이해할 때까

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런 뒤에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 ‘可

是’로 반전된 상황을 제시하여, 그 사람이 ‘나’와는 달리 짧은 시간 안에 이해했다

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물론 부사인 ‘才’과 ‘就’로 다시 이러한 반전적인 상황을 

부각시키기도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성분들, 즉 선행문의 시량보

어와 후행문의 ‘一’가 ‘看’이라는 동작의 차이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문장 중

의 ‘一’는 동작인 ‘看’의 시간축에서 시작점과 종결점을 정해줄 뿐 아니라 두 점의 

간격이 짧다는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 반면 (165a)에서는 화자가 책을 보는 시간이 

세 시간이라서 길다고 여겨 그가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때 (165b)처럼 짧은 시간을 표현하려면 C식(一+VP+就是…)을 쓸 수 없다. 李宇

明(1999)은 이 문장의 ‘一’가 적은 양을 나타내며, ‘就是’ 뒷부분의 설명은 앞의 적

은 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이 크거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가 도출된다

고 주장하였다. 즉 (165a)의 ‘一看’은 화자의 태도나 입장이 들어간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一+VP’구조는 4.1장에서 제시한 주관성의 두 번째 기

준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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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한 것처럼 ‘一+NP’구조와 ‘一+VP’구조는 모두 주관성을 함축한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구조가 주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까닭은 

‘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4.3 인지적 해석 방식

‘一+NP/VP’구조를 대상으로 4.1장에서 제시한 두 가지 주관성 기준을 적용한 결

과, 이들 모두 주관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一+NP/VP’구조

가 가리키는 관찰 대상과 화자가 해당 관찰 범위로 접근한다면 관찰 대상의 객관

성이 약화되면서 화자의 주관적인 시각이나, 감정 혹은 인식이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때의 ‘一+NP/VP’구조는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一+N₁+X₁’구조는 일정한 문형에 들어가서 가장 적은 양을 나

타냄으로써 주관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주관성은 ‘一’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다른 성분과 공기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一+N₂+X₂’구조는 문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동질성을 가진 개체들을 

덩어리로 묶음으로써 양이 많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구조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주관성은 ‘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一’와 동사가 결합

하는 구조에서도 A식(一+VaP+就…)과 C식(一+VcP+就是…)처럼 시간 간격이 짧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구조가 주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一+VP’구조가 주관적인 적은 양을 나타내다는 점은 후속문과의 관계를 통해 유

추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99) 

한편 ‘一+NP/VP’구조들이 주관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 정반대의 판단을 나타내

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一+N₂+X₂’는 공간 범주에서 많은 양을 나

99) B식(一+VbP)은 주로 조건문에 쓰이기 때문에 조건이 주어지는 여부를 나타낸다. 따라서 

B식의 ‘一’는 시간축에 흔적을 남긴 것만 가리키므로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의 간격과 상

관이 없고 주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D식(一+VdP)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B식과 같이 동작의 ‘실현’을 나타내고, 하나는 ‘一+N₁+X₁’

처럼 ‘한 번’을 가리킨다. 두 가지 모두 ‘一’의 주관성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으므로 이 

장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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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반면에 ‘一+Va/cP’는 시간 범주에서 적은 양을 나타낸다. 주관성은 화자가 

언어에 남긴 흔적이므로 어떤 인지적인 근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一

+NP/VP’구조에서 나온 주관성이 ‘一’의 의미특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

한 문제도 아직 남아 있다. 즉 화자가 주관적인 표현을 할 때 ‘一’를 선택하는 인

지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一’는 여러 구조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구조 내부에서 ‘一’가 수행

하는 의미특징은 모두 동일한 ‘영상도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는 앞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영상도식’이라 할지라도 공간 

범주와 시간 범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출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영상도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

다. 

객관적인 대상과 인류 언어표현의 사이에는 ‘해석(construal)’이라는 인지 과정을 

거친다. 해석은100) 인류의 인지 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의미 내용이 어떤 층위에

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의미 내용 중의 어느 것이 부각되는지, 어떤 시각에

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Langacker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물 반 컵을 대상으로 묘사할 때 다음과 같

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a)             (b)             (c)             (d)

Conceptual       Conceptual₁      Conceptual₂      Conceptual₃     Conceptual₄
<도식36> 개념 해석 유형101)

100) 李福印(2008:268); 해석은 사람의 인지 능력을 가리키며 같은 상황에 다른 인지 방식으로 

작용하면 다른 언어표현과 다른 의미를 야기한다. 

101) 李福印(2008:2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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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내용>

a. the glass with water in it

물이 들어있는 컵

b. the water in the glass

컵 안에 들어있는 물

c. the glass is half-full.

컵은 반쯤 찼다.

d. the glass is half-empty.

컵은 반쯤 비었다.

위 (a-d)중에 보여주는 해석 방식은 관찰자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석 방식을 이와 같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一’의 이미지에 

대한 해석 방식도 관찰자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해석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도식36a, b>중의 굵은 선과 <도식36c, d>중의 굵은 화살표는 

모두 관찰자의 시선이 집중된 초점이고 그것은 최종적인 해석 결과이다. 바꾸어 

말하면 연한 선을 인지 배경으로 설정한 다음에 나온 해석 결과라고 볼 수도 있

다. 즉 같은 대상물일 경우에도 인지 배경에 따라 다른 해석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다음 도식을 살펴보자. 

(1)                인지 대상                (2)

<도식37> 인지 배경과 인지 결과

위 <도식37>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 컵의 물을 관찰할 때, (1)과 같은 빈 컵을 

인지 배경으로 설정한다면 반 컵의 물이 많다는 해석 결과가 나올 수 있고 (2)와 

같이 물이 꽉 찬 컵을 배경으로 설정한다면 반 컵의 물이 적다는 해석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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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다.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의 양과는 상관없이 화자가 자신의 생각

에 근거하여 ‘많다’ 혹은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인지는 지각한 내용에 

주관적인 해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102) 다시 말해, 실제로 지각한 ‘물’에 대해 

‘많다’ 혹은 ‘적다’라는 주관적인 해석을 부여하여 인지하는 것이다. 동일한 양의 

물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인지 과정은 시각적인 ‘착시’ 현상에

서도 나타난다. 다음 그림을 보자. 

<도식38> 뮬러-라이어(Müller-Lyer)의 착시 현상103) 

위 그림에서 위아래 직선은 실제 길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이 아래쪽보다 

짧게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적 실험으로도 입증되었고, 신경과학적으로

도 해석 가능하다. 사람이 느끼는 길이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길이 사이에 차이

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를 ‘착각된 시각’이라고 불렀다. 직선 위의 동

그라미나 화살표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모양으로 배치되었는지에 따라 해석 결

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一’의 이미지에 대한 인지 과정에 있어서도 

인지 주체가 어떠한 배경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一’는 ‘一+N₂+X₂’구조에 들어가면 그 구조가 큰 양을 나타내고, ‘一+Va/cP’구

조에 들어가면 그 구조가 작은 양을 나타낼 수 있다. 즉 화자의 판단에 따라 ‘큰 

양’ 혹은 ‘작은 양’ 두 가지 정반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화자가 인지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一’에 대한 해

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一地水’와 같은 ‘一+N₂+X₂’구조는 대상물로 구성된 덩어리의 경계가 객관적으

로 존재하지 않는다. 관찰자 ‘S’가 동질성을 가진 개체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부착

하거나 용납한 ‘N₂’의 범위와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야 대상을 하

나의 덩어리로 인지할 수 있다. 동질성을 가진 개체들을 모두 시선으로 확인해야 

102) 임지룡(2005:14)

103) 임지룡(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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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관찰자의 시선은 퍼지게 되고 대상물의 양이 많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나

올 수 있다. ‘N₂’는 일반적으로 ‘X₂’를 계산하는 통계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X₂’

가 일시적으로 ‘N₂’의 범위를 거의 다 차지하면 양이 많다는 인지 결과가 도출된

다.

‘一+N₂+X₂’에 대한 인지 방식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

<도식39> ‘一+N₂+X₂’구조의 인지 방식

위의 도식 중에 화살표는 관찰자의 시선이 확산되는 방향이다. <도식39>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의 덩어리를 파악할 때 먼저 전체의 구성원에 시선을 주고, 거기에

서 출발하여 구성원이 점유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선이 확산되게 된다. 

이때의 ‘一’는 큰 양으로 인식된다. 

‘一+Va/cP’구조 중의 ‘一’는 다르다. A식(一a+VaP+就+XP)중의 ‘VaP’가 끝난 다음

에야 뒤 ‘XP’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VaP’가 외부에서 관찰된다. 즉 화자의 시선

이 ‘VaP’가 시간축에서 차지하는 과정의 양쪽 끝점에 집중된다. C식(一+VcP+就是

+XP)의 결과물인 ‘XP’는 ‘VcP’가 이루어져야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화자의 

시선이 ‘VcP’의 시작점과 종결점에 집중되어 이 동작을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해야 

뒤 결과물이 나올 있다. 양쪽 끝점에 시선이 집중되면 시간축에서 차지하는 거리

가 축소된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시간이 짧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A식과 C식 중의 

‘一’에 대한 인지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t

예: (一看)就懂 了。
S

<도식40> ‘一+Va/cP’구조의 인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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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양을 나타내는 ‘一+N₂+X₂’구조와 작은 양을 나타내는 ‘一+Va/cP’구조의 공통

점은 모두 ‘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정반대의 해석 결과를 모두 ‘一’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一’가 a에서 d까지 인지하는 특별한 양화 과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런 양화 과정이 두 가지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기존연구에서는 ‘一’가 주관적인 큰 양 혹은 작은 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 양은 ‘一’에서 나온 것이 아닌 ‘一’를 포함한 

구조가 나타내는 것이다. ‘一’는 양화할 뿐이지 ‘큰 양’이나 ‘작은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다만 ‘一’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뒤의 ‘NP’나 ‘VP’가 크거나 작다

는 인지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4.4 소결

본 장에서는 이미 여러 언어 현상에서 입증된 주관성을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하나는 관찰자의 각도, 즉 관찰자가 관찰 범위 혹은 언어 배경 안에 들어

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어적인 각도, 즉 언어에 화자의 감정, 시

각, 인식이 들어가는지와 관련된다. ‘一’는 명사나 동사와 결합할 때, 즉 ‘一+XP’

구조로 사용되었을 때 각각 공간적과 시간적인 양화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은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다.104) 두 기준을 적용하여 고찰한 결과, ‘一+NP’중에 

‘一+N₁+X₁’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 하나의 수량 의미를 나타내고, 주관적

인 표현으로 쓰일 때 최소한의 극단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一+N₂+X₂’구조는 대상물의 양이 많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의 관찰 주체가 동질성을 가진 ‘X₂’를 모두 관찰 대상으로 인지하여 하

나의 덩어리로 묶기 때문에 시선이 내부에서 확산되게 된다. ‘一+N₁+X₁’와 달리 

‘一+N₂+X₂’구조가 나타내는 주관성은 문장의 다른 성분이 아닌 ‘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104) 3장에서는 ‘一’가 양사중첩 형식과 동사중첩 형식에 들어갔을 때 역시 양화 기능의 부속

적인 결과물인 지시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중첩 형식에 ‘一’를 첨가하

는지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의미적인 차이는 주로 지시성에 있다. 다시 말해, 화자가 말

하는 사물이나 사건이 실제적인 존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따라서 

주관성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장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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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식(一+VaP+就+XP)과 C식(一+VcP+就是+XP)에서는 ‘XP’가 실현되려면 ‘一

+Va/cP’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우선, ‘Va/cP’는 ‘一’의 양화기능을 통해 시간축에

서 일정한 거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Va/cP’와 ‘XP’의 사이에 ‘就(是)’가 

있기 때문에 관찰자는 이를 두 가지 사건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에 관찰자의 

시선이 관찰 대상 외부에 존재하게 되므로 양화된 ‘Va/cP’의 양쪽 끝점에 시선이 

집중되게 된다. 시선이 앞 사건에 집중되면 응축 효과로 인해 동작이 시간축에서 

짧은 간격을 차지하고 있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인지결과가 나올 수 있다. ‘一’를 

통해 양화된 ‘Va/cP’가 시간축에서 차지하는 시간양은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심리적으로 스캐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구조에 주관적인 요소가 

내포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B식(一+VbP)은 주로 조건문에 쓰이기 때문에 이때

의 ‘一’는 시간축에 흔적을 남기는 것만을 가리킨다. 즉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의 

간격과는 무관하므로 주관성이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D식(一+VdP)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B식과 같이 동작의 ‘실현’만을 나타내고 하

나는 동작의 ‘일회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一’의 주관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동일한 ‘一’라고 할지라도 공간 범주를 나타내는 구조에 들어가서는 ‘一+N₂+X₂’

구조에서와 같이 큰 양을 나타낼 수 있고, 시간 범주를 나타내는 구조에 들어가서

는 ‘一+Va/cP’구조에서와 같이 작은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반대의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화자, 혹은 관찰자가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一’는 하나의 완전한 개체를 인식할 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가는 양

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인지 방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공한다. 다른 숫자도 마찬가지로 문장에 들어가면 화자의 관점에 따라 큰 양과 적

은 양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주관성은 해당 숫자 그 자체로 인해서 구현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다른 성분의 의미 제한, 혹은 의미 부각에 의존하여 도

출된 것이다. 이와 달리 ‘一’는 문장의 다른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

의 특별한 의미기능으로 인해 구조에 들어가서 주관적인 큰 양과 작은 양을 나타

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정반대의 주관적인 판단은 사람들이 인지할 때 인지 배경을 어떻게 설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인간의 인지 심리적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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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대중국어 ‘一’가 다른 수사와는 달리 여러 구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수의 의미 이외에 비수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언어현상을 주목하였다. 이 현

상에 대해 본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一’의 의

미가 다양한 비수적 의미를 나타내는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작은 양의 정수’라

는 기본 의미에서 비수의 의미로 파생되는 기제는 무엇인가? 둘째, 현대중국어의 

‘一’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각 구조에서 ‘一’가 나

타내는 의미특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一’를 포함한 ‘一+NP’, ‘一+VP’, ‘一

MM’, ‘V一V’ 등 네 가지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구조에서의 

‘一’의 의미특징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

를 종합하여 각 구조에서의 ‘一’의 의미 관련성을 밝혔다. 특히, ‘一’의 원형적 이

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상도식’을 활용하여 구조 내부에서의 ‘一’의 의미특

징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2장에서 ‘一+N+X’와 ‘一+VP’구조 중의 ‘一’의 의미특징을 분석하고, 둘 사이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一+N+X’구조는 개체량과 전체량의 두 가지 양을 나타낼 

수 있다. 동일한 구조로 개체량과 전체량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一’의 양화 기능으로 인한 것이며, 이때의 ‘一’는 단일한 ‘영상도식’으로 표

현 가능하다. 개체량을 나타낼 때 대상물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체량을 

나타낼 때 대상물의 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

체량을 나타내는 ‘一+N₁+X₁’구조의 완전성은 다른 개체와 구분되는 경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 반면, 전체량을 나타내는 ‘一+N₂+X₂’구조의 완전성은 대상

물의 동질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완전성을 확인하

는 과정은 유사하지만 완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두 구조

에서 의미 제약을 받는 성분도 동일하지 않다. 개체량을 나타낼 때는 ‘N₁’이 일정

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전체량을 나타낼 때는 ‘X₂’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제약이 있다. 이러한 의미 제약은 ‘一’의 의미특징과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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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갖는다. 본고는 ‘一+N+X’구조에 나타나는 ‘一’의 공간적 양화 기능에 

근거하여 <도식7>과 같은 ‘一’의 ‘영상도식’을 구상하였다. 

a

b

c

d

<도식7> ‘一’의 ‘영상도식’

완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동태적인 인지 과정으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도식7>과 같이 a에서 d까지 인지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에 대한 추상화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一+VP’구조 또한 다양한 형식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나타낸다. 우선, ‘一+VP’

구조에서 ‘一’와 결합할 수 있는 VP는 반드시 [+동태], [-완성]의 의미 자질을 갖

고, ‘一’와 결합할 수 없는 VP는 [-동태] 혹은 [+완성]의 의미 자질을 포함한다. 

즉, 변화하는 동작이면서 자연적인 종결점이 없는 동작만이 ‘一＋VP’구조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런데 ‘一＋VP’구조에서의 VP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 제약은 ‘一’로 

인한 것이다. 

‘一’의 공간적인 양화 과정을 시간범주에 투사하면 시간축에서 양화가 이루어지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축에서의 양화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내

포한다. 첫째, 해당 동작으로 하여금 시간축에서 일정한 구간의 거리를 차지하게 

한다. 둘째, 해당 동작이 하나의 독립성을 가지는 완전한 사건을 나타내게 하며,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동작들 사이에서 단위성을 갖게 한다. 

‘一+VP’구조는 크게 ‘이미 발생한 사건(已然)’과 ‘발생하지 않은 사건(未然)’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연(已然)’의 경우, ‘一’는 VP의 시간축에서의 위치를 설정

해준다. 이때 동작의 과정 전체를 관찰하다면 [+실현]의 의미를 도출 할 수 있고, 

종결점에만 주목하면 [+완성]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

미기능이다. ‘미연(未然)’의 경우, 시간적인 측면에서 ‘一+VP’구조와 후속문 사이에 

선후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一+VP’구조가 조건으로 등장

한다. 일회성 조건일 때 ‘VP’는 ‘一’를 통해 양화되고, 그 양화된 동작은 기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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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들과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를 나타낸다. 습관적 조건일 때 ‘VP’는 ‘一’를 통해 

동질성을 가진 많은 동작 중에서 임의로 지정된 하나의 단위적인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기능이다. 이처럼 ‘一’의 양화 기능은 공간범주

와 시간범주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 둘은 동일한 ‘영상도식’에서 도출된 것이

다. 

3장에서는 ‘一’가 포함된 중첩형식을 고찰하여 ‘一’와 지시성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통사적 위치에 따라 ‘一MM’형식과 ‘MM’형식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一MM’형식과 ‘MM’형식은 모두 지시성을 가

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시성의 층위가 다르다. ‘一MM’형식이 주어의 자리

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형식이 가리키는 대상물은 객관세계의 어떤 범위 안에 있

는 모든 개체를 나타낸다. ‘MM’형식 또한 동질성을 가지는 개체로 구성된 전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의미는 유사하다. 그러나 ‘MM’형식이 가리키는 개체

들은 객관세계의 어떤 구체적인 존재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그로 구성된 

전체는 정해진 범위가 없을 수 있다. ‘一MM’형식은 [+범위], [+특정성]의 의미 자

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MM’형식은 [±범위], [±특정성]의 의미 자질을 모두 포함

한다. 따라서 ‘MM’형식이 ‘一MM’형식에 비해 상위 층위의 지시성을 나타내며, 

여러 문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의 경우, ‘MM’형식은 ‘동일한 특징을 가진 개체들

이 어떤 범위의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이다. 하지만 ‘一MM’형식은 ‘어떤 하나하나의 개체들을 확인한 결과 모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며 이들이 누적되어 양이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자리의 ‘MM’형식이 ‘전체’에 의미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一MM’형식은 ‘개체’에 의미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주목하는 문장에는 ‘一MM’형식을 쓸 수 없고, 개체를 주목하는 문

장에서는 ‘MM’형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의 경우, ‘MM’형식보다 ‘一MM’형식이 더욱 많

이 사용된다. 이 위치에 ‘一MM’과 ‘MM’형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동사

가 목적어에 어떠한 영향이나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이다. 목적어에 어떠한 영향

이나 변화를 줄 수 있는 강한 동작성, 나눔성, 출현 등의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라면 ‘一MM’형식만 허용한다. 이 위치의 ‘一MM’형식은 [+개체성]의 의미 자

질을 지니며, ‘MM’형식은 [-개체성]의 의미 자질을 지닌다. ‘MM’에 ‘一’을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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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체에서 개체로, 무(無)에서 유(有)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동사의 목적어로 ‘一MM’형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부사어 위치의 경우에는 ‘一MM’형식만 허용된다. 동사가 가리키는 동작

이 하나하나 차례로 진행된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체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하므로 ‘一MM’형식이 사용되는 것이다. 전체를 나타내는 ‘MM’형식은 

사용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위치에서 ‘一MM’과 ‘MM’ 두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표22> ‘一MM’과 ‘MM’의 위치별 의미 특징

MM 一MM

주어 [±범위], [±특정성] [+범위], [+특정성]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전체], [+많은 양] [+개체], [+많은 양]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개체성] [+개체성]

부사어 사용안함 [+개체성]

위와 같은 ‘MM’형식과 ‘一MM’형식의 의미 차이는 ‘一’의 양화 기능에서 나온 

것이다. ‘一’가 내포하고 있는 양화 과정은 먼저 대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대상의 

완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다른 개체와 대상을 구분하게 되는

데, 이때에 특정성과 개체성의 의미특징이 부각된다. 

‘V一V’와 ‘VV’의 의미 차이를 고찰한 결과, 목적어가 수식어를 많이 가질 때는 

‘V一V’형식이 더 우세하게 쓰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 객관 세계에 어느 구

체적인 공간이나 시간에 일어난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경우, ‘VV’형식을 사

용하는 경향이 높다. ‘V一V’형식이 나타내는 동작은 시간축에서 보다 확실한 위

치를 점하게 된다. 따라서 개념적인 동작, 즉 실례화되지 않는 동작들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V一V’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VV’형식을 만들 수 없는 동사가 특수한 문맥에서는 중첩 형식을 취해 현실

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동작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때는 구체적으로 동작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V一V’형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 즉, ‘VV’에 ‘一’가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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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축에 흔적이 남게 되고 지시성이 강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4장에서는 ‘一’와 주관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一’를 포함한 구조들이 주관성을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Langacker(1987)와 Lyons(1977)가 제시한 주관성에 대

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一+N₂+X₂’구조(一地水)는 공간범주에서 주관적인 큰 양을 

나타낼 수 있고, ‘一+Va/cP’구조(一看)는 시간범주에서 주관적인 작은 양을 나타낼 

수 있다. 본고는 이 구조가 나타내는 주관성이 문장의 다른 성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一’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른 숫자와 달리 ‘一’는 a

에서 d까지 진행되는 ‘영상도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一’의 ‘영상도식’을 해석

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시선을 끝점에 집중하면 응

축된 이미지로 인지되어 작은 양을 나타낼 수 있고, 시선이 중간점에서 양쪽 끝점

으로 확산되면 큰 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인지 과정을 통해 두 가지 상반된 

주관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一+NP/VP’와 같은 구조들이 주관성

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一’가 그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여러 구조에서 ‘一’의 진정한 의미기능을 찾기 위해 ‘一’의 ‘영상도식’을 

구상하였다. ‘一’의 ‘영상도식’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一’는 다른 

숫자와 달리 특별한 인지 과정을 통해 ‘양화’라는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동태적 특

징을 지닌다. 둘째, ‘一’는 양화 과정을 통해 대상의 지시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정태적인 특징을 지닌다. 셋째, ‘一’는 양화 과정의 초점에 따라 두 가지 해석 가

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가변적인 특징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구조 중의 ‘一’의 의

미특징은 모두 양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심층적으로 단일한 인지 모형이 복잡한 언어 현상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인류가 유한한 언어형식으로 무한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즉, 인지 체계에서 복잡한 의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켜야 무한한 의

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一’의 심층적인 인지 모형을 고찰하여 다양

한 의미로 확장되는 양상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지 원

리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서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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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现代汉语‘一’的语义功能研究

首尔大学 中文系

焦彭琰

现代汉语中“一”不但使用频率高, 而且包含着很丰富的非数量意义。“一”不但可

以跟一部分名词结合, 还可以跟一部分动词词组相结合；不但可以进入量词重叠形式, 

还可以进入动词重叠形式。这些结构中的“一”表现出各种非数量的语义特征。以往的

研究大部分以包含“一”的整个结构为研究对象, 而且倾向于针对某一结构做出片面的

分析。本文认为以往的研究存在以下两个方面的问题: 第一, 现代汉语中“一”必须借

助其它成分才能表达某一种量。包含“一”的整体结构所表达的语义不能代表结构中

“一”的语义。第二, 各结构中“一”的语义特征并不是孤立而互不关联的。从认知语言

学的角度来看, 表面上纷繁复杂的语义扩张都可以探寻到深层次的认知原理。由于

“一”的深层次语义功能没有得到深度挖掘, 各语义特征之间的内在联系也无法得到进

一步的阐述。
不仅在汉语中, 而且在韩语、英语中, 表达“一”这一概念的词汇都有相似的语义

扩张现象。这说明人类对这一概念有着共同的认知方式, 并通过相似的认知方式将这

一概念进行语义扩张。本文试图从认知语言学的角度, 探求“一”的认知模式, 以及语

言使用者以何种心理机制将其扩展, 从而寻求“一”最本质的语义特征。
本文以探求“一”的语义功能为目的分析了“一+NP”, “一+VP”, “一MM”, “V一V”

等四个结构的语义特征, 通过对各结构语义特征的分析从而导出各结构中“一”的语义

特征以及各语义特征之间的内在联系。考察后, 我们发现“一+NP”结构能表达个体量

和整体量。在表达个体量时“一”的量化过程表现为对个体完整性的确定；在表达整体

量时“一”的量化过程表现为对整体同质性的确定。虽然量化的对象和量化的方式不

同, 但“一”在表达两种量的过程中所表现出来的量化语义功能是一脉相通的。在与动

词相结合的“一+VP”结构中, 通过对“VP”的时间特征的分析, 我们发现能进入“一+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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结构中的“VP”具有【+动态】, 【-完成】的语义特征。这说明在时间轴上表现为动态, 而

且没有自然终结点的动作与“一”结合后, 接受“一”的量化从而成为后一分句的前提动

作或前提条件。也就是说“一”在空间范畴里所表现出来的量化功能隐喻到时间范畴后

表现出在时间轴上的量化功能。由此本文构想了“一”的意象图式, 并通过意象图式推

导出量化功能为“一”的最本质的语义功能的结论。
另外本文通过对比“一MM”与“MM”两个结构的语义, 发现处于主语位置的“一

MM”结构跟“MM”相比需要有更明确的范围；在定语位置上出现时“一MM”结构倾向

于从个体的角度观察从而得出多量的含义；在状语的位置上时“一MM”结构表现出对

空间和时间的个体量化。这说明“一MM”中的“一”因为具有量化功能, 因此作为量化

结果而表现出【+范围】, 【+特指】, 【+个体性】等语义特征。“V一V”与“VV”在大部分情

况下可以互换, 但是在表达概念性的动作, 也就是不指明在某一空间和时间发生的实

例性的动作时倾向于使用“VV”形式。而某些不具有反复性的动词在一些特殊的情况

下可以使用重叠形式“VV”来表达一种假想的发生, 但这时却不能使用“V一V”。这是

因为使用“一”以后动作将在时间轴上确定位置, 表达可以实现的动作。这说明“V一V”

中因为添加了“一”, 而使动作具有更强的指称性, 这同样可以看成是由“一”的量化结

果而表现出来的语义特征。
最后本文考察了“一+NP/VP”结构主观性的问题。发现“一+NP/VP”结构在表达中

能体现说话者的主观视角, 感情和认识。也就是说因为“一”具有与其他数字不同的量

化过程从而能提供两种识解的可能。当观察者把视线集中在量化的起点和终点时, 可

以得到一个主观小量的认知结果, 当观察者把视线集中在量化的过程中时, 可以得到

一个主观大量的认知结果。

综上所述, 本文通过对“一”的各项语义特征的综合考察得出以下结论: 

第一, “一”的最本质的语义功能是量化。这种量化与其他数字的量化的不同表现

在“一”对一个个体计数之前必须对这一个体是否具有完整性进行确定。这

种完整性的确定反映了“一”的意象图式所表现出来的动态性特征。
第二, “一”在动态的量化过程之后所产生的效果是使对象具有指称性, 个体性。

这可以视为“一”的意象图式所表现出来的静态性特征。
第三, “一”能够参与主观性的表达。是因为“一”在量化过程中能提供两种识解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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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能。“一”能产生两种认知结果的现象说明“一”的意象图式具有可变性的

特征。

综上所述, 本文通过综合性的考察, 发现“一”的各个语义特征都能从“一”的意象

图式中找到合理的说明途径。通过这一心理认知模型我们找到了“一”的最本质的语义

功能以及扩展之后各语义特征之间的内在联系。

关键词 : ‘一’, 量化, 个体量, 整体量, 意象图式, 空间范畴, 时间范畴, 认知过程, 时

相结构, 语义功能, 指称性, 特指性, 个体性, 主观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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