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3 1 J 

「重刊老ε;大」에 보이 는 中國語 語法에 
대한 연구 

許 成 道

1. 서 론 

본고는 「重刊老ε大」에 보이는 각종의 중국어의 어볍 현상을 알아보 

고자 작성펀다. 원래 「老ε大」는 중국어를 배우려는 우리 나라 사람에 

게 제공할 목적으로 펀찬된 중국어회화 교재로써 여러 차례의 교정을 

거친 改正本이 나와 있다. 최초의 것은 「老ε大」라는 이름으로 출간되 

었는데 그 저자와 간행 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본운의 내용에 근거하여 고려 말기에 출간된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러한 

견해도 현존하는 「老ε大」가 최초의 판본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나온 것 

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r老ε大」에는 두 

가지 종류가 전한다. 한 권은 書名이 「華語」라고 되어 있우며， 다른 한 

권은 「老ε大」라고 되어 았다， 그러나 이 두 판의 내용은 완전히 같다. 

조선中宗 때의 崔世珍은 「老ε大」에 최 초로 該解플 가한 「離譯老ε大」

블 간행하였다. 이 책의 원래의 이름은 「老ε大」로 되어 있었으나 다른 

책과의 구벨을 위하여 「觸譯老ε大」로 통칭된다. 이 책의 간행 연대는 

정확하지 않 o 나 대략 1517년 이전으로 추정한다. r離譯老ε大」 이외에 

도 두 종류의 띔解本이 있는데 이 들이 「老ε大끊解」이 다. 한 권의 「老

ε大誠解」는 짧宗 11년(1970년)경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 

픈 한권은 英祖 21년(1945년)에 간행되었다. 이듭 顯宗本과英祖本의 두 

가지 띔解本은 表즙부분과 휩解부분에서 상덩한 차이릎 보이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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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었다. 그 후 英祖 37년(1761년)에 譯士 邊憲에 의하여 「老ε大新釋」이 

간행되었다. 이 「老￡大新釋」은 이전의 「老ε大」를 f쪼條 c&등훤히였다고 

서문에 밝히고 았다. 이로부터 2년 후안 英祖 39년 (1963년)에 

좋은자료로 연구하는데에 우리말의 언어 변화륜 이 시대의 

「老ε大

新釋該解」가 깐행 되 었다. I老ε大新釋該解」는 漢語本안 「老깜大新釋」을 

줍쫓解한 것으로써 三冊으로 되 어 있다. 

「重刊老ε大」는 正祖 19년 (1795년)에 간행 되 었고， 

「重刊老ε大」를 휩解-한 「重刊老ε大짧解」가 간행되었다. 원래 「파刊老ε 

大詩解」의 간행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원본의 개정이 있으맨 끓解 

本도 대개 동시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에 따라 正祖 19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휠刊老ε大」에 歸-解플 가한 「重1'1]老ε大詩‘解」는 

거의 같은 시기에 

출현한 「老ε大」인 셉 이 다. I펄刊老ε大該解」와 顯宗훼의 「老

ε大該i解」를 비교하띤 첫째， 원문과 該解가 모두 동일한 예， 둡째， 원문 

과 讀解‘가 모두 개정띈 예， 세째， 

된 예가 았는데 이 가운데 두번째의 

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대에 

처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장늦게 

원문만 개정띈 예， 네째 fi-훌解만 개정 

원운과 禮解가모두 개정된 예가 가 

따라 「老ε大」가 많은 개정을 거 

즉 「重뀐] 

老ε大」를 底本으로 삼아 그 당시의 중국어의 語詞와 어법 상황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 와 같은 정 확한 口語 資料는 중국에 도 존재 히-지 않는다. 

그렇기 돼문에 이들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中國詩學史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 라고 받는다. 

최후의 「老ε大J ，본고는 이령듯 많은 개정을 거쳐 정착된 

現代 白

정링에 

본고는 먼저 「重刊老ε大」의 詩詞를 살펴 본다. 여기에서는 

話와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語詞를 중점적으로 추출하고 그 용례플 제 

는
 
는
 

로
 
서
 

으
 
에
 

음
 
기
 

다
 
여
 

시하여 그러한 語詞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고 았는지블 조사하고， 

가능한 한 現代 白話와 그들과의 관계 를 밝히 고자 하였다. 

「重刊老ε大」에 나타냐는 몇 가지 의 어 볍 현상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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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 白話에 보이는 어법과 다루게 나타난 부분을 중점적고로 조사하여 

그 용례를 제시하고 가능한 한 現代 보話의 경우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자 하였다. 본고는 이렇듯 現代 白話와 비교하여 문제가 되는 부불만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줍節別로 각각 독럽척안 성격읍 갖으며， 각 

각의 章節이 하나의 결콘여 띈닥. 

, 본고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필자의 겹헤가 제시된 

것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해는 「重刊老ε大」만을 참고로 한 견헤엄 

을 미리 밝힌다. 따라서 이 ;견해들은 동시돼의 다른 口語資料의 

수 있을 것이다. 통하여 부다 확살한 경콘으로 제시될 

연구플 

븐고의 내용에 나오는 예문은 弘文탬이 영 인한 쫓章때 所滅太에서 취 

한 것이며 파이지수와 란 뒷템의 표시 :a, b로 표시〕 맞 語句의 단락〔←→로 

표시;도 이에 L나랐다. 

2. 를휩詞으l 문제 

2. 1. ‘廳’으| 쓰잎 

現代 白話어}처는 ‘ j맺’ 1 

ræ: fU老ε大」에서 는 ‘맺’ 가 

할을 주로 담당한다. 

의둔조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그려나 

現代 白話의 의문조자 ‘碼’에 해당하는 역 

cl) 這뚫펴며有Szjij\~~ ~찢 ? 6b 

(2) 也有些;f1J錢짧 ? 11b 

(3) 這店뚫賣픔藍布的朝陣客A李舍有摩 ? 하 la 

(4) 看家的有慶 ? 하 1b 
(5) 我家裵有書信來變 ? 하 3h 

(6) 까有好續子廳 ? 하 24a 

(7) 那雜貨歸是까的맺 ? 44b 

(8) 作的馬是家養的懷 ? 하 15a 

(9) 這蔡是好的盛 ? 하 53a 

(1 "'-'6)윤 有字仁의 의 문형 에 ‘ Jl愛’ 가 사용띈 경 우。] 며 (7'"'-'9)는 是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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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에 ‘摩’가 사용된 경우이다. 

(1 0) 樓王大哥來了쩔 ? 15b 

(11) 我木打中火ij뚫風摩 '? 1Ba 

(1 2) ít認得他摩 ? 44b 

(13) 大家一總寫탤 ? 하 14b 

(1 4) 大哥佈這후휠摩 ? 하 20b 

(1 5) 買賣템意쩔 ? 하 6lb 

(1 6) 有多少앙頭 ~%做一f固짧子慶 ? 하 26b 

(17) 休這衛月底-能到北京맺? 1b 

(18) 我합忘7ft맺 ? 41a 

(19) 젠肯훨願;? 60a 

(20) 짜몇補、定感? 하 26b 

(21) f示這店쫓-可下我們願 ? 61a 

(22) 까是훨反悔7~? 하 18a 

(10"'16)은 일반동사 숨어문에 ‘慶’가 사용되어 의문형을 이루는 경 

우이고， (18"'22)는 能願動詞가 사응판 문에 ‘摩’가 샤용되어 의문형을 

이루는 경우이다. 

(23) 짧這般利害摩 ? 42a 

(24) 까說的是廳 ? 하 10b 

(25) 까好些7應 ? 하 39b 

(26) 火伴好醒 ? 하 61a 

(27) 出졌不好慶 '? 33b 

(28) PE!們聊喝一杯酒-接風不好慶 ? 하 6b 

(29) 後頭不修理廳 ? 하 34b 

(30) 뿔不都是好弟兄感 ? 하 67b 

(23"'28)은 형용자 슬어문에 ‘願’가 사용되어 의문형을 이루는 경우 

이 고， (29"'30)은 반어 둔에 ‘醒’ 가 사용되 어 의 문형 을 이 루는 경 우이 다. 

이 상은 「重刊老ε大」에 쓰인 ‘摩’ 가 現代 白話의 의 문조사 ‘碼’ 와 통 

일한 용볍 으로 사용된 경 우야 다. 그러 나 「重刊老ε大」의 ‘廳’ 가 現代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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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의 의문조사 ‘嗚’와 동일한 경우만이 있는 것은 아냐다. 다음을보자. 

(31) ;ξ盛不敎他吃摩 ? 하 38b 

(32) 他這樣學中國人的書

是{센 自心훌훨學來때띠一還是f젠 的父母敎{!J;去學的摩 '? 5a 

(31)의 ‘摩’ 는 의 둔사 ‘;월願’ 와 같은 문에 냐와 있으며 (32)의 ‘應’

는 ‘是~還是’형의 의문문에 냐와 있다. 만일 이 경우의 ‘摩’가 의문조 

사라면 現代白話의 ‘의문사가 냐와 주된 의문을 표시하는 의문문에는 의 

문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31 ,,-, 

32)는 바 문이 다. 만일 (31 "-'32)가 비 문이 아니 라면 이 논 다음과 같은 두 

까지의 가정이 성렴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重刊老ε大」가 저술되년 당 

지에는 위와 같은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던가， 둘째는 위회 ‘맺’가 의문 

조사가 아닌 어기조사로 사용되었다는 가정이다. 첫벤째의 가정은 용례 

가 위의 두가지 뿐이므로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손쉰지 않다. 그러묘 

로 「重刊老ε大」의 ‘摩’가 어기조사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블 살펴 보 

키로한다. 

(33) 吃飯慶-據홈可口的吃. 하 50a 

(34) 他若不信我的話慶(到別置I힘훌훌問問去. 16b 
(35) 若是似往年好收慶→-別說作、兩三置人-就是十數趙客人 我ill能都給茶飯

吃. 50a 

(36) 不廳煩勞摩-↑깜就做些鋼來與我뺏如何 ? 50b 

(37) 茶飯맹전-因我댐小兒新近出去T-委實끊人料理. 62a 

(38) 不是寶在훤買度-做甚廳在這養-與{ð\商물 ? 하 12a 

(39) 吃T摩-就훨짧R土走動. 하 39b 

(40) 心훌樓뱉짧 才得五分病 也뿜做十分T. 하 45a 

(33"-'40)은 모두 ‘摩’가 어기조사로 사용된 예이다. (41)이 청구 혹 

은 판유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이외의 ‘醒’는 모두 가정을 표시하고 있 

다. 이 경우 이외에 ‘應’가 어기조사로 사용된 경우는 .:tL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를 근거 로 「重刊老ε大」외 ‘願’ 가 의 문을 표시 하는 어 키 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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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갖는마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려냐 ‘優’의 이와 같은 어키조 

사의 용법은 現代 白話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것엠온 분멍하다 11 

‘慶’는 이 이외에 ‘這， 那， 甚원’과 결합하여 ‘這願， 那願 1똥맺， 

二L것과 유사 운、脫’ 와 같은 단어 를 만E는데 이들의 용볍 은 現代 白話의 

한 것으르 브인다. 

(41) 這뺑꺼〈맛{'I'五좁人的飯來. 18a 

(42) 這摩也好. 하 20a 

(43) 這빨홉 P딩們-同去罷. 7a 

(44) 這평的l젠폈好. 7b 

(45) 那따敎/’$受禮. 58b 

(46) 짧那빨退給↑:j;;. 하 19a 

(47) 那應휩-fð\慣會打水 ? 31a 

(48) 짧是那댔좁→前不著잭 後不좋店 nE!們又投那짧~‘宿 ., 9b 

(49) 不몇那빨的맴. 하 17b 

(50) 不;뭔賢在훨買 빡一做甚쩔tE這꿇←與f감商量 ? 하 12a 

(51) 到得半圍月E‘떨才핍1];틀賣. 1a 

(41 "-'44)는 ‘這’ 가 ‘摩’ 와 결 합하는 형 태 안데 , r휠千IJ老깜太」에 는 ‘這

摩’ 로만 사용된 예 와 (43"-'44)의 경 우쳐 럼 ‘看， 的’ 와 결 합하여 사용란 

예가 있다. 이는 ‘那’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45)와 같이 

경 우는 극소수이 며 매 무분은 (47"-'49)와 깜이 ‘看， 的’

사용되고 있다. ‘甚廳깥應’로 샤용되는 경우는 現代 白

립적으로 쓰이는 

와견합하여 

話와용볍이 통일하다. 

2.2. ‘們’의 ,,^ Ol 
-<그 

「重刊老ε大」에는 ‘￥~f門， {á\{門， 他們’ 이외에도 ‘漢小睡們， 客人們1

1) 現代白話임 ‘感’는 ‘縣’와 혼용되는 경우가 있닫레 이 경우의 ‘縣’는뚜릿 
한 사질플 강조할 때 쓰얀다. 이는 어가장 마지 의문을 표시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았으나 근본적으로 話者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지 의둔이라 

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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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행?門， 휩子們， 孩子們， 大哥們， 小兒們， 親春f門， 伴當們， 火테們， 說精

們’과 같은 경우에 깨§’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뺀’의 용법을 

알아 보기록 하자. 

A稱代詞가 복수의 사람윤 표시하는 語詞 앞에 와서 문의 주제가 되 

던가 아니면 이들을 한정하는 경우에 現代 白話에서는 )、稱代詞의 뒤에 

끼門’을 부가한다. 

(1) a. 我們兩個人一超走땐 ! 

b. * 我兩個人一철走PE! 

(1)은 이려한 경우에 ‘門’이 부가되지 않으띤 비문이 펀다는 것을 말 

해 준다. 이 러 한 경 우가 「重刊老깜大」에서 는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블 

알아보기로 하자. 

(2) 我們츠衛人去罷. 31a 

(2)는 現代 白話의 경우와 마찬카치로 「숱한돼老ε大」에서도 第二主題

가 복수의 사람이고 第--主題가 第二主題와 동격인 사람얀 경우에 第一

主題에는 ‘們’이 부가되고 있용흘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重

刊老ε大」 천펀을 통하여 (2)의 한카지 경 우만이 존채 한다. 다음을 보자. 

(3) f!F這幾圖火伴 從줬11뿔同커진的 ? 15b 
(4) 我兩옮경율馬去 31b 

(5) 我四置人←妙三十錢的후肉. 56a 

(6) 깜兩圍到這펄多少時~候 '! 62b 

(7) 我朝縣人不大認讀. 하 60a 

(8) f!F兩置先放馬순. 52b 

(9) 到半夜훌훌-我兩園-돼替↑τ초. 52h 

(1 0) 까兩團去睡-뺨. 53a 

(11) 火伴件三圖人--齊都拿出來給他. 21a 

(12) 에〈客A們-從遺東新來-不많得這寶tE價錢. 하 56b 

(3'"'-'12)의 ‘됐’ 와 ‘까’ 는 現代 白話에 셔 는 다용과 갇이 ‘됐們’ 과 'f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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們’으로 바뀌어 진다. 

(3') 佈們這幾圖火伴-從那喪同來的 ? 

(4') 我們兩圖奉馬去 ! 
(5') 我們四個人-妙三十錢的후l최

(6') f;J'、們兩圖到這평多少時候 ? 

(7') 我{門朝않人不大認識. 

(8') 없們兩圖先放馬去. 

(9’) 到半夜꿇一我{門兩置최]著찌:去

(10') 竹;{門兩圖去睡一睡.

(11') 火伴i1F們三置Á--齊都拿出來給他.

(12') 젠們客人-從選東新來-不曉땀這實在價錢. 

(7)의 경 우애 「重刊老ε大」 전편을 몽하역 이 와 같이 쓰인 것은 아니 

다. 다음을 보자. 

(13) ;닫廳能說我們的官話 ? 2a 

(14) 佈們朝應地方-有井沒有 ? 32a 

(13"-' 14)는 (7)과는 달리 現代 自話와 동일한 용법으로 집합성의 명 

사 앞에 깨5’ 이 사용된 경 우이 다. 이 는 「重刊老￡大J에 사용펀 ‘們’ 아 

일정한 원칙아래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 「重刊老ε大」에 나오는 복사(pronominal .copy)에 대하여 알아 보 

기로 하자. 

現代 白話에서는 복수형은 복수형으로 복사된다. 

(15) a. 學生們， 他們훨不훨吃飯 ? 

b. * 學生們， 짜要不훌吃飯 ? 

(15. b)가 비문얀 것은 ‘學生們’의 복사(pronominal copy) 안 ‘倫’가 복 

수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1나 이러한 원칙이 「重刊老ε大」에서는 지 

켜지지 않는다. 

(16) 客人們젠打中火뼈-不打中火때 ? 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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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這幾鐘火件-fæ.是朝購人-從朝應地方來. 46b 

(18) 不但上짧十數圍쫓人吃 那下頭還有十多끊EFF當{門-;둡優不數他吃廳 ? 
38a 

하 

(16)의 ‘客人們’ 응 ‘짜’ 로， (17)의 ‘這幾置火伴’ 은 ‘他’ 로 (18)의 ‘十

多個1*當們’응 ‘他’로 각각 복사되어 았다. 

‘們’은 ‘這， 那’와 결합하여 ‘這樣， 那樣’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러한 용법은 現代 白話에는 없다. 강식 진 (1985 : 367)은 이 러 한 語詞 ‘這

們’ 이 ‘這樣’ 으로 변화한다고 말하면서 「老ε大」와 「老ε大新釋」 그리 

고 「重刊老ε大」에서의 변화릅 다음과 같이 추출하고 있마. 

(19) 這們時， Pi3們一同去來. (1老ε大J 3a) • 

這뺑훌， p@fF5-同去罷. (1老ε大新擇J 3a7, í重刊老ε7iJ 7b) 

(20) 這們時， 我借去. (1老ε大J 7a)• 

這@몇홉， 我f홉去. (1老ε大新釋J 6b, 1重刊老ε大 17a) 

(21) 那們時，j!f、兩個先去. (1老ε太J 33a) • 

那摩훌， {i];兩個先去. (1老ε大新釋J 21b, 1重刊老ε大_! 60b) 

(22) 這們， 便布쩔훌1t:z銀子來， 看牙人좁. (1老ε大J 29a) • 

Ël，~這탱전훌， 銀子:tE布짧훌훌， 取銀子來. (1老ε大新釋J 27b) • 

당￡這명걷春， 銀子:tE꺼i짧홍， 敎牙子先看T. (1軍돼老ε大」 하 14a) 

그는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這們， 那們’이 

추정하였다. 를 「老ε大新釋」이 출현한 시기로 

에 실제 로 ‘這摩， 那魔’ 와 ‘這們’ 이 흔용되고 

‘這廳， 那願’로 변한 시가 

이 견해 는 「重刊老ε大」

있는 사실과 그 출현 반 

도가 ‘這們’이 두 경우 뿐임어11 l'I 1 하여 ‘這摩， 那摩’는 이브다 많은 경 

우에 사용되고 있다는 샤살프로 더욱 확실한근거를 얻을수 있을것이다. 

‘這們’이 쓰인 경 우는 다음과 같다-

(23) 這們的好下的. 61b 

(24) 我心훌也這們想홉. 64a 

2.3. ‘他’의 쓰입 

現代 白話의 人稱代詞 ‘他， '8, 뼈， 뼈’ 는 각각 다른 기 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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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他’는 남성을 표시하고， ‘地’는 여성을， 그리고 ‘뻐’ 와 ‘딘’는 사 

물이 나 동물을 표시 한다. 그려 나 「重刊老ε大」에 는 ‘검， 뼈， 地’ 는 보 

이 지 않으며 第三者릎 지 칭 하는 指示代詞로써 는 깨며’ 만이 존재 한다. 이 

제 ‘삶’가 사용되는 여러가지 상황을 알& 보기로 한다. 

‘他’ 는 現代 白話에 서 와 마찬가지 로 第三人稱을 표시 하는 人積代詞토 

사용되며 복수인 경우에는 ‘他f門’이 된다. 

(1) 這置없友就是他. lb 

(2) 他只是不伯. 6b 

(3) 他是我휩 휩養的. 14b 

(4) 까尋他E‘廳 ? 하 la 

(5) 我是他的親威. 하 la 

(6) 朝解小蘭們比fill們略好些. 7a 

(7) 他們都맺一齊買了뀐J山東賣去. 하 7b 

그러나 ‘他’는 동플을 지챙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다음융 브지. 

(9) 初댐的댐~候 就f把멈 f料객z水k排혹뿔a 

一到五흉更프再把:jB料i￥{者홉K양없5與他띤團뭔 21b 

(10) 那馬勞뿜的時候-不흉흉就餘水←→等他뺏一會원再去餘. 22a 

(11) 까BIJ權兒專多歸他到天明 F自們先퓨些草. 29a 2) 

(1 2) 這馬돼;;s;摩的 '1--發賣些草料 꺼컬{也Rn1可 ? 51a 

(1 3) p돼門多給草料-好生I많幾日-再出脫他也不週J. 64a 

(9rv 13)의 ‘他’는 도두 ‘말(馬)’을 치칭하고 았다. I重千U老ε大」에는 

;말’ 이와의 동물을 지행하는 갱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童

刊老ε大」의 내용상 다른 통물이 충현하지 않는 컷연 뿐， ;4U’니 ‘캅’ 

가 쓰이 지 않는 천 으로 보아 「重刊老ε大] 시 키 의 ‘/려’ 는 드든 풍물을 

2) ‘作們權兒뿔多體他到天明-~Êlf門先#些草’ 는 ‘{깜別權兒뿔多원따←到天明 P답 

們先tf些뿔’ 와 찰못언 듯 하다. 중국어 에 는 푼미 에 ‘줬j꿋明’ 과 걷-은 介詞構

浩가 오지 않기 대문이다‘ 이와 찬은 介詞構뽑가 둔비에 오기 뛰해서는 폼 
果補語처럼 동샤와 컬합되어야 하는데 외의 갱우는 이렇지 않다. 문의 의 
π1 짜으로 보아도 ‘到天明’은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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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활 수 있는 것무로 보인다. 

‘他’는 또한 일반 사물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다음을 보자. 

(1 4) 學他官話做甚廳 ? 4b 

(1 5) 這幾置布;한쩔T. 

就쩡些f디甚摩? 

少不得他一般都寶T. 58b 

(14)의 ‘他’는 ‘官話’를 수식하는 指示形쩔詞의 기등을 하고 았으며， 

(15)의 ‘他’ 는 ‘這幾個布’ 를 지 시 하고 있다. 

‘他’는 앞에 있는 복수형을 지시하는례 사용되고 있다. 

(16) 不但上頭十數個客人吃

那下頭還有 f一多f固{半當們

쉰、慶不敎{떠吃많 ? 하 38a 

(1 6)의 ‘他’ 는 '-1一多{固伴협’們’ 을 지 시 한다. 現代 白話에 서 라면 이 경 

우의 ‘他’는 ‘他們’으로 되어야할 것이다. 

‘他’는 일반적인 사람 휴은 ‘別A’을 지칭한다. 이는 現代 白話얘서 

의 ‘他’의 용법과 갇다. 

(17) 大뿔λ家的兒孫 lÏ:!j、來-敎휩i他밟人. 하 40b 

(18) :r家都흥513校 人〉십따處替揚他. 하 42b 

(19) 人有장處替他橋藏폴. 히 42b 

(20) 別人有쩔處-不햇笑話他. 하 42a 

2.4. ‘曾， 不曾， 有， 沒有’ 의 쓰임 

‘曾’은 ‘휩經’의 엣 형태로， ‘담’는 ‘딘經’의 옛 형태로 이해된다. 

「펀刊老ε大」에는 ‘뺨經’과 ‘已輕’이 냐오지 않는다. 이러한 사섣로 미 

루어 보면 ‘쩔經’과 ‘已뽑’은 「重刊老ε大」 이후의 시기에 형성띈 컷이 

아닌가 생각된다. r꿇‘千Ij老ε大」에는 ‘뻗經’과 ‘已經’ 대신 ‘曾’과 ‘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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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고 았다. ‘합’이 사용된 경우를 보기로 하자. 

(1) 我曾念的是論語굶子小學. 2b 
(2) 我那相誠人曾說}他來時-八分銀子一斗됐米. 8b 

(3) i깜話說→慣曾出外偏憐客 自己홉杯惜醒人. 38a 

(4) 我也曾打聽-今年這훌훌年成不好. 50a 

(5) 꺼在先也曾폐北京去 :c평不理會 ? 55a 

(6) 我曾打聽得←훼解地方所賣的뚱物. 하 62녕 

‘曾’은 과거의 이잔의 어떠한 행위 혹은 상황이 있었읍을 나'4낸다. 

그려드록 ‘曾’은 과거라는 시간 보다는 행위 혹은 상황의 존재를 강조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曾’의 부정형 인 ‘不曾’은 행위 혹은 

상황의 존채 」를 부정 한다. ‘不曾’ 이 사용된 경 우를 보기 로 하자. 

(7) 혜]不曾優了性命. 27b 

(8) 從不曾試-今 日돼會了. 32a 

(9) 這時候不曾團早飯. 36a 
(10) 姓也不曾問. 40b 

(11) 今H偏忘了不曾經. 42a 

(12) 向來又不曾相講. 44a 

(13) 팩這時候不曾몇些甚摩 JJ:I:등훌好홉l戰. 49a 

(14) 我不曾好生細看←這馬原來有病. 하 18a 

(15) 倫這人藝布JE-不曾發賣←→還有些時住理. 하 19b 

(16) 這幾日옆請親威흉席-又옳有些病l!t開了木曾去-我如今훨去了. 하 52a 

(17) 我又不曾평去了稍子-兩鼠放훌印記탬. 하 57b 

(18) -生不少衣禮 不曾受負-出入通達. 하 66a 

(1 9) 四海之띄皆兄弟-在這꽃做了數個月火jt-不曾有벼i紅的話. 하 67b 

(7，-...， 19)의 ‘不曾’ 은 요두 행 위 휴은 상황의 존재 릎 부인한다. 그러 나 

現代白話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沒有’블 사용한다. 그렇다펀 「꿇刊老ε 

大」에 있어서의 f不曾’과 ‘沒有’의 관계는 흥미있는 문제가 된다. 다음 

3) ‘我又不曾평초了稍子’ 외 ‘稍子’ 는 ‘稍子’ 의 誤쳤인 듯하다. I重刊老ε大」
의 번역도 ‘내￡일즉렷벼히지아니당고’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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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重刊老ε大」에 나오는 ‘沒有’의 쓰임이다. 

(20) 有廳輔沒有 '! 2Sb 

(21) 沒有火￡、빡lff? 51b 

(22) 沒有녔Ij的. 하 2a 

(23) 上下짧都沒침一표十分老了. 하 8a 

(24) 링湖銀子我也沒有. 하 13b 

(25) 那病人想、著-沒점 朋友的情分. 하 45a 

(26) 身上穿的也沒有. 하 51b 

(27) 田未沒有收成. 24a 

(28) 我不是沒有商量的. 하 lOa 

(29) 酒也沒칩醒 월zm沒有館→不흥용昆11:. 하 34a 

(20"-'26)은 모두 소유블 나타내는 ‘有’의 부정으로써의 ‘沒有’이다. 

그러 나 (27"-'28)의 ‘沒有’ 는 행 위 의 존재 를， (29)의 ‘沒有’ 는 상황의 존 

채블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不曾’과 ‘沒有’는동일한용법으로사용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不曾’이 ‘沒有’와 같은 용법무 

로 사용되 었다고 해 석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 우가 「重刊老ε大」에 

보인다. 

(30) 主A家 뿜陣침7不曾 ? 20a4) 

(31) 如今修起7不曾 ? 23b 

(32) 作們的貨物都賣了不曾 ? 하 61b 

(30"-'32)의 ‘不曾’ 은 現代 白話에 있 어 서 의 ‘沒有’ 의 용법 과 동일하다. 

이는 「重刊老ε大」 시기에 동일한 용볍의 ‘不합’과 ‘沒有’가 혼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둔을 제기해 준다. ‘不

曾’은 ‘휩’의 부정형우로 인정이 되지만， 소유의 부정이 아난 행위 휴 

4) ‘主人家蘇餘有7不曾 ? ’ 의 ‘有’ 가 소유를 나다내 는 것이 라면 ‘不會’ 은 ‘沒
7fT’가 되어야 한다. 그려나 이 ‘有’는 소유표자의 동사가 아니라 ‘만들다’ 
의 의미훈 갖는 것으료 생각된다. 이는 휘 켈분의 대담으로도 설명된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 담 부분이다. 

‘立짖j有T ， {~放l휴子先핏， {~團了時， 我t니就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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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有’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 

‘;껏有’ 는 결 국 ‘有’ 의 부정 헝 이 

‘有’ 가 왜 어펠게 존재하느냐의 둔;91 로 귀 

결 된다. 王土元(1965 : 457"'-'470)은 이 문제 를 다음과 같이 안급하고 았 

은 상황의 부정을 도시하는 (27，，-， 29)의 

인가 하는 의문야 그것이다. 이 의문은 

소유블 표시하지 。l-Lc.
\...0 -L-드로， 

(33) a. 

b. 

ft!J.有월字뱃. 

1Ìß買了字典.

C. 他沒침買字典. 

王士元은 (33. a)의 ‘有’는 ‘買字典’의 동작아 이 P] 살현되았음을 호 
..ll-

시하는데， ‘有’는 챔代터話의 과거표시 허사인 ‘了’노 딴하여 (33. b) 

그리고 (33. b)가 부정 될 때 

‘有’까 재생된닥고 가정하었다. 

‘了’까 ‘沒’로 변 

아 견해에 의하면 ‘有’

가 생성되었다고 부았다. 

하면서 (33.a)의 

」-'-- ‘了’와 동일힌; 기능을 갖는 셈이 되낱→ 이 점에 대하여는 王力도 같 

은 견해블 가지고 았다. 즉 王力 C19 ì7 : 240)은 ‘沒有1 기 덩 어나 푸광ζ二 

어의 완효형과 같은 키능을 갖우박 이 에의 ‘有’는 파커를 도시한다고 

보았다. 이틀의 견해는 모두 (33. a)가 (33. b)로 변할 수 있음을 자연스 

럽게 안정한 셈이 된디. 그러나 아 가정은 現代 白話에 존쩌하는 (33. b) 

와 (33. c)를 까 외 한 (33. a)외 혐 대 까 중국야 에 존재 하였、무려 라논 전재 

카 있아야만 성핍한다. 王力(1977 : 361)과 都람信(1973 : 17)은 이에 대 

하여 짧룹표15‘言어1] 01 러한 행태가 남아 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었다. 

(34) 행컴食렀‘ 

(34)는 그틀이 체시한 F환語方言인데 

아버 발생하혔、읍을 프시한다는 것이다. 

‘有’ 는 ‘負飯’ 이 라는 사살 ó] 

「重刊老ε大」는 이 에 대 하여 대 

단히 중요한 자료를 제 공한다. 즉 짧代 白듭핍에 빨로 님아 있지 。J→ O 
1-'5 '""1- ‘有’

에 관한 역사적인 흔적을 재공하는 것이다. 「重刊老ε大 」에 나와 있는 

‘有’의 쓰임을 부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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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也有幾步走 除T這圍馬-別的都不好. lla 

(36) 還伯有誰進來 ? 30b 

(37) 我家喪有書信來摩 ? 하 3b 

(38) 銀子上我有畵뼈了. 하 14b 

(35"-'38)의 ‘有’ 는 소유를 나타내 지 는 않는다. 이 는 王土元과 王力의 

견해와 같이 사실의 말생을 의미하는 것S로 보안다. 

지 금까지 「重刊老ε大」에 나오는 ‘떨’ , ‘不曾’ , ‘沒有’ , ‘有’ 에 대 하 

여 논의 하였다. 이 논의 는 「重刊老ε大」에 는 ‘不曾’ 과 ‘沒有’ 의 기 능01 

유사한 채로 흔용되고 있으며， ‘숍’과 ‘有’도 유사한 기능3로 흔합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사용빈도는 ‘有’ 보다 ‘曾’ 이 많이 쓰이고 있S 

며， ‘沒有’ 보다 ‘不曾’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5. 기타 語詞의 스스임 

「重刊老ε大」에 등장하는 詞法이 現代 白話에 는 이 미 쓰이 지 않는 경 

우도 있고， r重刊老ε大」에 는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것이 現代 白話에서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마가 서 

후 다루게 사용되는 것도 있다. 이제 「重刊老ε大」와 現代 白話의 사이 

에 이러한 차이를 갖는 語詞릎 검토해 보기로 한다. 

現代 白話에서의 數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千-百十五

(2) * c-千一百一十五

즉 百單位 이상에는 ‘一’이 필수적으로 들어 가지만 十單位에는 ‘一’

이 들어 가지 않는다. 그러 나 「重刊老ε大」의 十單位에 는 ‘--’ 이 들어 가 

는 경우가 있다. 

(3) 我這흉共-百一 t^ fí-. 하 53b 

(4) 件說一百一十규. 하 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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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我家홍稱來的--百一十JT. 하 54b 

(6) 每JE六錢 共該一十八兩. 하 59b 

그러 나 모든 「單位에 ‘--’ 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니 다. 다음을 보자. 

(7) 我通共十一衛馬. 17a 

(8) 每규十짧錢. 20b 

(9) 再過十幾年. 35a 

(10) 還有十댄來地. 42b 
(11) {IJ;昨 日 섬慶說只참十里多路 54b 

(12) 我們四짧A十띤馬. 61b 

(13) 議定時f直價錢十二兩. 하 16a 

(14) 十兩該르錢. 하 17a 

(15) 那十타회1在那흉 ? 하 54b 

(16) 今年四十歲←→是七月十七日寅時生的. 하 65b 

(7rv16)은 「重刊老ε大」에 나오는 ‘十’의 각종의 경우이다. 이블 보 

면 ‘一十’의 형태를 취하는 일정한 원칙은 없는 것오로 보인다. 예컨대 

(4)와 같이 百 이상의 단위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의 ‘十’이 ‘一十’우로 

띈다면 (6) 이 설명되지 않오며， ‘JT’이나 ‘兩’과 감은 엉:사블 취할 애 

‘一十’이 펀다면 또한 (13)이나 (15)가 섣명되지 않는다. 필지로서는전 

체의 수의 정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一 「’을 사용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는 아직 추정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 둔다. 

現代 白話에서 ‘都’와 ‘一起’는 다음과 같이 구벨펀다. 

(18) 他們都來了.

(19) 他們一起來T.

(18)에서 ‘他們’이 오는 동작은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즉
 

1 

들이 각각 나뉘어 일부는 어지1 오고 일부는 오늘 왔다고 할지라도 (18) 

이 말하여질 당시까지는 묘두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는 

그들이 동시에 왔을 경우에만 말하여진다. 그러묘로 ‘都’는 시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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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의 특질을， ‘一起’는 시간적 동시성의 특질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 

다. I重刊老ε大」에는 ‘都’가 나와 現代 白話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이와 의비는 같무나 장황의 대렵척 성격을 갖는 ‘-起’

는 「重刊老ε大」에 전혀 브이지 않는다. I重刊老ε大」에서는 ‘一同’ 혹 

은 ‘同’이 이와 같은 기능을 대신한다. 

(20) 뼈們一同去罷. 7b 

(21) ~Êl們正好一同去. 8a 

(22) 這是我핍路上-做火伴一同往北京的. 15b 

(23) 他也有幾rz:r;馬--同超來몇寶. 하 6a 

(24) 一同喝一兩杯. 하 6b 

(25) 뼈{門一同去. 하 20a 

(26) 께都留著記號-牙子-同看了. 하 60a 

(27) 與까同來的뼈-都不曾問-姓甚慶 ? 14a 
(28) 젠這幾置火伴-從那짧同來的 ? 15b 

(29) 大家同吃罷. 58b 

(30) 這慶的-到明 13~업們同去. 64b 

(20'"'-'26)은 ‘--同’ 이 現代 白話의 ‘--起’ 와 동일하게 사용된 경 우이 

며 , (27"-'30)은 ‘同’ 이 또한 現代 白話의 ‘-→起’ 와 동일하게 사용된 경 

우이 다 5) 

「重刊老ε大」에 는 現代 白話의 ‘這廳， 那摩’ 흑은 ‘這樣， 那樣’ 에 해 

랑하는 ‘這般， 那般’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重刊老ε大」에서 

문을 수식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동사，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고， 어 

5) í重꿰老ε大」에는 ‘一超’가 한번도 나오지 않았으나 아와 동일한 의미릎 
갖는 ‘一齊’ 가 사용환 경 우가 두 군데 있다. 

火伴까三置人齊都홈出來給他. 21all 
他們都훨一齊買T줌Ij띠東賣去. 7b7 
그라나 ‘-齊’가 ‘一起’와 같이 시간적 동시성을 뜻하는 의미도 갖지만 第
-義는 ‘마찬가지로， 일율적으로， 한결갇이’의 뜻이기 째문에 위의 두 갱 

우에서는 어떠한 뜻무료 사용되었는지가 분명치 않다. 만일 위의 예애세 

‘-齊’ 가 ‘一起’ 의 돗으로 사용되 었다면 「重刊老ε大」에 ‘同’ 혹은 ‘一同’
이외에 ‘-起’의 뜻을 갖는 부사가 더 존재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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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경우에는 단독오로 술어가 되기도 한다. 이재 그려한 양상을 살펴 보 

기로 하자. 

(31) 這般我都給他. 21b 

(32) 많這般路上有g人. 27b 

(33) 這般我們將就在這車房養睡罷. 48a 

(34) 這般按四季穿衣흉. 하 48a 

(35) 似꺼這般都훨好銀子-때敎我吃鷹T. 하 57a 

(36) 那般쏠 PEI↑며去罷 42b 

(31 ，，-， 36)은 ‘這般’과 ‘那般’이 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용레이 

다. 

(37) 따這般說-火伴랬프置人--齊都拿出來給f따. 21a 

(38) 似這般嘴一那馬分外吃得館. 22a 

(39) 別훨這般說. 24b 

(40) 大哥就這般見愛. 37b 

(41) 主人家 就這般給茶짧吃 ;운能忘1t-的情 ? 40a 

(42) 這置馬E、優這般雖拿 ? 41b 

(43) 不훨廢惜-這般用心習慣T-就能成人. 하 41b 

(44) 佈別那般說. 30b 

(45) 寫흉願那般打水 ? 33a 

(46) 別那般說 40a 

(47) 1T-休那般說 40a 

(36 ，，-，42)는 ‘這般’ 과 ‘那般’ 이 몽사플 수식 하는 용례 이 다. 

(48) 日頭這般高T. 35b 

(49) 這客人쉰戰這般결體 ? 45b 

(50) 原쳤是這般-없這般利害歷 ? 42a 

(51) 那般不錯一不能행化. 하 38b 

(48"-"51) 은 ‘這般’ 과 ‘那般’ 이 행 용사를 수식 하는 용례 이 다. 

(52) 量這般淡飯-打甚摩緊 ? 38a 



「重刊老ε大」에 보이는 中國語 語法에 대한 연구 C 4 9 J 

(53) 似這般價錢 實컬E賣不得. 하 lla 

(54) 給짜這般價錢不賣. 하 12b 

(55) 討這般大價錢-若是好網후동p賣多少 ? 하 21a 

(51 "，-， 55)는 ‘這般’ 이 명 사를 수식 하는 용례 이 다. ‘那般’ 은 이 러 한 용 

례가 없다. 

(56) 我那훌井 不似這般. 32b -

(57) 似這般的딘-{%0還據甚願 ? 하 29b 

(56"-'57)은 ‘這般’ 이 단독흐로 행 용사가 되 어 있는 용례 야 다. ‘뼈般’ 

은 이러한 용례가 없다. 

위에서 부듯이 ‘這般’은 일반작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那般’

의 용례는 극히 적다. 이는 現代 白話에서 ‘這樣’은 많이 쓰이고 있으 

나 ‘那樣’이 적게 쓰이고， ‘j룹應’기- 많이 쓰이고 았으나 ‘那摩’가 。1 보 

다 적게 쓰이는 현상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語法으i 문제 

3. 1. 주 어 

現代 白話의 어볍연구에 있어셔 아직까지 주어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무엇을 주어라고 하는가’라든가， ‘주어의 성격 

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주에와 주제’의 문제에 대한 연 

구는 아주 소략한 상태이다. 따라서 주어라고 할 때의 개념조차도 아 

직 뚜렷히 정려되어 았자 뭇하다. 現代 白話語法의 연구상황이 이려하 

므로 이 글에서는 아주 소박상고 일반적인 의마로셔의 ‘주어’라는 개냄 

을 사용한다. 주어에 대하여는 場廷펌의 연구가 톤부이고 있다. ìtJJ廷池

(1979 : 69)는 現代 白話의 주어 의 종륜플 施事王語， 起因主語， I具主

語， 受事主語， 感受主語， 客體主즘흠， 폈所主語， 時間主語， 事件主語， 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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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主語로 분류하었다. 그는 이러한 분듀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나 。l

분류의 근거 는 格文法(Case GrarnrnIíl.rnar)의 골격 을 취 한 것 으로 보얀 

다. 그러나 交與主語는 格의 문제와는 달리 주어의 형태상의 문제로써 

반도시 복수형의 주어가 오는 경우를 지챙한다. 이는 주어의 문재라기 

노다는 ￡히려 그라한 주어를 춰하는 동샤의 둔채로 보얀다. 여 즙에서 

는 따라서 이를 제외한 주어의 형태블 일단 現代白話에 나타내는 주어 

의 일반적안 형태로 보고， 여와 B] 교되는 「꿇刊老ε大」의 주어의 성격 

을 알아 보기로 한다. 

3. 1. 1. 施事主語

施事主語는 술어 의 행 위 를 담당하는 주어 틀 말한다. 따라서 輝事主語

플 취하는 동사는 동작동사이어야 한마. 이는 가장 일반적안 주어로써 

출현반도도 가장 높다. r重刊老￡大」에 나요는 施事主語의 용례는 다음 

과 같다. 

cl) 我自去買下飯來. 18b 
(2) 我往北京뚱. la 

(3) 我左這圍月初-日離T王京. la 
(4) DE!們一同去. 하 20a 
(5) -置客人-옳휩一웠후過來. 20b 

(6) 作胡討價錢. 하 21a 

(7) 我明 日五更天就훨早行. 20a 
(8) 火伴까三圖人 ←→齊都拿ili來給他. 21a 
(9) 等一會兒慢慢的댐馬. 21b 

(10) 就把料水拜草與他吃. 21b 

(11) 似這般I원-那馬分外吃得館. 22a 

3. 1. 2. 處所主語

處所主語는 처소를 표시하는 명사， 혹은 명사와 방위사가 합쳐진 語

詞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r重刊老￡大」에 나오는 處所主

語의 용례 는 다음과 같다. 



「重刊老ε大」에 보이는 中國語 등홈法에 대한 연구 ( 5 1 J 

(12) 那훌住下好 ? 10a 

(13) 那房後便是井. 28a 

(14) 家훌還有飯. 39a 

(15) 這黑地쫓-出入낀便當. 50b 

(16) 前頭不遠(됨置草房店. 57a 

(1 7) 件這房子-可以성住了. 62a 

(18) 這喪참置五虎先生~看命最好. 하 65b 

(19) 內中也有十置好馬. 하 lOa 
(20) 횡頭沒有→塊不好的. 하 14a 

(21) 左[밟有印記 하 15b 

(22) 都흉子흉流體 하 18a 

(23) 這文줬上明白寫훌. 하 18b 

(24) 這一張감짧甚盛不構T? 하 29b 

(25) 後頭不修理땅 ? 하 34b 

(26) 那下頭還有 「多衛伴當們. 하 38a 

(27) 上頭把顧子蓋T. 하 44b 

3. 1. 3. 感受主語

지 각과 정 서의 강수자가 주어 인 경 우를 말한다. 1重刊老ε大」에 냐요 

는 感受王語외 용례 는 다음과 같다. 

(28) 륨假我不認得. 하 14a 

(29) 我홉得-略略有些찮. 20a 

(30) 這馬原來有病. 하 18a 

(31) 這肉都熹熟了. 학 37b 

(32) 我有些腦痛휩앓 하 38b 

(33) 父母的心{能不뺏悔 ? 하 41a 

3. 1. 4. 時間主語

주어 가 시 간을 표시 하는 명 사얀 경우를 말한마. 「重刊老ε大」에 나오 

는 時間主語의 용례 는 다음과 같다. 

(34) 明 日 送휩j我下處來. 하 19b 

(35) 今 日 備擁T些茶飯. 하 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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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5. 客體主語

주어가 숨어의 진술의 대상인 경우블 말한다. 

客體王語의 용례 는 다음과 같다. 

(36) 明星高了. 53b 

(37) 天待몇明T. 53b 
(38) 那댐젠放心. 62b 

(39) 行李都搬進來. 63a 
(40) 別的都不따. lla 

(41) 這些貨物都賣了. 13b 

(42) 平常的不用. 하 48b 

(43) 那稱與等子都훨官做的. 하 64b 

(44) 稱뮤稱維-都몇好的. 하 64b 

3. 1. 6. 工具主語

주어가 행위의 도구냐 재료인 경우를 말한다. 

工具主語의 용례 는 다음과 같다. 

(45) 網子一JE一換細麻布兩JE. 12b 

(46) 酒也沒有醒一飯也沒有館-不쩔見怪. 하 34a 
(47) 寬的做衣흉有餘剩. 하 58b 
(48) 쩔的做衣賞不없. 하 58b 

(49) 好的給f1J;九錢→次的五錢. 하 56a 
(50) 我這藥是專治欲食停體的. 하 39a 
(51) 兩츠句話交易就成了. 하 10b 

(52) 車從地行 水쫓是行不去的. 하 42a 

「重刊老ε大」에 나오는 

「重刊老ε大」에 나오는 

(53) 一個把掌옮打不響的←{ 一個뼈是不能走的i 하 42a 

3. 1. 7. 起因主즘홈 

주어가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重刊老ε大」에 

나오는 起因主語의 용려1 는 다음과 같다. 

(54) 這圖馬悔了. 하 19a 

(55) 這樣的價錢倒탬7까的買寶. 하 25b 



( 5 3 J 보이는 中國語 語法에 대한 연구 

3. 1. 8. 풍事主語 

주어가 숨어 동작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重刊老ε大」에 

(56) 這店門都關上了. 30b 

(57) 酒席樓飯都完備T. 하 38a 
(58) 別A是#不훌說. 하 41a 
(59) 別人東西不훨愛. 하 41a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어 멤위의 이 장은 「電刊老ε大」가 어 느 정도 

알이→ 보기 위한 것이었다. 느 정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았는가플 

주어가 요두 다루어지고는 결과는 事伴主語를 재외한 여러 가지 챙태의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는 잎반적인 것을 중국어의 있3나 눈의 선택이 

한 분석이지만 泡廷fι現f\; 白話블 중섬으로 

주어의 사용빈도는 

것S로 판단펀다 6) 물흔 

태
 
않
 

施事보語와 起困主語，(1979 : 71)는 중국어 의 

客體主語와 事件主語， 處所主語， 時間王語

그러나 위의 분포 주어 「重刊老ε大」의 

主語， 受事主語와 感受콰話， 

순으로 내다난다고 브았다. 

는 이러한 現代 白話의 분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의 

의문문 3.2. 

않다. 의푼사를 사 

의운 

차례 

그리고 어기를 통하여 

이재 그러한 양상을 

이￡꺼)-.，9.. r1-걱;송f.;\) 
uυ L.- l.J.. 1..!..’ 

용하는 의 문문과 반복형 융 사용한 의 운문， 

을 표시하는 의문운 등 그 형태는 다양하다. 

브이는 의운문의 「重刊老ε大」에 

로 살펴 가기로 한다. 

먼저 의문사를 사용하는 의운문의 양상을 얄아 보기로 하자. 

‘빼兒’이 

다음과 

‘那兒’ 이나 

‘那꽃’의 용례는 

댐P핑등’ 와 같은 뜻으로 쓰야 는 

「重刊老ε大」에 나온 

‘那훌’ 

「重刊老ε大」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3.2. 1. 

6) 주재 휴은 주어의 선택은 곧 푼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결정잣는다. 딱라서 
주어의 선댁아 제약되 었다고 할 때 그 푼의 강격은 한 언어의 보핀적인 것 
을 광볍위하게 다루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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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다. 

cl) 大哥찌〈從那꿇來 '? la 

(2) 那喪便有現銀予 ? 하 54a 

(3) 主人家-件說那훌話 '? 46b 

(4) 我拉看 那필滿七:fé'? 하 27b 

(5) 我這稱那裵大 ? 하 54b 

(1 "-'2) 의 ‘那뿔’ 는 처 소블 묻는 것 이 며 (2)의 ‘那裵’ 는 ‘甚廳’ 의 뜻 

으로， (3"-'4)의 ‘那휩’는 反語의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다. 이는 現代白

話에서의 ‘那활’의 용볍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쓰암이다. 

3. 2. 2. ‘甚願’

現代白話의 ‘甚摩’는 단수 복수의 구벨이 없이 사람 흑은 사물을 뭄 

는 疑問代詞로서 主語， 중홉즙흡， 定語의 위 치 에 온다. 또한 병 사냐 맹 사화 

판 형 용사 앞에 와서 疑問形容詞의 역 할을 한다. I重刊老ε大」에 냐오는 

‘甚願’의 용례는 다읍과 같다. 

(6) 姓甚慶? 14a 

(7) 那戰們훨我們做甚慶 '? 24b 

(8) 까帶甚뺑貨物來 ? 하 4b 

(9) 做甚황표這휠-與짜뼈훌 ? 하 12a 

(1 0) 센學的是甚歷書 ? 2b 

(11) 까從朝應地方來-有甚感帶來的貨物 ? 하 2a 

(1 2) PEI們뺏甚盛茶飯好 ? 하 55b 

(13) 這園有甚J慶雖 ? 하 17b 

(6"-'9)는 ‘甚願’가 寶語로 사용된 경우이매， (10 ，，-， 13)은 定語록 사용 

된 경 우이 다. r重千U老ε大」에 는 ‘홉願’ 가 주어 로 사용띈 경 우는 냐타나 

지 않는다. (6)에서의 ‘甚硬’는 단수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지만 (7"'-' 

12)의 ‘甚廳’ 는 단수인지 복수안지 가 분명 하지 않다. 이 는 아마도 단수 

와 복수에 모두 사용되는 ‘甚摩’의 기능 때둔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8)과 (10 ，，-， 13)은 疑며검形容詞로 사용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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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白話의 ‘誰’ 는 ‘甚摩’ 와 마찬가지 로 단수 복수의 구별 없이 主語，

寶語， 定語의 위 치 에 온다. I重刊老ε大」에 나오는 ‘誰’ 의 용례 는 다음 

과 강다. 

(1 4) 誰人出外頂著房子走 ? 40a 

(1 5) 誰펴→帶來Q尼 ? 하 3a 

(1 6) 還想誰홉歡他q尼 ? 하 41b 

(1 7) 뼈們留誰看房子 '1 30b 

(14"-'15)는 ‘誰’ 가 주어 로 샤용된 경 우이 머 , (16)은 寶語節의 주어 로， 

(1 7)은 暴語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3.2.4. ‘쥔摩’ , ‘삶、摩樣’ , ‘摩’

現代 白話의 ‘;탑摩’ 는 상태 냐 방식 , 원 인을 묻는 疑問代詞이 다. r重

刊老ε大」에 내오는 ‘~摩“’의 용례는 마음과 같다. 

(18) ;룹맺핍路上多有敵言 ? 15a 

(19) ;팀廳不認、得 '1 45a 

(20) :ð慶不理會 ? 55a 

(21) ;참優伯拉맨 ? 하 29b 

(22) :c廳不敎他吃향 ? 하 38h 

(23) 這純土抗上~/G향睡 ? 22b 

(24) 這酒子是추퍼水 f틀영핏得滿盛7水 ? 31b 

(25) 他不能였吃飯→/딛빨好 ? 38b 

(26) 沒有火쉰빵!ff? 51b 

(27) :C慶分賣與人밴 ? 하 14b 

(28) 人吃的雖是有T >틀馬소IJ':6딸的 '1 51a 

(29) 꺼尋他깜摩 ? 하 1a 

(30) 11y，、說這些價錢쉰歐‘ ? 하 lOa 

(1 8"-'22)의 ‘ε、摩’ 는 원안을 줍고 있다. 現代 白話에서는 ‘￡、摩’ 카 원 

인을 표시할 깨 경우에 헝용사나 동사의 앞에 위치하며， 主語의 앞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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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위치활 수 있으나， r重刊老ε大」의 ‘;띔廳}는 主語의 뒤에 위치하 

는 경 우는 보이 지 않는다. 다만 (22)의 경 우는 ‘;E; 廳’ 가 나오는 문에 

‘廳’가 다시 출련하는 경우인데 現代白話에서는 윤 수 없는 용볍이다. 

이 ‘應’는 어기조사의 ‘職’에 해당하는 응볍으로 샤용되었、을 젓이라고 

생각된다. (23~27)의 ‘;둡盛’는 형용사 흑은 동사 앞에 의치하여 상태 

-룹 둠는 경 우이 다. 이 는 現代 白話(28"-'30)의 용법 과 풍잎하다. (28"-' 

30)슨 ‘E、딱’기一 단독우로 調誼가 되는 겸우이다. (28)과 같이 ‘￡、廳’‘가 

만독으로 調語가 되려힐 때는i 現代되듬핑에서는 ‘E땅’ 다음에 ‘샤패변화 

의 r’릎 풍만한마. 그러나 (28)에서 ‘的’을 동반한 갓은 득야하다. 

(29"-'30)은 ‘;EE꽁’ 가 완벽 하게 순어 로 사응판 경 우이 다. 이 라 한 용법 은 

現代 白듭값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現代 日話에서는 이려 한 강우에는 ‘E、

廳樣’ 을 사용한다. 이 는 ‘:Æ;r，짝’ 와 ‘.띈座樣’ 의 증요한 치 이 점 이 다. 그려 

나 「꿇刊老ε大」에 는 ‘E、땅G樣’ 야 거 의 냐다니 지 않는다. ‘;띤핏樣’ 이 샤 

용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31) :.s、멜樣쏘抽짧背합 ? 3b 

이 러 한 상황을 송합하띤 g重刊결Eε-)ζ] 셔 기 에 는 ‘;탑쩔’ 와 ‘깜땅樣’ 은 

흔용되 고 있었거 나 용법 상우로 아직 은 ‘ε、짧’ 록부터 ‘깜、많樣’ 이 분리 되 

어 나오지 않았던 것무로 생각된다. 01 에 비하여 現代 白話아사는 많이 

사응되지 않는 ‘펀·’이 「重刊老ε::kJ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읍윷 보자. 

(32) 我;잠敢說論 ? 16b 

(33) 깜不會打水 ? 32a 

(34) ;딛那般說 ? 하 54a 

(35) 那觸1門힘知fT 有錢沒錢 ? 24b 

(36) :é、能忘18"(的淸 ? 40a 

(37) E슷J道{!Jç {I머是好人젖人-敢容留休(門住따 ? 44a 

(38) 我깜敢留꺼t宿 ? 46a 

(39) :'，s'，那값說 ? 하 õ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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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의 ‘E、’은 원잎을 나타내며， (35'"'-'39)는 상황을 표시한다. 아 

들은 現代 白話의 ‘ε廳’ , ‘;릎廳樣’ , ‘혔甚盛’ 의 기 능을 갖는다. 상태 

를 묻는 疑問 代詞로서는 이 외에도 ‘何如’와 ‘如何’가 있A나 그 사용 

빈도는 마음의 한 두 까지 에 불과하다. 

(40) 別人將我們-看作何如人 ? 5a 

(41) 京쫓馬價如何 ? 8a 

3.2.5. ‘寫甚願’， ‘何必’

‘寫甚硬’는 운의 앞에 와서 원인을 묻는 疑問代詞이다. r重刊老ε大」

의 ‘寫甚擾’는 現代 白話의 용볍과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읍음 

‘寫甚慶’ 의 용례 이 다. 

(42) 협甚度ι有짖人 ? 24a 

(43) 휩甚따那般打水 ? 33a 

(44) 홈甚魔不尋些快活受用멤 ? 하 40b 

그러 나 ‘鳳甚廳’ 의 용례 가 많지 않고 이 의 가 능을 대 신하는 ‘E ’ , ‘품、 

摩’의 용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重刊老ε大」 시기에는 ‘寫甚輕’가 일 

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얀다. 원인 • 이유를 묻는 疑問代詞

에는 이 이외에도 ‘何必’가 있다. ‘何必’ 또한 ‘寫甚廳’와 같이 많여 샤 

용된 것은 아녀 다. r重刊老ε大」에 냐요는 ‘何必’ 의 용례 는 다음과 같다. 

(45) 何必훨早行 ? 27b 

(46) 쪼何必等{깜 ? 하 19b 

3.2. 6. ‘多少’ , ‘多大’ , ‘多’ , ‘幾’

現代 白話의 數를 묻는 疑問代詞에는 ‘多’와 ‘幾’가 있다. 이 ‘多’는 

일반적￡로 ‘大’， 흑은 ‘少’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r重刊老ε大」에서도 

이 러 한 양상은 동일하다. 다음은 ‘多少’ 의 용례 。l 다. 

(47) ít學的多少時節T?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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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까兩홉펀j這흉多少時候 ? 62b 

(49) 최多少中國人 ? 6a 

(50) 휩」王京多少價錢훨 ? 12a 

(51) 這활到夏店{有多少路 ? 54b 

(52) 這짧휩馬多少歲歡 ? 하 8a 

( 5 8 J 

‘多少’ 가 명 사 앞에 와서 疑閔形容詞의 기 능을 하고 았는 

하는경우 역할융 

(47 '"'-'52)는 

경 우이 다. ‘多少’ 가 형 용사 앞에 나와서 疑問副詞의 

는 다음이 유일하다. 

(53) 離國有多少近遠 ? 44b 

경우얀마 

표현펠 것이다. 

묻는 거리의 강이룹 

‘離圍有多遠 ? ’ 과 같이 

앞에 와서 

現代 白話에서는 이러한 문형이 

‘多少’ 7 1- ‘近遠’ 의 (53)은 

疑問代詞 ‘多’ 가 ‘多少’

주는예가 될 

않고 단목으로사용 

이는 揚廷池(1979 : 26)의 견해대로 現代E역話의 

로 부터 簡化되어 내다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챔헤 ./-,-

것이다 71 ‘多少’가 명사냐 행용사와 결합하지 

경우에는 모두 實語의 위치에 온다. 

。

-
E는
 

었
 
되
 

(54) 這-百錢-與佈多少的是 ? 49a 

(55) 共該多少 ? 56b 

(56) 如今寶多少 ? 하 2b 

(57) 돼賣多少 ? 하 26a 

(58) 若是好線후효P賣多少 ? 하 21a 

(59) 據젠給多少 ? 하 21a 

(60) 我還件多少是뼈 ? 하 21a 

7) 錫廷池(1979 : 26)은 ‘f깜家離這훌훌有多少遠 ? ’ 야 변하C랴 ‘f깜家짧這꿇有多 
遠?’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는 正反兩義의 형용사가 있는 갱우에 의둔 
둔에 서는 통상 正面形容꿇플 사용하며 反面形容詞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견 
해를 보였다. 그는 다음의 (a)가 정립하고 (b)가 성렴하지 않는 01 유를 야 

러한 견해로 /설명하였다. 

(a) 까的房子多寬? 
(a) 까的字典多原? 

(a) f깜的行李多重 ? 

*{iJ;、的房子多뿔? 

*{~的字典多靜?
*11F、的行李多輕?

(b)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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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는 ‘일백원에 얼마를 주어야 되는가?’하는의마로써 ‘多少’는 홉 

語로 사용되 었는데 이 는 (55) , (59"-'60)의 경 우가 모두 같다. (56 ,,-,58) 

은 ‘얼마에 파는가’의 의미로써 ‘多少’가 결과격의 보어 기능을하고 있 

는데 이는 現代 白話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의성을 갖는 문이 됩 수 있 

음에 유의해야 한다 8) 

(57') 這個東西賣多少 ? 

(이 물건은 얼마에 파는가?) 

(57") 這個東西每天賣多少 ? 

(이 물건은 매일 열바나 파는가?) 

그러나 「重刊老ε大」에는 (57")와 같이 쓰이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現代 白話에서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重刊老ε

大」에서는 한 가지 용볍만을 갖는 경우가 될 것이다. 또한 現代白話에 

서 는 ‘多少’ 가 不定數詞로도 사용하는데 「重刊老ε大」에 는 이 러 한 경 우 

가 나타나지 않는다. 

(61) 까兩家不훨只짤爭多爭少 ? 하 12b 

(61)은 ‘多少’가 분리되어 나오는 강조의 경우인데 「重刊老ε大」에는 

이 한 가지 경우가 보일 뿐이다. ‘多大’와 ‘多’가 사용되는 예도 각각 

다음의 한 가지 경 우에 불과하다. 

(62) 有多大年紀 ? 6a 

(63) 我這馬횟多站脫了來 ? 하 17b 

‘幾’ 가 疑問代詞로 쓰인 경 우는 많지 않다. 

(64) 까幾時在王京起身來著 ? la 

(65) 까通共幾置A幾띤馬 ? 61b 

8) ‘얼마에 팔리다’라고 할 때의 ‘얼마’를 본고에서는 결과격의 보어로 보았 
o 나 이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우선 
이 용어 플 사용하였을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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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作這幾置火f半來-j放甚摩買賣 ? 하 5b 

(66)은 「重刊老ε大」어l 저 ‘幾’가 不定數詞로 쓰인 유일한 예이다. 

3.2.7. 선택형 의둔문 

「重刊老ε大」에 나오는 선택형 의문문의 종류는 다양하여 現代 白話

에 나오는 많은 경우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67) 佈都能僅得僅不得 ? 5b 

(68) 中意、不中휠、 '? 62a 

(69) 用心敎따們-還是不用心敎째們때 '? 6a 

(70) 13;的馬是家養的廢-還是買來的때 ? 하 15a 

(71) 챈這兩病弟兄-是親兩據-去n是房分兩據 ? 14b 

(72) 따這店휠草料都有沒有 ? 16a 

(73) 有廳體沒有 '? 28b 

(74) 有井沒有 ? 32a 

(75) 車子有沒有 ? 61h 

(76) 吃得館不館 ? 39a 

(77) P自們用的菜號整齊不整齊 ? 하 36b 

(67rv68)은 동샤로 구성 된 선택 혐 의 문문이 며 , (69rv70)은 ‘是~還

是~’ 로 구성 된 선 택 형 외 문운이 고， (71)은 ‘是~웹是~’ 로 구성 된 선 

택형 외운문이다. 한펀 (72 rv 75)는 ‘有沒有’로 구성된 선택형 의문문이 

다. 다만 이 경우에 現代 白話에서는 주어가 한정적 (definite) 인 경우에 

한하여 ‘有沒有’ 의 앞에 위 치 하고 주어 가 비 한정 적 (indefini te) 이 면 ‘有

沒有’의 뒤， 흥은 ‘有’와 ‘沒有’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9) r重刊老ε

大」에 았에저는 아려한 원칙이 확실하게 지켜진 것S로는 생각되지 않 

는다. 예 컨데 (72)와 (75)의 주어 는 본문의 내 용상 한정 적 (definite) 얀 

9) 예컨대 ‘車子有沒有?’에서의 ‘車子’는 話者나 聽者 사이헤 이마 얀직되야 
있는， 휴은 약속된 것을 펴미하기 때운에 한정적이 되며， ‘外面有찮有事 
子?’는 어떠한 ‘車子’언가와는 상관 없이 불특정하고 범청적언 ‘車子’를 

의미하기 때문에 !l]한정적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陽廷池(1972 : 
156)과 Li & Thompson(1981 : 217)플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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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펀 (76"-'77)은 혐용사로 구성된 션택 

형 의문문이다. 그려나 現代白話에는 흔히 부이는 ‘能不能， 會不會，

以不可以， 肯不肯， 횟不要， 想不想， 願意不願意’ 등의 能願動詞의 반복 

보이지 않는 것은 특이한 현쌍 

「重刊老ε大]에 

의 문문이 「重刊老ε大」에 전혀 에 의한 

이다. 

만어문 

「重刊老ε大」에 는 反語疑問文의 형 식 은 다음과 같다. 

3.2.8. 

(78) 父母的心-能不뺏悔 ? 하 41a 

(79) 1%J;不當面看T好·짖 ? 하 60b 

(80) 끓不都是好弟兄醒 ? 하 67b 

어카조사에 의한 의문운과 관용적인 의문문 

문비의 억양을 높임으로써 의문을 표시하는 

어기， 3.2.9. 

「重刊老ε大」에 는 단순히 

조사를 사용한 의둔운， 어기 경우와 ‘째~尼’와 같은 의문을 표시하는 

혹은 관용적안 의문문이 나와 있다. 

(72) 那度홈 꺼:慣會打水 ? 31a 

(73) 찌這馬是一個主兒的那-是各A的 ? 하 15a 

(74) 好쩌? 15b 

(75) 天氣冷뼈 ? 하 34b 

(76) 蘇州的嗚 ? 하 23b 

올렴으로써 의문운이 되는 경우야며， (74"-' 

조샤룹 사용하여 의 문문이 판 경 우이 다. 

을
 
기
 

양
 
어
 

어
「
 

(72rv73)은 어 마 의 

76)은 ‘P阿~尼’ 의 의 문 

사동문 

現代 白話에서는 짧語句 가운데에서 특별히 ‘使令’의 의마플 갖는 것 

을 사동문이라고 한다. 대체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동사에는 ‘敎，

등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동사릎 특별히 사동동사라 

고 부르기블 주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각각이 사동의 기능을 담 

3.3. 

n 냐， 請， 讓，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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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만， 사동주의 성격과 피사동동사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사동의 

정도 흑은 상황에 따라 그 쓰임이 각각 구분되는 것이지 그플이 언저'1 1f 

반도시 그 동사의 본래의 의미에 따라구분되는것이 아니기 매문이다 10) 

「重刊老ε大」의 사동운에 는 ‘敎’ 가 거 의 모든 사동의 기 능을 닫당하고 

있다. ‘敎’ 이외에는 ‘叫’와 ‘請’이 각각 한번 내지 세먼 쓰이고 있을 

뿐 나머지의 다른 동사의 사동 기능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재 이라한 산 

황을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3.3. L ‘敎’ 의 사동 기 능 

‘敎’는 「重刊老ε大」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사동동사이다. 이끼 ‘敎’

가 사동의 익할을 담당하는 경우의 싱세한 상횡-을」알아 부기로 하자. 

(1) 敎當直的學生背起來. 3b 

(3) 是我父母敎我去學的. 5b 

(4) 敎客A們-就在這뼈子않下坐훌吃飯. 37a 

(5) 現今敎他眼尋那逃走的Á. 46b 

(6) 我敎孩子們-做些弼來與fτ們吃罷. 50b 
(7) 那應敎까受禮. 58b 

(8) 敎我E、臨還까是 ? 하 10b 

(9) 敎牙子先看了. 하 14a 

(10) 似佈這般都훨好銀子-就敎我吃鷹了. 하 57a 

(1 '"'-'10)은 ‘敎’ 의 사동주가 사람이 며 , 모두 한정 적 이 라는 것 을 브여 

준다. 그러 냐 다음의 용례 는 이 와는 다르다. 

(ll) 뼈們火伴훌頭-敎-짧A去沙肉. 19a 

10) 사동동사의 기능을 語源的 입장에서 파악하려 할 애 이 점윤 간과하71 쉽 

다. 현재 중국어의 사동동사는 연구된 컷이 거의 없으나 일차적으로 사동 

동사는 통사적 선택제한융 받고 있음이 확실하다. 예컨대 다음의 (a)가 성 

렵하고 (b)가 성렵하지 않는데 이는 피사동동사가 情態動詞이기 에문인 것 
￡로 생각된다. 

(a) 他使我浪高興 (b) * 他敎我彼高興.
* 他叫我浪高興.
* 他請我浪高興.
* 他짧b我↑R高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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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敎別人看 5gb 
(13) 敎A看T面上的角. 하 30a 

(1 4) 不몇敎別人拿了去. 하 34b 

(15) 敎一個火伴同候훌-似這般小心護뼈行去. 하 44b 
(1 6) 敎那彈鉉子的說精們--個日子到땐出來. 하 50b 

(17) 這房子敎誰看守看 '! 30a 

(18) 것흉敎誰寫 ? 하 14b 

(ll rv 16)은 ‘敎’ 의 사동주가 샤람이 거 는 하지 만 버 한정 적 이 다. (17'"'-' 

18)은 의 문사 ‘홉’E’ 가 사동주가 되 어 있는 경 우이 다. 

사람이 아닌 것〔←HumanJ이 ‘敎’의 사동주의 위치에 와 있는 경우는 

다음의 한 가지 경우가 있다. 

(19) 別敎雨졸빼‘흉T. 하 35a 

‘敎’가 사동통사로는 사용되었으나 사동주가 나다나지 않고， 직정 피 

사동동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을 보자. 

(20) 別敎走了氣 自然熟了 18a 

(21) 不敎lli氣-燒動火-會兒熟T. 19b 
(22) 那A家見了人多-恐伯不肯敎宿 42b

(23) 木敎住下面生잦λ. 45b 

(24) 他們做下現成的飯←→敎我們吃T-又敎給f젠吃帶來. 41a 

(20"-'23)에 는 사동주가 냐와 있지 않다. (24)의 두먼째 ‘敎’ 는 파 사 

동풍사와의 사여에 피사동동사블 수식하는 介詞構造가 나와 있는 형태 

이다. 이는 現代 白話의 샤동동사의 구별융 시도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敎’ 가 사동동사로 사용되 는 경 우의 부정 형 은 ‘別’ 혹은 ‘不’ , ‘不

훌’가 ‘敎’의 앞에 위치한다. 이는 現代 白話의 경우와 같다 11) 

11) 사동형은 부정은 사동동사 암에 꺼;’블- 놓아야 한다. 만약 파사동동사를 

부정하건 비푼이 펀다. 

(a) 他不叫我랐 (b) * 他叫我不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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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叫’ , ‘請’ 의 사동기능 

‘叫’와 ‘請’도 사동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냐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 

이 그 용례는 극히 적어서 ‘따’는 다만 한가지 경우가 브일 뿐이고， 

‘請’은 세가지 경우가 브일 뿐야다. 

(25) 握짧官就1[1↓官兵-往前超-約到二十里地→꿇上了那敗. 26b 

(26) 鎬I파起來走罷. 22b 

(27) 寫따第三遍了. 34b 

(28) 看那邊射節一꿨人ru↓煥的時候-射的훈了. 하 35b 

(29) 假意叫짧聲-舍A公子-便開手賞陽罷. 하 51a 

(30) 請R담↑1門웠親卷來閔坐. 하 32b 

(31) 我有些웹痛없’없-請太醫來該{찮隊息. 하 38b 

(32) 就替샌請太醫調治-早짧不훨離開. 하 43b 

(33) 客人們請歐息罷. 23a 

(34) 請安息. 28a 

(35) 請喪頭坐. 하 sb 

(36) 各位請家홍坐. 하 34a 

(37) 虛請親卷-酒也沒有醒. 하 34a 

(38) 這幾 日챔請親威효席-又옳有些病~t關T不曾去. 하 52a 

‘叫’는 (25)의 경우를 재외하면 (26"'-'29)와 같이 본래의 의미를 갖는 

동사로만 사용되고 있다. ‘請’은 (30"-'32)에서 사동몽사로 사용되었으 

나 이 이외의 (33"-'38)은 표두 본래의 의마블 갖는 몽사로만 사용되고 

있다. 

3. 3. 3. 사통통사가 없는 사동문 

샤통동사가 없어도 문의 의미상으로는 사동문얀 경우가 있다. 現代

白話에서는 이리한 경우가 적지 않으내 「重刊老ε大」에셔는 많이 나다 

냐지는 않는데 대략 다읍의 경우가 그러하다-

(39) 留一置看房子-쏠兩圖拉馬용罷 30a 

그러냐 能願動詞가 펴사동동사의 암에 오는 갱우에는 이와 다블 수 있마. 
(a) 他叫我不휠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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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훌兩圍看行李-我兩園先問去. 43a 

(41) 都不敢留面~^住宿. 43b 

(42) 留兩置연E這홍看行李 훌兩옮放馬去. 52a 

3.3.4. 現代 白話에 냐오는 사동동사의 「重刊老ε大」에 서 의 기 능 

現代 白話에서는 위에 언급한 ‘敎， 叫， 請’ 이외에 ‘歡， 便， 令， 讓’

등의 동사가 사동동샤혹 쓰인다. 그려나 이들은 「重刊老ε大」에서는 사 

동의 기능을 갖지 않거내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歡’외 경우를 보기록 

하자. 

(43) 都歡他說 {낌"\Í홉甚짧不知世務. 하 46a 

(44) 因此-架A再不肯歡(ill. 하 46b 

‘歡’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重刊老ε大」 전펀을 동하여 (43，，-， 44)의 

두 가지 경우 뿐이다. 그러나 이들 ‘歡’은 사동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使’ 가 사용되 고 있는 것은 「重刊老ε大」 전펀을 동하여 (45"-'47)의 

두 가지 경우 뿐이다. 그러나 이들 ‘使’는 사동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45) 옳、慶便的 ? 59a 

(46) ;탑盛使不得 ? 59b 

(47) 便使不得也罷了. 60a 

‘令， 讓’은 「重刊老ε大」 전면을 통하여 한 번의 용례도 보이지 않 

는다. 

3.4. 비교문 

「重刊老ε大」에 나오는 介詞 등의 용법 이 단순하거 나 기 본적 인 수준 

인 것과는 달리 비교의 형식은 바교적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Bl 교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 ‘tt’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1) 행蘇小爾們比他們略好些 7a 

(2) 今年交大運比쩍밟 已後財禮長I!f 比딩前越好了. 하 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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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布價比往年差不多. 8b 

(4) 這橋梁橋柱-也lt1'E前更$뾰. 35a 

(5) 펠坐橋 향f是我夜來說的橋 比從前十分收給的好T. 35a 

(6) f~的身子大手랩長 -té.f:l::別人長得多. 하 27b 

(1)은 ‘H:’를 이용하는 비교형식의 가장 기본적얀 행돼이마. (2"-'6) 

은 비교의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문맥으로 알아볼 수 았는 행 

식이다. 술어는 (3)만이 거본적알 뿐 이 이외에는 모두 수삭을 받고 있 

다. (2)에는 ‘越’가 (4)에는 ‘更’이 사용되고 었으며 (5'"'-'6)에는 程度

補語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童刊老ε大」가 낸이도에 의한 체계적 기 

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살을 알려 준다. 

‘比’ 이외에 ‘與~一樣~’， 흑은 ‘與"-'--般~’의 형식이 바교를 표시 

하고 있다. 

(7) 與我當年훈京훌時-價錢都是-樣. 9a 

(8) 馬的價錢與布的價錢往常一樣. 하 5a 

(9) p엽們與休便是 自家人-般. 16b 

(10) 돼與這賣的井繹酒子一般取水. 33a 

(11) 我們只道-‘興我這훌一般打水. 33a 

(12) 偏我不出外-若出外時候-也與休們-般. 38a 

(13) 就這銀子也是好細絲-與救銀一般使用. 하 59b 

이 ‘與'"V-樣~’의 현식은 ‘與’ 가 생략된 ‘rv-→樣~’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14) 布價是往年一樣. 하 2a 

(15) 萬一훈先-樣的價錢廳--定斷本. 하 3a 

(16) 這馬牛行→樣慢慢的옮. 하 9a 

。1 01 외에 벼교플 표시하는 介詞 릉의 표지가 없는 비교문도 었다. 

(17) 大哥件年紀大-大我츠歲. 58b 

「重귀1老￡大」 전펀을 통하여 최상급을 표시하는 용래는 단 한 가치 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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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나와 있다. 

(18) 這喪有個五虎先生-看命最好. 하 65b 

등리 3. 5. 介

용볍은 다양하다. 어떤 介詞는짧代 白

話와 동일한 -용볍 3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어떤 介詞는 現代 白話과는 

쓰이는 것도 있다. 특히 유사한 기능을 갖는 介詞들의 사용빈도 

는 現代 白話에서의 사용먼드와 상당한 차이 블 갖는 것도 있다. 여기에 

서는 「重刊老ε大」에 보이는 벚몇의 介詞의 용엽을 정리하고 그들이 짧 

있는가룹 살펴 보키 로 한다. 

「電刊老￡大」에 냐오는 介詞의 

다료꺼1 

代 白話와는 야떠한 관계에 

‘與’

‘與’ 는 동사로 쓰인다. 

3.5. 1. 

(1)這一百錢-與ít多少的뭘 ? 49a 

(2) 這織金)패背-與까五兩. 하 26a 

(3) 成交之後-不許反悔-如有先悔者-議定뽑銀五兩-與不梅之人. 하 16b 

(4) 就盛出一關飯來-뿜與那園火伴吃. 38b 

‘與’ 가 間接줬語와 直接췄語블 함께 취 하는 경 우이 며 (3"-'4) 

間接홈語만을 취하는 경우이다. 介음펴는 원래 동사에서 

(I '""-'2)는 

출말 논하냐의 

::L 용볍을 갖는 것은 당띤한 일이기도 하다. ‘與’가 동사의 하였으무로 

많지 는
 

우
 

1 경
 씌

 
‘與’가 동사로 통하여 러나「펄刊老ε大-천펀을 

충분히 가지고 있 

‘與’가 介詞로쓰인 

‘與’는 介詞적인 성격을 

이제 모른다. 

아미 

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예가 될지 

상황을 알아 보기로 하자. 

이는 이 시기에 않다. 

(5)lt 有甚摩主見 ?-생〈說與我聽. 4b 

(6) 到五更再把料都쟁與他Pε. 21h 

(7) 拿草薦席子來 與客人們鋼. 22b 

(8) 힘甚摩熟菜歲 껴X些來與客人IF5吃. 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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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只훈這店훌放쏠-我與{tr;尋置主兒來{就都寶y. 63b 

(1 0) 大哥까與我擺佈좁. 하 62a 

(ll) 我與f8;、選個양터子. 하 66a 

(12) 與짜同來的뼈. 14a 
(13) 我們與φ驗然、相會; 37b 

(14) 不是寶在要買壓做甚摩在這흉與b商量 ? 하 12a 

(5'"'-'14)는 ‘與’가 介詞構造를 이루어 술어의 앞에 위치한 행태이다. 

(5"-' 1 1)은 ‘與’ 가 與格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보이 고 있고 (12 ，，-， 14)는 

함伴格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라나 이러한 형태와는 달 

리 ‘與’가 동사의 뒤에 와서 介詞의 후치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존재한 

다. 現代白話에서 ‘在’와 ‘到’， 그리고 ‘給’가 동사 뒤에 후치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介詞의 후치로 보는 견해와 이듭이 介詞7r

아닌 結果補語라고 브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이 천해들은 뚜렷한 근거 

플 제시하지 않은 채 양렴하고 있는 칠정이다. 그러내 現代 白話에서 

‘與’ 가 結果補語이 든 介詞의 후치 이 든 통사의 뒤 에 오는 현 상은 결코 일 

반적인 것은 아넌데 「重刊老ε大」에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이는 

것은 홍u1 있는 현상이다. 

(15) 我敎與{ð;. 32a 

(15') (내너 를 ? 몬치 마) 

(16) 他不肯羅與我. 41a 
(16') (제즐겨맛고여나를주지아니후고) 

(17) f到不如都賣與他好. 하 7b 

(1 7’) (도로혀다흔라져 를주미죠흔만것지못후니라) 

(1 8) 子今老寶價錢說與낌. 하 llb 
08') (이 제고지식 효캅즐너 투 려 니 를 찌 니〉 
(19) 1，;、度分賣與人뼈 ? 하 14b 

09’) (엇 지 는 화푸라사 룹 을주리 오) 

(15)는 現代白話에서는 ‘됐敎f낀’로 표현되는 문이마. 이를 보면 ‘敎’

는 介詞를 동반하지 않는 동사이 다. 06''''19')는 「重刊老￡大」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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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번역문이다. 이는 「重刊老ε大」가 ‘與’플 동샤로 브려는 상태에서 

씌여컸‘읍을 알려준다. 그략나 운의 구조냐 의마로 보아 ‘與’가 동사로 

쓰인 것은 아니며 당시의 우리말로의 전달과정에서， 흑은 운안의 영향 

을 받아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이 아난가 상각관다. 

‘與’는 이 이외에도 비교격을 표시하는 介詞로 사용된다 12) 

(20) 與我當年在京꿇빠 價錢都죄k-t3.:. 9a 

(21) 我們只道←與我這핑-般打水. 33a 

(22) 偏我木出外(若出外時{않 與f!FlPj~ !llt. 38a 

(20"-'21)은 ‘與~一樣~’ , 흑은 ‘與~一없~‘ 형 의 바 교행 이 다. 現代

白認에서 이와 같은 포현윤 히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후 쓰이는 ‘없 

~ 一樣~’ 의 헝 얘 는 「펀刊老ε大」에 는 잔혀 나와 았지 않다. 이 룹 브면 
‘與~一樣~’ , 흑은 ‘與~一般~’ 의 형 태 가 후에 ‘없~一樣~’ 의 형 태 

로 대치된 것이 아넌가 생각된다. 당시에도 ‘짧~一樣~’의 형태가 있 

었、으냐 [ 重刊老ε大」에 만 사용되 지 않았다는 설 멍 이 가능하려 면 ‘없’ 이 

同伴格의 介詞， 흑은 連詞의 가 능으로 샤용된 용례 가 있어 야 하는데 「펄 

fU老ε大-에는 ‘없’히 。1 려힌- 용탬으로 사용환 경우가 천권 없기 깨문 

이다. 

3. 5. 2. ‘폈’ 

‘眼’은 現代 白끓여↑사는 태쩍， 同伴;짧， 根淑格， J:t較格 응을 표시하 

는 介詞로 사용펀τ 이제 이라한 ‘짧’이 「重刊老ε大」에서 사용되는 

경우릎 알아 고기뇨 하자. 

cl) 짜眼홉誰學 판來 ~ 2a 

(2) 我當年→限著cft國人 펌j高댐→收買些懷網. llb 

(3) 後碩有]옮댐馬的~~帶著란돼眼휩走. 26a 

12) ‘與"'~첼’ 외 같은 갱 우의 ‘與’ 나 ‘眼~←→樣’ 의 ‘삶’ 이 連詞인가 介꿇 인 
가의 푼체는 아직 ;S 성이 없다. 이는 이플이 었는 푼이 부정되거나 부사가 

틀어 갇 때에는 분명히 밝혀지지만 그러한 요소가 없을 때는 의미척， 동사 
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71 때문이다. 븐고에서는 이 논의플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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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作、們做없才的人 限看官人一這뽕去那꿇去. 하 43a 

(5) 如今眼좁別人拿馬-且求得魔衣館飯 하 52a 

(6) 現今敎ftjJ，없尋那逃走的人_ 46b 

(7) 鐘兒펄取些揚 眼客人去_ 39b 

(8) 作폴-圖火f半 眼我去一到那臺納鏡了 . 하 17b 

東亞文化C 7 0 J 

예외가 

부가되어 있、을 내 이는 동사적 성격을 갖는 기 

(1 "'5)의 

‘멍‘도 출R괄하였다.뻐 동사에처 원래 

아니다. 介詞에 

장 확실한 경우로 분류된다. 

있다. 이는 ‘없‘이 

느
 
」詞、ι

 기
 

든
 

모
 

‘看’가 

중국어의 

동사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표시한다. (6) 

동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의 介詞로 쓰인 예인데 이는 連動文으로 꾀아도 무눠가 없는 탱돼야다. 

tt較洛의 기 

‘휠‘가 부가뇌어 묘두 ‘많’에는 

‘ l다프끄?는 의미 ‘많’은 (7 ̂ --8)의 은단독의 

同伴格， 根源格，‘眼’은 與格，보떤 「훨刊老ε大」의 이를 

同f셈格」을 냐타 「重刊老ε大」에사 。l 。으 야 /- 이다 
lτp >= '2. • r ;;λ r-능을 가지고 있지 

‘同’을 사용한 것으로 브인다. 아난 ‘眼’이 내고자 할 갱우에는 

同伴格을 표시 려 는 介詞 휴은 連詞로 사응펜다. 

섣명하키로 하고 여커에서는 介詞의 응법만을 

‘同’

‘同’은 現代 白話에서 

3. 6에서 

3. 5. 3. 

運詞의 경우는 

다루거로 한다. 

(1) 每 日 同漢學生們 一處學習來. 5b 

(2) 我同-홉火伴先去_ 60b 

(3) 這度同件去看一看 62a 

(4) 까同幾個火伴來 ? 하 5a 

(5) 我同他作伴來. 하 5b 

‘同’ 은 모두 同안格을 표시하는 介詞이 다. (5)는 칭우에 따 

운제 는 다루지 않기 로 한다. r重刊老ε大]

(1 "-'5)의 

라 連詞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않는다. 용법은 료에지 ‘폐’의 에는 이 이외의 介詞로써의 

‘給’3.5.4. 

13) Huang, Husan fan (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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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 가 동사로 쓰일 때 는 直接寶語가 오는 경 우， 

우， 直接寶語와 間接홈語가 모두 오는 경우가 있다 

間接홈語가 요는 경 

(l) 까只給四百五十錢罷. 21a 

(2) 大哥給些好銀子. 59a 

(3) 火伴까三置Á--齊都拿出來給他. 21a 

(4) 這般我都給他. 21b 

(5) 給茶飯吃-{~、廳敢怪뼈 ? 38a 

(6) 背得過的-師傳給他짧뻐一個. 4a 

(7) PEI們飯也吃T-給他飯錢罷. 56b 

(8) 再給까兩三根健燈. 52a 

(9) 這毛藍布 高的給↑τ一兩 低的六錢. 하 56a 

(10) 這黃布-好的給作九錢-次的五錢. 하 56a 

0"-'2)는 ‘給’ 가 直接좁語만을 취 하는 경 우이 고， (3 ，，-， 4)는 間接實語

만을 취하는 경우이며， (5)는 直接實語를 취하는 상황에서 連웰1文이 되 

는 경우， 그리 고 (6"-'8)은 直接홉語와 間接좁語를 모두 취 하는 경우이 

다. (9 ，，-， 10)은 間接實語와 數量補語가 나요는 경 우이 다. 이 와 같은 동 

사 ‘給’ 는 다음의 경 우에 介詞로 사용된다. 

(11) 家꿇還有飯}吃完了再給他帶去. 39a 

(12) 給那火伴吃-吃完了收給回來. 39b 

(13) 他們做下現成的飯-敎我們吃了-又敎給까吃帶來. 41a 

(14) 給까這般價錢不賣. 하 12b 

(15) 我念給꺼聽. 하 15b 

(16) 없那땅退給까. 하 19a 

(17) 拿銀子來就賣給休. 하 28a 

(18) 也須運幾日 i奏了來兌給才好. 하 54a 

01 ，，-， 14)는 與格을 표시 하는 ‘給’ 에 의 한 介詞構造가 동사 앞에 위 치 

하여 동사를 수식 하는 경 우이 고 (1 5"-'18)은 ‘給’ 가 후치 하는 경 우이 다. 

이러한 후치릎 介詞의 후치로 보는 경우와 ‘給’릎 結果補語로 보는 견 

해가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지금까지 이러한 두 가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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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18)은 「콸刊老ε大」 시 않았다. 플 정리할 만한 견해는 보이지 

제공하는 것으로 ‘給’ 가 結果補語로 사용되 었다는 중요한 단서 를 

‘給’ 가 介詞로 사용되 었다띤 

어따한 介詞構造도 

기에 

直接實語이 든 間接實語이 든 드드 생각된다. 

그러나 (18)에는 어떠한 형태의 寶語도 존재하지 않 

사용되고 있다. 이는 ‘給’가 結果補語로 샤 

셈 이 다. 다만 이 것 이 05'"'-'17)에 나오는 ‘念給?

‘샘’가 묘두 結果補語라는 근거가 되지는 

/
기→ 홉語가 생략될 ‘給’ 의 實語가 존재 하여 야 한다. 

는 없기 때문이다. 

은 채 ‘兌給’기 영사형으로 

용되었다는 확증이 되는 

「重刊
。1- '-- .,-1 
1동 τ二: ν「賣給’의 退給，

않을 뿐 아니라 그 성럼도 의심스렵 老ε大」에 는 다음의 경 우가 나오지 

기 때문이다. 

? ?我已經念給了.

? ?我B經휩給了. 

? ?我已經退給T.

(15') 

(16') 

(17') 

표시하고 있음을， 

結果補語가 될 수 

이상은 介詞 ‘給’가 「重刊老ε大」에서는 與格만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동사의 다음에 후치되먼기 아니떤 

비
 씨 

1 그것이 現代 白話의 이러한 용볍은 ‘給’의 주고 있다. 있음을 알려 

하면 대단히 기본적이고도 단순한 용볍만이 다루어졌다고 딸할 수 았을 

것이다. 

λL 엄 ‘在’의 3. 5. 5. 

조건， 상황， 논단의 대 상， 뱀위， 처소， ‘在’는 시 간， 現代 白話에서의 

‘在’가 갖는 「한刊老ε大」의 이제 업장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보기로 하자. 기능을잘펴 

(1) 我在這衛l 月初一日離T王京. 1a 

(2) 在先是士搭的. 35a 

(3) 며比훈前更εp)l-l:. 35a 

(4) 1%1;在先也曾到北京去. 55a 

(5) 必훨在食後吃. 하 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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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의 ‘在’는 구체척 시각， 개념적 시간， 기준적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다음은 처소블 나다내는 상황을 브기로 하자. 

(6) 꺼幾時在王京超身來홈 ? 1a 

(7) 我在中國入學렐뿔學뿔來. 2a 

(8) 我這朝빡話-只可在朝蘇地方行得去. 5a 

(9) 在本地多少價錢買쨌 ? 12a 

(10) 這般我們將就在這車房짧睡罷 48a 

(11) 까家在那짧住 ? 7b 

(12) 主人家別怪-我們在這讓打獨了. 39b 

(13) 在路佛樹底下歐젠睡. 25a 

(14) 別在路邊 E出泰. 34a 

(15) 在那西짧-行李都搬進來. 63a 

’ 

(6"-'10)의 ‘在’의 홉語는 구체적 처소이며， (1 1，，-， 12)은 指示代詞 혹 

은 疑問代詞이고， (13 ，，-， 15)는 얻반맹사에 方‘位詞기- 부기되어 있는 형태 

이다. 

(16) 著兩置在後흡뺨 口 來. 60b 

(17) 까看P自們人在世上←有今日活看明 B死7的. 하 40a 

(18) 有츠條路在當中走. 하 41a 

(19) 朋友若在困苦愚亂다그「沒춰般體. 하 44a 

(16)은 단독의 처 소플 표시 하는 병 사가 ‘在’ 의 寶語로 되 어 있으며 , 

(1 7 ，，-， 18)은 법 위 블， (19)는 상황을 표시 한다. 이 상은 가창 기 본적 얀 

‘在’의 기능인데 이 이상의 기능은 「重刊老ε大」에는 나와 있지 않다. 

3.5. 6. ‘到’ 의 쓰임 

「重刊老ε大」에 나오는 ‘到’ 의 쓰엄 은 다음과 같다. 

(1) 到五멋再把料都똥與他吃. 21b 

(2) 到這時候不曾吃甚廳. 49a 

(3) 到明 日팎說話. 63b 

(4) 到他節娘死後-孩子們不務營生. 하 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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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到二十五 日 起程←再來離別. 하 67a 

처소에의 마음은 표시한다. 도달을 시점에의 (1 "-' 5)는 무두; 일정 한 

도달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6) 쩨在先也曾到北京去. 55a 

(7) ~El們봐到後園裵去. 33b 

(8) 쩍來時-也到我店흉來æ! 35a 

(9) 佈따到那豪來. 53a 

(10) p딩們뿜馬쥔l下處去. 53b 

(11) 就到市上去. 64a 

(12) 我兩홉到城훌去就來. 64b 

(13) 我到下處去. 하 3a 

(14) 我送까到外頭去. 하 7a 

(15) 폐湖써地方去賣. 하 20a 

(1 6) 뼈們且到縮흉商量去. 하 22b 

。l 경우 

‘到’가 어떠한 양행二 흑 

않고 있음을 의마하 

도달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버리지 

에 는 술어 동사가 묘두 ‘來’ 혹은 ‘去’ 인더l 

은 쩌소에 도달한다고 하는 동사적 성격을 

‘到’가 처소에의 (6'"'-'16) 은 묘두 

는 것으로 보얀다. 

(17) 뽕到天明←優↑용的去↑딩甚땅 ? 27b 

(1 8) 一定尋到↑낀家去. 41a 

(19) 搬到自己睡處放下-]:행把廳子蓋了. 하 44b 

시점 동직이 어띠한 동사의 후치하여 동사 뒤에 ‘쫓Ij’ 가 (17 '"'-'19) 는 

도달함을 나타낸다. 혹은 처소에 

쓰엠 ‘從’의 3.5.7. 

통과의 받전 변화의 기점， 장소의 기점， ‘從’은 시간 벚 現代 白話의 

기본 이 가운데의 ‘從’은 그려 나 「重刊老ε大-의 뺨
 

치
 」

표
 

。} • d 등
 

지정 

적얀 기능만을 표시하고 있다. 

1a (1) 大哥f示從那뚫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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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我從朝햄王京來. la 

(3) 作客人們-從끊東新來→不魔得這寶1'E價j:;:. 하 56b 

(4) 我從年時正月꽃 將馬P트與布 공U깅t都훨 T. 13b 

(5) 船從水出→早地上문行不得的. 하 42a 

(6) 車從地行一水꿇是行不去的. 하 42a 

(l，，-，3)은 장소의 기점을 표시하고， (4)는 시 간의 기점을， 그리고 (5"-' 

6)은 통과의 지점을 표시한다. 이 이외의 용볍이 「重刊老ε大」에서는 

찾아겨지 않는다. 

3.5.8. 냐巴’ 의 쓰임 

「뚫:대老ε大」어1 는 ‘把’가 대단히 많이 쓰이고 었다. 이들은 現代 白

話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現代 白話

에셔는 일반적이 아닌 기능을 내타내기도 한다. 現f\; 白話에셔의 ‘把’

는 벚가치의 선택지1 약을 받는다. 그 가운데의 가장 확실한 것은 ‘把’는 

한정 척 안 寶語를 동사의 앞우로 이 끈다는 것이 마. 다음을 보자. 

(l) a. í!J\每天下午做甚얹 ? 
b. 我看書.
C. ￥我把書看.

(2) a. 這本좀， {1f즙過7沒:힘 ? 

b. 我看週這本뿔了. 

C. 我把듣本쁨看過1. 

O. b)는 (1. a) 에 대한 버담이고， (1. c)는 (1. b)플 把字句포 8}꾼 것 

이냐 성랭하지 않는다. 만면에 C2.a)의 대탑인 (2. b)를 把字句로 바꾼 

(2. c)는 성립한다. 이러한 펀상은 (1)의 ‘書’가 비한정적인 반띤 (2)의 

‘書’ 가 한정 적 얻 어1 기 인 한다 r펄刊老ε大」에 는 다음과 같이 한정 적 성 

격을 분명히 하는 實語를 把字句가 이끌고 았다. 

(3) 那客人把這緣故告T 26b 

(4) 把那越圍在一좁山씁훌. 27a 

(5) 須把n엽們的行李-明白쪼看. 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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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把父母的聲名돼團T-別人也헐1團罵. 하 45b 

(3'"'-'6)는 指示代詞나 한정 어 가 들어 가서 ‘把’ 의 寶語가 핸정 적 임 을 밝 

혀 주고 있다. 그려나 문의 앞뒤블 보아 한정적임이 분명한 경우도 把

字句가 쓰인다. 

(7) 官人下7馬←就把馬拉초-好經휩一把敵子弼T. 하 43a 

(8) 初硬的時候 就把料水排草與他吃. 21b 

(9) 都표女人們打水 t巴圖양폐Eg放까E頭上頂水 32b 

(1 0) 不愛銀子多少-:tB酒肉吃館T.‘ 하 50b 

(ll) 那些힘閔的 」巴銀子花使T. 하 51a 

(12) J::頭把盛子蓋T. 하 44b 
(13) 那戰就放一鎬 把~←i節딘手射下馬來-那願服去T. 27a 

(7'"'-' 12)의 

러 나 (η7η)의 정 우어에1 ‘馬’ 은 ‘방금 티다-고 왔던 그 딴’ 이 며 , (8)의 ‘料水’

는 이 문의 앞에 이 미 주어 진 

과거형은 일단 홈語가 사용띈 것이라는 점에서 한정적인 성격슬 갖는다. 

다만 (13)은 聽者는 모르지만 話者는 알고 있읍이 분명한 有指(specified)

의 성격을 갖는다. í휩刊老ε大」에는 이외에도 처소를 표시하는 寶語를 

이끄는 ‘把’의 용볍이 나와 있다. 

(14) 那願把客A휴背 h一흉j了一鎬(那客人就f;l'ùT. 26a 

(15) 把這馬上行李.fF!J下-鉉了H土帶. 35b 

(16) 我就把擺來的米평頭→給{인三升. 49b 

(17) 꺼把這-張黃擇皮당上T꿇. 하 29a 

(18) 짧沒有월-把衣標抱些草去. 29b 

(α14 ，，'17η)은 

도구(σIns앞trume얹nt샤)블 표시하는 實語블 이끄는 ;경갱우。이1 다. 이러한 경우는 

現代 白듬됨에 서 는 극소한 경 우이 다. 現代 白話에 서 ‘把’ 와 유사한 용법 

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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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는 아주 적어서 다음의 네 가지가 전부이다. 

(19) 每日學長-將那皮頭的學뾰-票了師傳就打他. 6b 

(20) 我從年時正月흉-將馬띤與布-줌IJ京都賣了. 13b 

(21) 別人將我們~看作何如人 ? 5a 

(22) 我將這幾圖馬賣去. 7b 

3.6. 運 詞

「重刊老ε大」에 나오는 連詞의 종류는 단순하다. 우선 現代 白話에서 

連詞의 기 능을 담당하는 ‘眼， 及， 同， 以及， 펴， ill:묘， 而， 而묘’ 가 「重

刊老ε大」에 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마. 특별한의마 

를 갖논 連詞블 제 외 하고 순수하게 連結의 기 놓만을 갖는 「重刊老ε大」

의 連詞는 ‘f댄， 和， 與’ 등이 다. 

‘#1'’ 의 쓰임 은 다음과 갚다. 

(1) 單把地主倫左近A務打. 25b 

(2) 路上馬的草料佛下處一全依這大哥替我料理. 하 6a 

(3) 熹一願飯吃-ffr賣些草料給我興馬. 48b 

名詞短語를 ‘{;I-F’이 名詞 흑은 

문을 연결하는 경우이다. 

(1 "-'2)는 

‘따’ 이 

연결하는 경우이며， (3)은 

그러냐「重刊老ε大」전편을 동하여 

‘댄-’이 사용된 것은 이들 세 가지 경우가 전부이드로 이를 근거로 ‘댄;’ 

의 기능을 논하기는 어렵다. 

‘和’도 連詞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예는 하나에 불과하다. 

(4) 每日幾個협閔해一和那據子人家-吃的穿的 쩔M말룹웠子il'~錢. 하 46b 

(4)의 ‘和’는 병사를 연결하고 있다. ‘和’와 ‘따’의 

同’ 등여 사용펴지 이 적고 명사를 연결시키는 ‘眼，

용례가 이와갇 

않았다면 「童刊老1

ε大」에서의 명사의 연결 거능은 어떠한 適詞가 담당하였는가는 매우 훔 

미로운 일이다. I重刊老ε大」 전펀을 살펴 보쉰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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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詞短語를 면견하여 名詞혹은 

語 혹은 홈語의 자격 을 갖게 한다 14) 

‘與’는 連詞로서 ‘與’ 이다. 連詞는 

(5) j;y，這馬與布 到北京賣了. lla 

(6) 我從年時正月꽃(將馬만與布-꽃Ij京都휩了. 13b 

(7) 小爾썽可拿T햄짧與]f，隆回家去. 42a 

(8) 我的뺑內與小兒們-都平安製 ? 하 4b 

(9) 먼主人與프숍客人-站쏠看馬. 하 7a 

(10) 這딩與那꿇都훨7‘ 하 30b 

(11) 那찌與촬子웹;훤官做的. 하 64b 

갯맨’ 가 名詞 흑은 名詞短語릎 연칠하고 았는 갱우이마-(5'"'-' 11)은 모두 

표시 부정 명령의 3. 7. 

‘不用’이 사용되。1 부정 댐령 

‘別’와 ‘休’ 기 가장 많으며， 

‘不몇’， ‘休’ , 

이듣의 사용빈도는 

‘iilj ’ , 「重刊老ε大」에는 

을 나다니}고 있다. ‘끼: 

이는 곧 「童刊老ε大」흉흥’와 ‘不用’은 벚몇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었다. 

표시거능은 ‘別’와 ‘休’가 주로 담팅했다는 사살융 말 

부청 명령을 나다내는 경우이다. ‘休’가 자용되어 

부정명령 

다음은 

시기의 

해준다. 

(l) P입們閔話且꺼;說. 15a 
(2) 休壞了他的. 17b 

(3) 來來-且休去. 23a 

(4) 主人家且休去 28a 

(5) 젠們休做客. 39a 

(6) 客人們休怪. 50a 

(7) 休道黃金貴. 하 4a 

(8) 休養了朋友的面皮. 하 44a 

(9) {jy休那般說. 40a 

(10) 主人家的東西-休錯拿7去. 53b 

14) 모든 連詞는 양 뒷 괄을 연컬하여 주어가 될 수 었다. 그래나 모두 寶語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얘1 컨대 ‘同’은 앞 뒷 말을 연결하여 寶語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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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8)은 ‘休’가 동사의 바로 앞에 와서 부정 명령을 표시하는 경우 

이 며 , (9'"'-'10)은 수식 어 흘 동반한 본동사의 안에 ‘休’ 가 위 치 하여 부정 

명령을 냐타내는 경우이다. 

다읍은 ‘別’가 사용되어 부정 맹령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1) ，l)1j훨這般說. 24b 

(12) 템別樓兒휠多蘭他3'U天明 P13們先#些I컨. 29a 
(13) {:깜別那般說. 30b 

(14) 까別這摩說. 하 34a 

(15) 1t別那般說. 하 3Gb 
[ l6) 別在路邊上出했. 34a 

~1 7) 別敎走T氣. 18a 
(1 8) 別敎雨雪뺨源了. 하 35a 

(1 9) 1t先홉看-若不싸←{젠딩Ij還錢. 57b 

(20) ft別않. 42b 

(1 1'"'-' 16)은 ‘別’ 가 수식 을 받은 븐몽사의 바로 앞에 와서 푸정 명 령 

을 표시하는 경우이며 (17"'-'18)은 사동동사의 앞에 ‘別’가 위치하여 

부정 명 령 을 표시 하는 경 우이 고， (1 9'"'-'20)은 ‘休’ 와 마찬가지 로 분동사 

의 바로 앞에 ‘別’가 와서 부정명령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이블 보면 

‘休’와 ‘別’ 사이에는 적지 않은 용법상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의 사설을 근거로 하여 ‘休’와 ‘)5'1]’의 차이를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제로 (6)과 (20)은 동일한 동사룹 각각 

‘休’ 와 ‘別’ 로 부정 명 팽 하고 았는데 아 는 「重刊老ε大」 당시 에 ‘休’ 와 

‘別’가 혼용되고 있었음을 섣명하는 증거가 될 수 았다고 생각된다. 

「重刊老ε大」 당시 의 부정 명 령 의 다른 형 태 로서 ‘不要’ 가 존재 한다. 

現代 白話에서는 ‘別’가 ‘不훨’와 유샤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된다. 

「重刊老ε大」에는 다음과 같은 ‘不훨’의 용례가 보인다. 

(22) 不홈敎別人拿去. 하 34b 

(23) 不휠搬짧. 하 41a 



C 8 0 J 東亞文化 25輯

(24) 不委懶댐-這般用心習慣T. 하 41b 

(25) 不훨품張-죄U人有壞處-不훨笑話他. 하 42a 

(26) 不맺看冷淡. 하 43b 

이 용례는 ‘別’가 사용된 경우 브다 아주적기는하지만 「重刊老ε大」

당시에 ‘別’와 유사한 용-볍으로서의 ‘不要’가 이미 혼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하 즌다 할 것이다. 

이밖에 ‘不用’이 부정명령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27) 不멈多說. 5gb 

(28) 不멈出去罷. 하 7a 

‘不用’이 사용펀 경우는 이와 같이 아주 적은데 북경어에서 ‘不用’의 

변형으로 사용하는 ‘휩’은 「重刊老ε大」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8. 程度補語

理度補語는 언구자에 따라 結果種度補語， 흑은 情態補語라고 불리운 

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이 程度補語에 대한 이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程度補語에 대한 이해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냐다. 

그 이유는 程度補語가 우리말로 표현될 때에는 부사와 구별 없이 나다 

나는 데， 우리만의 부시적연 용볍을 갖는 또 다른 중국어의 狀語가 존 

채하기 때문아다. 결국 우려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어의 狀語와 程度

補語가 동얼하게 먼역되는 것이다. r重刊老ε大」에저 。]러한 문제가 어 

떻게 해 결되고 있는가는 아주 흥미 로운 문제 이 다. 이 글은 理度補語의 

각종 행태블 살펴보고 「筆刊老￡大」의 끓解에 주의하여 당시의 샤람을 

에게 程度補語기- 어행거l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브겨로 한다. 

形容詞， 形容詞短짧， 動詞短룹폼， 文 등의 여 러 가지 성 분이 程度補語가 

펼 수 있다. 그러 나 「重刊老ε大」에 는 단독의 형 용샤가 쩔감풋補語가 되 

어 있는 갱우가 대부분아며 형용사로 이루어지는 선택형 의문문이 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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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程度補語가 나오는 문을 의운문으로 만두는 경우가 한번 보인다. 

(1) 等候他來， 故比來的週T. 1b 
(2) 這圖馬走的好. 11a 

(3) 比從前十分收씀的好T. 35a 

(4) 連其餘的馬都梁的壞了. 하 18a 

(5) 棄子都用的好. 하 37b 

(6) 官兒也做得了-若敎的不好"-不能成A.. 하 41a 

(7) 似這一等經韓不-樣→織的又魔}去fJ不好. 하 58a 

(8) 那馬分外吃得짧. 22a 
(9) 妙的半熟了-調上些j뽑水. 19b 

(10) 比在先的-高二Rì댐三R-越發做的好. 23b 
(11) p自們一置人{拉좁兩衛馬去-옳的年홉‘ 34a 

(12) 這馬權寬大-離的遠些兒옳" 34a 
(13) 댔A叫煥的時候)射的훈了. 하 35b 

(14) 親近得好←便是親弟兄-→般. 하 44a 

(I "-' 14)는 「童刊老ε大」에 나오는 程度補語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들은 理度補語가 모두 형용샤프로 구성되어 있、응을 보이고 있다. (6)만이 

형용사의 부정형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程度補語콜 취하는 構造

助詞로써 (14)가 ‘得’을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나머지는 모두 ‘的’을 취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원래 構造助詞로 쓰이는 ‘的， 得， 흩’가 

이 시기에 와서는 程度補語의 경우에 ‘的’로 정착되어캄을 보여 주는것 

이 아난가 생각된다. 또한 現代 白話에서는 단음철 혹은 짱음절의 형용 

사가 程度補語가 되 는 경 우에 는 ‘캡’ 을 동만하게 되 어 있으나 「重:테老 

ε大」에는 이러한 ‘쩌’이 샤용되지 않고 있음도 발견된다. ["重刊老ε大」

에는 전체적우로 ‘浪’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라고 ‘웠’의 역할을 대 

신하는 ‘狼’ 여 쓰이 고 았는데 이 는 宋金代에 는 ‘땀， 1 ;/，[펌， 1짧害’ 의 의 

미를 가치고 있었다. 강식진(1985 : 337)에 의하면 이는 元‘代에 이르러 

부사료 사용되 기 시 작하였으나 흔한 일은 아니 었다. 明代의 문헨에 도 이 

것 cj 두사록 사용펜 홉적은 많아 말견되지는 않으며， 둔학작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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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방의 방언에 나와 있었다. 이블 보면 

大」가 북방의 중국어플 취했다는 설명은 상당한 

‘浪’이 출펀한 것은 

東亞文化C 82) 

다탕성을 갖는 것으로 

淸代부터이다.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 글이 지적하는 것은 뀔度補語 

앞에 ‘恨’의 기능융 대산하는 ‘狼’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刊老ε大」의 程度補語에 선택형 의문형이 출현하는 것은 다음이 유얄한 

「판刊老ε大」에 

「重

그러므로 부얀다. 

‘根’이 출현하지 

경우이다. 

(15) 吃得짧不節 ? 39a' 

교재는 아니였、틴 것으 이 를 보면 「重刊老ε大」의 내 용은 높은 수준의 

로 생 각펀다. 다음은 「童해老ε大」의 보 

키로 하자. 알에셔 말한 바대로 程度補課륜 우리말로 운기만 객사적 성 

격을 갖게 펀다. 다음을 보자. 

程度補즘홈에 대 한 엔삭 윤 잘펴 

(16) 他走得浪慢.

(16') 그는 천천허 건였다. 

(17) 他慢慢地走T.

(17') 그는 천천히 걷었다. 

Er 

”
적
 

1

닥
 
것
 

」
까
「
 
느L
 

카
「
 카
f〈
 

。
→1→

는
{
→
g
 

블
 
미
 

히
，
 이
[
 

한
 돼

야
 

(1 6)을 우리말로 옮긴 것야 (16') 야며， (17) 을 우리멜로 윤긴 것이 

(1 7') 이다. (1 6')를 보띤 程度補話 ‘慢’은 우리말의 부사로 인식되어 았 

다. 그러냐 (16')와 동얼한 (17')의 벤역문을 갖는 (17)이 존개한다. 

(16)의 ‘慢’ 은 보어 이 려 , (1 7)의 ‘慢’ 은 狀語아 므로 

뜻을 갖는 문이지반 우리말로 옮기면 이틀은 

표현된다. 섣제로 이6)은 캠는 속도가 느리마는 표현이며， (1 7)은 걷 

는 묘양이 느리다는 표현이다 151 r重刊老ε大」는 이믹한 문재블 어떤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외하여 이들이 사용환 문의 해석 

렴 

브
 

L 

B 
} 
1 

보기로 한자. 

15) 이 러 한 문제 에 대 하여 는 劉月華(1983 : 388) 참조. 



「重刊老ε大」에 보이는 中國語 語法에 대한 연구 [ 8 3 ]

(1') 오미더되여라 

(2') 이 필이거픔이죠타 

(3') 고치기 틀장후엿다 

(4') 다전 염 후 여 히 여 지 리 라 

(5') 밤이 다보기 죠타 

(6') 만일 7 콘치기 를찰못후여 

(7') 완거 시 ￡얼띄 여 

(8') 먹어브르려니와 

(9') 복가반만닉 거 든 

(1 0') 더욱묘동기 를찰후엿\.-니라 

(11') 믹기 틀둔둔이강 ^F 

(12') 팩워별즉이믹라 
(13') 뾰기 를기우혹-v고 

(1 4') 親近승 여 죠흐면 

(1'''-'14')를 보떤 「重刊老ε大」는 程度補語를 

고 모든 경우플 행위 이후의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동작의 결과 표시로 보 

이러한 번역방볍은 

것이라고 할 수 있 번역보다는 j훨씬 중국어의 진실에 가까운 오늘날의 

을 것이다. 

4. 결 론 

본고는 「重刊老ε大」에 나타난 白話의 여 려 가지 언어 현상을 알아 보 

이는 중국에도 이전의 白話에 대한 자료가 부족 

따른 「老ε大」의 연구는 白話의 변화에 대한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는 키대에 기인한 것이었다. 본고는 

그 일차적인 작엽으로 가장 늦게 출현한 「重刊老ε大」릎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여 려 가지 의 값正本 가운데 「重刊老ε大」가 가장 現代 白話의 

면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작성되었다. 

각 시대에 

기 위하여 

하기 때문에 

본고는 「핀刊칸Z大」 가운데 에 서 現代 白話와 다르게 사용되는 語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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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볍부분에 특히 유의하였다. 이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願’는 現代 白話의 ‘應’와 같은 의문조사의 기능과 청구 • 권 

유 • 확신을 표시하는 어기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煙’가 다른 말과 

결합하는 형태로는 現代 白話의 경우와 같이 ‘這摩， 那摩， 甚願， ε、願’

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這廳， 那願’의 경우에는 이들이 독립적유로 사 

용되 는 경 우와 ‘這맺的， 這願看， 那懷的， 那따흰홉’ 로 사용되 는 경 우가 있 

었다. 통계적으로는 後者의 경우가 前者의 경우브다 많이 나타난다. 

둘째 , 끼門’ 은 「重刊老ε大」에 서 복수의 사람을 표시 한다. 이 점 은 現‘

代 白話의 용법과 갇다. 그러냐 現代 白話에서는， 복수형의 사람이 나 

오고 이와 同格인 人稱代詞가 그 앞에 나오는 경우에 人稱代詞는 복수 

형이 되어야 하지만 「重刊老ε大」에서는 대부분 단수의 人稱代詞가 오 

며 복수의 人稱代詞가 오는 경 우도 극소수이 지 만 混在한다. 또한 ‘們’

이 들어가는 복수형을 人稱代詞로 받을 때에는 역시 복수형의 人稱代詞

로 표시하지만， I重刊老ε大」에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數

에 관한 표현의 방볍이 이 시기까지 정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 

는 예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們’은 ‘這’와 결합하여 ‘這們’으로도 쓰 

이는데 이는 現代 白話의 ‘這樣’과 갇은 뜻이다. 

셋 째 I重刊老ε大」에 서 는 ‘他’ 가 現代 白話의 ‘他， 뼈， 뺀， 견’ 의 

기능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他’기- 동불이나 일반 사물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他’는 복수형을 지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는 

이 시기까지 중국어에는 指示代詞의 分化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수· 

복수의 사용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네 째 , I重刊老ε大」에 는 과거 표시 의 부사 ‘曾經， 已經’ 이 나오지 않 

으며 이들의 기능을 ‘曾， 已’가 대신하고 있다. 또한 행위의 동시성을 

표시 하는 부사 ‘一起’ 가 「重刊老ε大」에 는 보이 지 않으며 , 이 를 ‘同，

一同’이 대신한다. 이는 이들 부사가 「重刊老ε大」 이후의 시기에 생성 

되었다는 것을 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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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 現代 白話에 서 는 과거 부정 에 ‘沒有’ 를 사용하지 만， r重刊老

g大」에서는 ‘不曾’과 ‘沒有’가 함께 사용되고 았다. ‘不딸’은 現代 白

話에서는 부사로 사용되지만 「重刊老ε大」에써는 ‘沒有’의 용볍과 일치 

한다. 

여섯째， 오늘날 중국의 망언에만 손재하는 상황 존재 표시의 代動詞

‘有’가 「重刊老ε大」에 보인다. 이는 중국어의 방언학 맞 現代 白話의 

‘有’와 ‘7’의 연관 관계를 연구하는 더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일곱째 r重刊老ε大」에 나오는 주어 의 종류는 現代 白話에 나오는 

주어의 종류와 유사하지만 그 출현먼도는現代 白話와상당한 차이가있 

다. 그러나 이라한 현상이 「重刊老ε大」 당시의 둔저1 안지 「重刊老ε大」

의 내용상의 문제얀지는 알 수 없다. 

여닮째， 의문문의 경우는 現代 白話에 나오는 거의 모든 경우가 「重

刊老ε大‘에 도 나와 있다. 그러 나 ‘有沒有’ 가 나오는 의 문운의 경 우에 

는 주어의 위치가 혼란되어 있다. 이는 「重刊老ε大」의 주어가 現代 白

話의 주어보다 한정 (DefiniteJ과 비한정 (Indefini te J의 영 향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重刊老ε大」에는 懶兒， 뼈홍’이 전혀 보 

이 지 않는다. 그리 고 ‘能不能’ , ‘쭉不훨’ 와 같은 能願動詞의 선택 형 의 

문문이 전혀 보이 지 않는다. 

아훔째， 샤동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동 71 능은 ‘敎’가 대신하벼 

i叫’ 와 ‘請’ 이 극소한 경 우에 사동 기 능을 담당한다. 現代 白話에 서 사 

동 기능을 담당하는 ‘使， 讓， 令， 勳’은 사동 몽사로 쓰이는 경우카 

없다. 

열째， 介詞의 경우에 現代 白話가 갖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 

우가 많으며， 동사적 성격으로 사용된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블 보면 

介詞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능아 첨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 

介詞의 後置는 現代 白話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열한째， 連詞의 경우 現代 白話에서 주요한카능을 담당하는 ‘眼， 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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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ill:， 而， 而且’ 가 「重刊老ε大」에 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 나 이 는 이 

당시의 白話의 싱황인지 아니먼 「重刊老ε大」의 내용상 필요하지 않아서 

쓰이지 않은 내용상의 문제얀지는 알 수 없다. 

열두째， r훤刊老ε大」에는 現代 白話에서 사용되는 각종의 補語가 묘 

두 나와 있다. r휩刊老ε大詩解」에는 程度補語에 대한 당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인식 이 잘 표현되 어 있는데 그들은 모든 程度補語를 부사적 성 

격 이 아닌 동작의 결과로 보고 있음이 語解 부분에 나다나 았다. 

이 상이 「重刊老ε大」의 내 용을 근거 로 진행 한 본고의 논의 의 대 략이 

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논의기- 내린 몇 가지의 결봄이나 추 

정은 「重刊老ε大」와 근사한 시기의 여다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 

를 종합해야만 브다 더 객관적안 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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