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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 중국어 부사 ‘就’는 출현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용법이 매우 다양

하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사 ‘就’를 다룬 바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

두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예컨  통시적으로 부사 ‘就’의 

문법화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공시적으로 부사 ‘就’의 의미기능 

및 내재적 발전과정 등을 밝혀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이에 본고는 문법화 

이론과 인지언어학 이론을 토 로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을 결합하여 현

중국어 부사 ‘就’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기능, 그리고 화용적 측면의 표지어 

기능에 해 고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부사 ‘就’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사 ‘就’의 의미는 ‘접근하다’라는 이동동사의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의미기능에 따라 시간부사, 접속부사, 범위부사 및 어기부사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본고는 우선 통시적 관점에서 이들 네 가지 하위부류의 형성시기와 시

기별 변천 양상, 그리고 각 의미기능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한 문법화 기제에 

해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네 개의 하위부류는 두 가지 문법화 경로를 따라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동사 ‘就’→시간부사 ‘就’→접속부

사 ‘就’ ”이며, 이 경로는 ‘就’의 어원의미 ‘접근하다’의 의미특징인 “접근성”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동사 ‘就’→범위부사 ‘就’→어기부사 

‘就’ ”이며, 이 경로는 ‘就’의 어원의미 ‘접근하다’의 의미특징인 “목표지향성”

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경로는 모두 문법화의 ‘단일방향성’ 

원리를 따르며, 각 경로의 내부요소 사이에는 명확한 통시적 의미계승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시간부사 ‘就’는 魏晉南北朝 시기에 출현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용한 문법화 

기제는 은유와 재분석이다. 시간부사 ‘就’가 ‘빠르다’ 등 의미를 나타낼 수 있

는 이유는 동사 ‘就’의 공간적인 ‘접근성’이 은유 기제를 통해 시간영역으로 

사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就’가 동사에서 시간부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

유는 ‘就’의 통사적 위치, 그리고 공기성분들과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就’가 

[＋이동성]의 의미자질을 가지지 않은 경우, 후속동사와 목적어 간의 의미관계

가 강화되고 ‘就’와 해당 목적어와의 의미관계는 느슨해진다. 이때 재분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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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작용에 따라 ‘就’는 뒤의 동목구조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발전하여 부사라

는 문법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접속부사 ‘就’는 魏晉南北朝 시기에 시간부사 

‘就’에서 발전하였고, 明淸 시기에 이르러 다양한 논리관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처럼 ‘就’가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에서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로 발

전한 것은 은유 기제와 관련이 있다. 즉 시간적 선후관계에서 논리영역의 인

과관계로 사상된 것이다. 또한 접속부사 ‘就’의 다양한 의미는 인지영역에서 

같은 의미적 근거를 공유하는데, 이는 시간영역의 [접근]이라는 의미속성이 은

유를 통해 발전된 결과이다. 유추는 접속부사 ‘就’의 발전을 촉진시킨 또 다른 

문법화 기제이다. 접속부사 ‘就’는 처음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다가, 유추를 통해 

가정관계, 조건관계 등의 다양한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범위부사 ‘就’

는 宋代 시기에 출현했으며, 본래 동사였던 상태에서 환유와 재분석 기제의 

작용으로 범위부사로 발전하였다. 즉 동사 ‘就’가 ‘어떤 목표를 향한 접근’이라

는 의미는 환유를 통해 ‘목표’가 강화되었으며, 재분석을 통해 범위를 한정시

키는 부사어 기능을 획득하게 되었다. 어기부사 ‘就’는 南宋 시기에 출현하였

고, 본래 범위를 나타내던 부사가 은유 기제를 통해 화자의 의지나 태도를 표

현하는 어기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 추상화 정도가 더욱 강화되는 변화를 겪었

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시적 관점에서 현 중국어 부사 

‘就’의 의미기능을 다루었다.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부사 ‘就’는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이 있다. 기존연구에서도 ‘就’의 연결 기능에 한 제기한 바 있

으나, 내용이 단편적일 뿐 아니라 연결되는 성분에 한 분석 또한 결여되어 

있다. 본고는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가 ‘연결 기능’을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就’로 연결되는 성분에 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범위부

사 ‘就’와 어기부사 ‘就’의 ‘유일화 기능’에 해 분석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

구에서 언급한 ‘배타성 기능’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

능’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양자 간에는 [+배타성]과 [+동질성]을 

지닌다는 교집합이 존재하는 반면, ‘유일화 기능’은 ‘연결’ 관련 정보와는 무관

하다는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이 

형성된 원인을 다룰 때 ‘就’가 이동동사로서 지니고 있는 의미적 특징을 간과

하였다. 본고는 이 점의 보완을 위해 어원의미의 특징을 충분히 고찰하였고,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이 각각 ‘접근성’과 ‘목표지향성’이라는 어원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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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속성에서 연유되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인지언어학의 ‘현저성’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접근성’이 부각될 경우 ‘就’가 ‘연결 기능’을 하고 ‘목표지향성’

이 부각될 경우 ‘유일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부사 ‘就’의 주관량 표지어 기능에 초점을 맞춰 화용적 측면에서 

‘就’의 주관량 표시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부분의 학자들이 ‘就’가 주관

량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주관적 량을 나타내는지, 

혹은 주관적 소량을 나타내는지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는 부사 

‘就’의 단일수량구조와 이중수량구조에서의 사용 상황 분석을 통해, ‘就’가 주

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부사 

‘就’의 각 하위부류의 주관량 표시 양상을 분석하여 ‘就’의 주관량 표시 규칙

을 찾아내고, ‘就’가 주관량을 나타낼 수 있게 된 이유를 통시적‧공시적 측면에

서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就’의 주관화 진행의 결과이다. 

둘째, ‘就’가 참조량을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就’가 때에 

따라 주관적 량 혹은 주관적 소량을 나타내는 것은 어원의미의 “이중관점” 

특징과 관련이 있다. 인지언어학의 ‘관점’ 이론에 따르면, 이동을 나타내는 

‘就’는 관점에 따라 ‘다가가다’와 ‘다가오다’라는 상반된 의미로 이해될 수 있

다. 여기서 보이는 관점의 차이는 ‘来’와 ‘去’에 한 관점의 차이와 동일하다. 

만약 화자의 관점에서 행위의 주체가 자신(화자)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표현

하게 되면 화자와 행위주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이것

이 수량범주에 사상되면 ‘주관적 소량’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달리, 화자의 관

점에서 행위의 주체가 화자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표현하게 

되면 화자와 행위주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것이 수량범

주에 사상되면 ‘주관적 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고는 ‘就’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기능 및 표지어 기능에 한 전면적인 고

찰을 진행하였고, 문법화 이론과 인지언어학 이론을 이용하여 관련 현상의 내‧
외적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就’에 한 심층적 이해의 

제고와 유형학적 측면에서의 언어보편성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就’, 이동동사, 문법화, 어원의미, 근성, 목표지향성, 배타성, 이  

, 의미기능, 유일화, 연결, 주 량, 주 성, 참조량

학  번 : 2009-3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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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서론

1.1 문제 제기  연구 목

인지언어학에서는 하나의 낱말의 용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넓어지고 바뀌는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이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sense)로 

해석되는 것을 ‘다의성(polysemy)’이라고 하며, 다의관계에 있는 낱말은 ‘다의

어(polysemous word)’라고 부른다.1) 현 중국어에서 ‘就’는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등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하고 있다.2) 다음의 예문을 통해 다의어 ‘就’

의 용법에 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各就各位。3)

각자 (자신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2) 他昨天就去了。
그는 어제 이미 갔다. 

(3) 双方就共同关心的问题进行了会谈。
양측은 공동의 관심 사항에 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4) 就白送给我, 我也不要。
나한테 거저 준다 해도 나는 싫다. 

 1) 임지룡(1997:216-217) 참조. 

 2) 刘冬青(2009:679)과 单寶顺(2011:51) 등의 주장에 따르면 부사와 전치사, 접속사 간의 차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부사는 주로 부사어 수식구조(状中结构)에서 부사

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수식어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피수식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통

사구조에서는 접속사나 전치사와 달리 구조 성분을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접속사는 연

결 기능이 있는데, 연결 상은 두 개나 두 개 이상의 성분이며 동사에 국한되지 않는

다. 또한,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는 독립적이지 않고 부속성이 강하며 주요 술어 성

분과 긴 한 관계를 맺는다. 

 3) 본고에서는 현 중국어 예문이나 인용문은 간체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번체자로 표기

한다.



2  현 중국어 부사 ‘就’의 의미기능과 문법화 연구

(1-4)에서의 ‘就’는 각각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다. 曹金艳

(2007:1)에 따르면, 《现代汉语频率词典》에 수록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8,000

개 단어 중에서 ‘就’는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사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

고 있다. 이를 통해 ‘就’는 부사의 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

미기능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의 연구 상인 

부사 ‘就’는 출현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화용적 기능도 매우 복잡하다.4)

 4) 예를 들어, 《中韓辭典》(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판)에서는 동사 ‘就’, 전치사 

‘就’와 접속사 ‘就’에 해서는 각각 7가지, 1가지, 2가지의 의미와 용법을 소개했으나, 

부사 ‘就’에 해서는 무려 1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 여러 사전류와 단

행본에서도 부사 ‘就’의 다양한 용법을 나열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출처 부사 ‘就’의 의미 항목 계

1

《现代中韩词典》 

고려 학교편

찬 (1993)

곧, 즉시/이미, 벌써, 일찍이/(……하자마자)곧, 바로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가정문의 다음에 쓰여 앞의 조건

이나 상황 아래에서 자연히 어떠하다

서로 비교해서 숫자 또는 횟수가 많거나 능력이 큼 

두 개의 같은 성분 사이에 삽입되어 용인 및 용납의 어기

원래 또는 전부터 그러함 /오직, 단지, 다만, 오로지, ……뿐

굳건한 의지/ 바로, 꼭 (조금도) 틀림없이

긍정의 어기를 나타내어, 강조하거나 선택의 의미를 지닌 문장 중

에서 부정사(否定詞)와 호응함/(……하기만 하면) 곧, 바로 

동작, 행위, 성질, 상태 따위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강조

13

2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1978

[1996])

짧은 시간 안에 발생/ 일이 일찍 발생하거나 종료되었음

두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을 나타냄

조를 통해 수량이 크고 횟수가 많고 능력이 강함을 나타냄

두 성분 사이에 놓여 용납을 나타냄

‘只’와 같이 ‘∼뿐’, ‘∼만’을 나타냄/긍정의 어기 강화

8

3

《现代汉语八百

词》

 吕叔湘

(1980

[2002])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할 것/오랜 전에 이미 발생하였음을 강조/두 사

건이 연쇄적으로 발생/긍정어기를 강조 

범위를 확정시킴 /수량의 많고 적음을 강조

앞 내용을 이어 결론 도출 

7

4

《实用现代汉语

语法》 

刘月华(1983 

[2003])

시간이 이름, 빠름, 적음 /시간이 느림/수량이 많음 /수량이 적음 /

범위의 한정／절의 연결/긍정적 어기
7

 



1. 서론  3

부사 ‘就’는 의미기능 및 용법이 다양한 만큼 언어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

제가 많다. 이에 따라 중국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조

사에 따르면, 영어권 중국어 학습자가 부사 중에서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어휘가 ‘就’라는 결과가 나왔다.5)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역시 부사 ‘就’의 학

습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6)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시간의미

를 나타내는 부사 ‘就’가 상 적으로 습득하기 쉽고,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부

사 ‘就’가 그 다음으로 쉽다. 가장 익히기 어려운 것은 범위와 수량을 나타내

는 부사 ‘就’이고, 그 다음은 부사 ‘就’가 출현한 통사구조이다.7) ‘就’는 제2언

어로서의 중국어교육문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휘에 속한다. 《高等学校外国留

学生汉语教学大纲》8)에서 설정한 부사 ‘就’와 관련된 문법교학 항목은 16개에 

달하는데, 이러한 분류는 ‘就’의 의미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9)

본고는 부사 ‘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부사 ‘就’의 하위부류 사이의 의미관계이다.

(5) 请稍候, 我马上就来。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곧 가/오겠습니다. 

(6) 她就爱看书。
그녀는 책 읽는 것만 좋아한다.

(7) 不在沉默中爆发, 就在沉默中灭亡。 
침묵 속에서 폭발하지 않으면 침묵 속에서 멸망할 것이다. 

(8) 我就做下去, 看到底成不成。
나는 계속해 나가서 도 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겠다. 

 5) 高霞(2004:103) 참조. 

 6) 崔知慧(2010:24) 참조. 

 7) 崔知慧(2010)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부사 ‘就’를 학습할 때 ‘시간의미

→논리관계→범위, 수량→관련구조’의 순서로 학습 난이도가 나타난다. 본고는 이러한 

이유가 중의성 및 유의어와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 논리관계보다 범위, 수량 

등을 나타내는 부사 ‘就’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8) 中国国家汉办编(2002), 《高等学校外国留学生教学大纲》, 北京语 大学出版社.

 9) 崔知慧(20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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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就’는 그 용법과 기능에 따라 (5-8)을 시간부사 ‘就’, 범위부사 ‘就’, 접

속부사 ‘就’, 어기부사 ‘就’로 구별할 수 있다.10) 일반적으로 (5)의 ‘就’는 사건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며, (6)의 ‘就’는 ‘오직’, ‘단지’, ‘다

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한정을 나타낸다. (7)의 ‘就’는 앞 절의 ‘不’와 호응

하여 두 구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8)의 ‘就’는 화자의 강한 의지나 어기

를 나타낸다. 이 네 가지 기능은 ‘就’의 의미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미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본고는 이 의미들 상호간의 내재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것이 ‘就’

의 본래 의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동일한 절인 경우에도 담화 환경에 따라서 문법 기능이 달라질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9) a. 再过一会儿, 我就去他那儿。 [‘就’: 시간부사]

조금 있다가 내가 곧바로 그 사람한테 갈 거야.

b. 你要不去他那儿, 我就去他那儿。 [‘就’: 접속부사]

당신이 그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갈 거야.

c. (别的地方不去,) 我就去他那儿。 [‘就’: 범위부사]

(다른 곳은 안 가고) 난 그가 있는 곳에만 갈 거야. 

d. (看你拦得住我,) 我就去他那儿。 [‘就’: 어기부사]

(나를 막을 수 있나 어디 보자.) 난 기어코 그 사람한테 갈 거야.

(9a-d)에서 후행절 ‘我就去他那儿’의 ‘就’는 각각 시간부사, 접속부사, 범위부

사, 어기부사로 사용되고 있다. 위의 예문은 현 중국어에서 ‘就’의 다양한 용

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공시적 관점에서 고찰된 것이다. ‘就’가 본래 이동

동사였다는 점에 착안하면 통시적 변화에 따른 ‘就’의 다양한 용법에 해 고

10) 이 네 가지 하위분류는 施关淦(1988)의 분류법을 따른 것이다. 기타 분류법으로는 김은

희(2004)의 주관량을 표시하는 ‘就’, 필요충분성을 나타내는 ‘就’, 긍정의 어기를 강조하

는 ‘就’의 삼분법, 이은수(2004, 2012)의 강세가 있는 ‘就’, 강세가 없는 ‘就’의 이분법, 

张东华(2004) 및 孙镭(2007)의 의미 전치 지향(강세 없음) ‘就’, 의미 후치 지향(강세 있

음) ‘就’의 이분법 등이 있다. 施关淦(1988)의 분류법에 비해 이런 분류법들은 주관적 판

단의 영향이 크거나 내부 기능 교차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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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동동사에서 발전한 부사 ‘就’처럼 모든 

이동동사가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

목하여야 한다. 예컨  표적인 이동동사 ‘来’와 ‘去’는 부사로 문법화 되지 

않았다. 이동동사 ‘即’, ‘却’의 경우는 부사로 발전하였으나, ‘就’처럼 시간부사, 

접속부사, 어기부사, 범위부사 등의 다양한 용법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11) 

이러한 점에서 부사 ‘就’가 보여주는 다양한 용법이 통시적ㆍ공시적으로 어떠

한 내재적 관계 속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사 ‘就’가 이처럼 

다양한 용법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사 ‘就’를 문장에 사용함으로써 상반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10) 吃一碗面条花了五块钱。
국수 한 그릇 먹는 데 5위안을 썼다. 

(11) a. 这儿东西真便宜, 吃一碗面条就̇花了五块钱。
여기 음식은 정말 싸서 국수 한 그릇 먹는 데 5위안밖에 안 썼다. 

b. 这儿东西真贵, 吃一碗面条就花了五块钱̇ ̇ ̇ 。
여기 음식은 정말 비싸서 국수 한 그릇 먹는 데 5위안이나 썼다.

(10)은 한 가지의 의미만을 나타내지만 (11a)와 (11b)는 ‘就’의 강세12) 유무에 

11) 현  중국어 부사 ‘即’은 어기부사, ‘却’은 접속부사로 사용된다.《现代汉语词典》

(1993:590, 1052) 참조.

12) 강세는 초점과 관련이 있다. 초점(focus)은 한 문장의 중심(重心)이다. 담화행위에서 문

장의 중심은 여러 음성 수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음의 길이, 음의 고저나 휴지 

등 모두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강세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a. 他一个早上就写了三封信̇ ̇ ̇ 。
가. 그는 오전에 편지 세 통이나 썼다. 

b. 他一个早上就̇写了三封信。
나. 그는 오전 내내 편지 세 통밖에 쓰지 못했다. 

부사 ‘就’가 출현할 때 ‘就’ 의미지향의 다양성 때문에 문장은 종종 중의성을 띤다. 이

러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의 예문(a-b)에서 보이는 것

처럼 강세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담화환경에 근거하는 방법이다. 

齐沪扬(2003:64, 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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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강세가 ‘就’에 있을 때는 ‘五块钱’이 싸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입장을 나타내고, 강세가 ‘就’가 아닌 ‘五块钱’에 있을 때는 

‘五块钱’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입장을 나타낸다. ‘就’를 통해 도출된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상반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就’가 수량 성분

과 공기하는 경우 상황적 맥락에 따라 ‘∼뿐이다’와 ‘∼(이)나’라는 상반된 의

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통시적 관점에서 부사 ‘就’가 어떻게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

게 되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  시간부사 ‘就’는 예상보다 ‘시간이 이르

거나, 행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등의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동

동사 ‘就’가 어떻게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就’가 어떤 특정한 통사구조에 자주 출현하다가 시간

부사의 용법을 갖게 되었거나, 은유 기제의 작용으로 시간부사의 용법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로는 ‘빠르다’나 ‘이르다’라는 의

미 생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간부사 ‘就’가 어떤 경로를 

통해 부사의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어떻게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게 되

었는지, 그리고 왜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에 해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어기부사 ‘就’가 왜 ‘기필코’ 등과 같은 의미

를 갖게 되었는지에 한 해답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에 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시적⋅공시적 연구를 통해 부사 ‘就’가 어떻게 문법화 되었고 현 중

국어에서 어떤 의미적 기능을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문법화 이론과 인지언어학의 이론을 토 로 통시적 관

점에서 부사 ‘就’의 생성과정 및 문법화 기제를 살펴보고, 공시적 관점에서 부

사 ‘就’의 의미기능 간의 내재적 연계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현 중국어 

부사 ‘就’의 용법과 문법화 과정에 언어적 보편성이 존재하는지에 해서는 언

어유형학적 측면에서 중국어의 기타 용례 및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고

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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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검토

언어학계에서는 그동안 부사 ‘就’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

적으로 진행해 왔다. 관련 연구논문은 1956년에 부사 ‘就’에 관한 첫 번째 논

문을 필두로 현재까지 약 50여 년간 총 100여 편에 이른다. 시기별로 살펴보

면, 1950년 에 1편, 80년 에 10편, 90년 에 17편, 2000-2013년까지 112편으

로 모두 140편이다.13)

부사 ‘就’에 관한 연구는 ‘就’의 생성 기원, 문법화 과정, 문법화 기제, 의미 

분류, 의미지향, 의미기능, 통사적 특징, 화용적 특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절에서는 생성과정 및 문법화 기제, 의미기능 및 주관량 표시 기능을 중심으

로 부사 ‘就’에 한 선행 연구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2.1 부사 ‘就’의 통시적 연구 

부사 ‘就’에 한 통시적 연구는 주로 기원, 생성과정과 문법화 기제를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생성 기원에 해서는 크게 梅祖麟(1984)의 전치사 기원설과 

曹廣 (1987), 张文轩(1989)의 동사 기원설로 나눌 수 있다. 

梅祖麟(1984), 周瑩(2005) 등은 부사 ‘就’가 전치사 ‘就’에서 발전했다고 주장

하였다. 周瑩(2005)은 ‘就’가 동사에서 전치사를 거쳐 부사 ‘就’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한 상세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梅祖麟

(1984)이 보다 상세하게 논지를 펼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의 견해를 중심으

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그는 몇 개의 元代 희곡(元雜劇)이 작성된 시기를 

고찰하기 위해 1250년-1450년 사이에 나타났던 네 가지 언어 현상에 주목하였

고, 그 결과 부사 ‘便’이 부사 ‘就’로 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부사 

‘就’가 元代에 비로소 출현했다고 주장하였다.14) 다음은 梅祖麟(1984)이 제시한 

13)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논문은 2013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의 www.cnki.net 및 한국

의 www.riss.kr 두 사이트에서 검색한 것이다. 이 두 사이트에서 모든 논문을 검색해볼 

수는 없지만, 이 두 사이트에서 학술지의 상당 부분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

구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의 여러 단행본에도 부사 ‘就’에 해 언급

된 바가 있는데 필요 시 주석 등을 이용하여 따로 표기하되 본고가 집계한 논문의 편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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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就’의 기원과 관련된 예문이다.

(12) 今日到黄村宿, 明日就那里上了坟。 (《朴通事》)

오늘은 黄村에 가서 묶고 내일은 거기에서 성묘할 것이다. 

梅祖麟(1984)의 분석에 따르면 《朴通事》가 작성된 시기가 바로 ‘就’가 ‘便’을 

신하게 되는 과도기로 볼 수 있으며 위의 문장에서 ‘就’의 용법은 부사와 전

치사 사이에 있다. 그는 허사 ‘就’가 원래 전치사로만 사용되었으나 (12)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就’를 중심으

로 두 사건을 시간의 선후 관계로 본다면 부사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접근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就地取材(현지에서 재료를 조달하다)’에서 ‘就’

를 전치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李宗江(1997)은 梅祖麟(1984)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만약 

梅祖麟(1984)처럼 (12)의 ‘就’를 전치사와 부사 사이에 있다고 해석한다면 전치

사 뒤의 명사에 재분석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는 또한 梅祖麟(1984)의 주장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15) 이에 따라 李宗江(1997)은 ‘就’가 동사로 사용될 때 

‘即’과 같이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就’의 부사화 역시 ‘即’과 유사

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6) 许娟(2003)도 李宗江(1997)과 비슷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梅祖麟(1984)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사 

‘就’의 기원에 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분명하고, 하위분류 부사의 출현 시기

14) 梅祖麟(1984:128)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①元代 1300년쯤에 쓰인《错立

身》에는 부사 ‘就’를 사용하지 않았고, 元刊 古今雜劇三十種》에는 부사 ‘就’가 출현한 

것이 단 한 번뿐이다. ②1350년-1440년 사이의 작품인 《水浒》, 《 乞大》, 《朴通事》에서 

부사 ‘就’가 차츰 사용되고, 1440년-1450년 사이에는 부사 ‘便’과 부사 ‘就’의 사용이 3:1

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1450년 이후에는 부사 ‘就’의 출현빈도가 부사 ‘便’보다 높아졌

다. 

15) 하나는 전치사 ‘就’가 ‘접근하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在, 到, 从’ 등 순수

한 방위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런 의미가 시간부사와의 의미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치사에서 발전해 온 부사의 선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16) ‘即’은 동사에서 부사로 발전하였고, ‘即’ 또한 전치사 용법을 지니고 있으나 그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即’이 부사로 상용된 것은 先秦시 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전치사에

서 부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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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도 체계적인 논거와 정리가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부사 ‘就’의 생성과정 및 문법화 기제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李宗江(1997)은 부사 ‘就’의 생성 과정 및 문법화 요인을 다루었고 ‘即, 

便, 就’ 간의 통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李宗江(1997)은 동사에서 온 부사 ‘就’

의 출현 시기는 元代라고 주장하였고, 부사 ‘就’의 생성요인에 해서도 분석

하였다. 그는 ‘就+VP’ 형식에서 ‘就’와 ‘VP’는 행위와 목적의 관계인데, 이러한 

위치에 놓이는 동사는 문법화 되기 쉽고, 이 위치의 ‘就’가 갖고 있는 공간적 

의미가 점차적으로 시간적 의미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는 부

사 ‘就’를 통시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부사 

‘就’의 생성과 관련된 문법화 기제에 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문법화 기제에 관한 연구는 许娟(2003), 张谊生(2000) 등이 있으나 단편적인 

분석이 부분이다.17) 사실상, 네 개의 하위범주로 설정한 ‘就’의 문법 기능과 

관련된 문법화 기제 또는 문법화 경로나 방향을 상세히 다룬 연구는 아직 보

이지 않는다.

1.2.2 부사 ‘就’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

부사 ‘就’의 의미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의미 분류와 의미 귀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马欣华, 常敬宇(1980), 古祥(1984), 施关淦(1988) 등은 

‘就’를 다양한 의미로 분류하였다. 이와 달리 陆丙甫(1984)는 한 가지 의미로 

귀납시키고 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먼저 부사 ‘就’에 한 의미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马欣华, 常敬宇(1980)는 부사 ‘就’의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소개하며 하위분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그들의 논문에서 

나열한 15가지 분류 결과에서 서로 중복되는 항목이 발견된다.18) 따라서 이러

한 분류는 오히려 ‘就’를 이해하는 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古祥(1984)은 부사 ‘就’가 나타내는 의미기능인 ‘거리적 근접성, ‘시간적 짧

음’, ‘조건의 느슨함’ 등이 모두 ‘수량의 적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9) 

17) 2.2에서 상술할 것이다.

18) 예를 들어, 1번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이르거나 끝나는 시간이 빠르다’이고 2번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다’로 시간에 관한 기능이므로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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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부사 ‘就’의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한 가지로 귀납시키려는 시도

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큰 의미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미기능을 구

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강세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 부사 ‘就’의 의

미를 구분하기도 하였다.20) 그러나 의미 분류를 구별하는 방식에 한 논리적 

증명보다는 단순한 기술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施关淦

(1988)은 부사 ‘就’를 시간, 범위, 접속, 어기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하위분류

하였다. 그의 논문은 시간부사 ‘就’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부사 ‘就’의 

의미기능에 한 다양한 고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陆丙甫(1984)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의미항목의 분류에 있는 의미항목 간

의 교차 및 중복에 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就’의 의미지향에 따라 ‘就’를 전치 성분(前置成分) 지향과 

후치 성분(後置成分) 지향으로 분류하였으며, 의미지향을 강세와 연결하여 분

석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사 ‘就’의 각기 다른 의미 항목간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의미기능을 ‘범위의 한정’으로 귀납하였다.21) 이는 부사 ‘就’의 연구 

역사상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논문 역시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강세는 일부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지만 부사 

‘就’가 중의성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둘째, 기본의미

19) 古祥(1984:30)은 빠르다는 것을 소요되는 시간이 적다는 것으로, 시간이 이르다는 것 또

한 시간이 적다는 것으로, 조건이 느슨하다는 것 역시 (제한 등이) 적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三个钟头就能回来。 (시간적으로 빠름：수량이 적음)

他两岁的时候就会唱歌。 (시간적으로 이름：수량이 적음)

这个问题两个人就能解决。 (조건이 느슨함： 수량이 적음)

20) 古祥(1984:31)에 따르면, ‘他们'两个人就浇了十棵树, 浇得真不少’와 ‘他们两个人就浇了'十

棵树, 浇得太少了’에서 전자의 강세는 ‘两个人’에 있으며 사람이 적음을 나타내고, 후자

의 강세는 ‘十棵树’에 있으며 나무가 적음을 나타낸다.

21)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용례 의미

1) 饭马上就好了。 시간 제한 

2) 他刚放下行李, 就坐下工作了。 사건 연결 과정 제한
3) 只要用功, 就能学好。 추리 과정 제한
4) 这儿就很安静。 주제 제한 
5) 一个小组就十个人。 앞 성분 제한
6) 一个小组就十个人。 뒤 성분 제한
6) 不去, 不去, 就不去。 주관적 선택 범위 제한 



1. 서론  11

가 범위의 한정이라고 주장한 이유와 부사 ‘就’가 어떻게 이러한 기능을 가지

게 되었는지에 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부사 ‘就’가 주관량(主觀量) 표시 기능을 한다는 의

견도 주목할 만하다. 陈 荷(1994)는 부사 ‘就’가 전치 성분을 의미지향하든 후

치 성분을 의미지향하든 모두 ‘주관적 소량(主觀 量)’을 나타낸다고 하였다.22) 

그의 논문은 주관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就’와 주관량의 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주

관량을 다룬 연구는 周守晉(2004), 王群力(2005), 祝東平, 王欣(2008)과 孟凡鈴

(2009) 등이 있다.

周守晉(2004)은 부사 ‘就’, ‘才’는 초과(‘大量’) 또는 부족(‘ 量’)이라는 주관

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뒤의 성분을 지향하는 ‘就’, ‘才’는 모두 소량을 제한시

킨다고 하였다. 王群力(2005)은 ‘才/就+수량구’ 구조는 수량에 한 화자의 주

관적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祝东平⋅王欣(2008)은 ‘就’가 사건의 발생이 

이르다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반면, ‘才’는 사건의 발생이 늦다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孟凡铃(2009)은 ‘才’, ‘就’, ‘都’가 나

타내는 주관량을 시간의 이름과 늦음, 수량의 많음과 적음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또한 언어 환경에 따라 ‘就’의 주관량 표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

였다.23) 그러나 孟凡铃(2009)은 다양한 의미기능을 포괄하지 못하고 주로 시간

부사 ‘就’와 범위부사 ‘就’만을 가지고 논의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의 도표는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출현 시

기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22) a. 三本就够了。(전치 성분 지향)

b. 就写了五页。(후치 성분 지향)

구분 전치 성분 지향 후치 성분 지향
就 주관적 소량 주관적 소량 
才 주관적 량 주관적 소량 

23) ‘两个人就喝一瓶酒｡’에서 ‘就’가 앞의 ‘两个人’을 지향할 경우 주관적으로 ‘两个人’이 소

량임을 나타내고, 뒤의 ‘一瓶’을 지향할 경우 주관적으로 ‘一瓶’이 많다고 여기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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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부사 ‘就’의 선행 연구24)

구분 1950-1980년 1990년 2000-2010년

통

시

 

연

구

문법화 

과정⋅ 

기제와 

출

시기 

• 전치사연원설과 
동사연원설

• 元代설과 南宋

中後期설

• 동사연원설
• 시간부사‘就’ :
元代 생성설
(李宗江1997)

• 동사연원설 
• 魏晉南北朝 생성설

(许娟2003)

• 은유:공간→시간→논리
(许娟2003, 范立珂2007) 

공

시

 

연

구 

통사25)
• 구조 연구:

4가지 분류26) 

• 구조연구:

2가지 분류27)

• 구조 연구:

15가지 분류28)

의

미

의미

분석

• 범위의 제한
(陆丙甫1984)

• 시간 ‘T’ 안에 
‘VP’가 실현됨
(史金生1993)

• 앞뒤 연결(许娟2003)

• 확정성(张东华2004)

• 예상에서 벗어남
(陈立民2005)

의미

비교 

• 의미 비교:
‘就’와 ‘才’

• 유의어 비교:
‘就’와 ‘便’

• 의미 비교:
‘就’와 ‘才’, ‘就’와 ‘只’

의미

지향

• 전치 성분
지향(王还1956)

• 전치, 후치 성
분 모두 지향 
가능
(陈伟琳1998,

  贾齐华1999)

• 전치, 후치 성분 모두 지
향 가능:

전치 : 시간적 짦음
후치 : 시간적 이름
(王群2005)

화용

• 주관량
(白梅丽1987)

• 실제 언어 환
경의 출현 여
부와 관련됨
(张旭1999) 

• 전제: 卫斓,朱俐(2000), 
       张东华(2004)

• 공손원칙, 체면이론 등
다양한 이론 적용
(田 2010) 

지난 50 여 년 동안의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연구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 되고 연구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첫째, ‘就’의 핵심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부사 ‘就’의 의

미기능, 문법화 과정, 통사적 특징, 화용적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24) 이 도표의 내용은 본고가 수집한 140여 편의 논문 중에서 주요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

한 것이다. 

25) 여기에서는 구조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6) 一V₁就V₂,  一A就V,  一V就A,  一A₁就 A₂
27) 仅......就......, 不是Ａ, 就是Ｂ
28) 본고 제4장 제1절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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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사 ‘就’의 통사적 특징을 통해 부사 

‘就’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둘째, 부사 ‘就’ 자체에 한 연구는 상 적으로 부족하고 ‘才’나 ‘只’ 등과의 

비교 연구에 편향되어 있다. 따라서 부사 ‘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련된 

논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부사 ‘就’가 어떻게 주관량 표시 기능을 갖게 되

었으며, 이 기능이 부사 ‘就’와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에 해서

도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셋째, 부사 ‘就’의 하위부류 중에서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에 한 논

의에 편중되어 있다. 상 적으로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어기부사 ‘就’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사 ‘就’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변화의 축에서 고

찰해야만 보다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통

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을 결합한 통합적인 측면에서 부사 ‘就’의 의미기능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3 연구 상과 연구 방법

1.3.1 연구 대상

본고의 연구 상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하위부류로 분

류할 수 있는 부사 ‘就’이다. 아래에서는 부사 ‘就’의 개념, 특징 및 하위분류

기준을 논의하고자 한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명사 앞에 위치하여 이들 성분을 수식하

거나 제한하고, 정도, 범위, 시간, 상태 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29) 부사의 

판별기준에 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朱德熙를 비롯한 학자들은 

부사가 부사어 기능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吕叔湘 등은 부사가 주로 부사어

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30) 杨荣祥(1997:80)에 따르면, 부사어 수식 구조에서 

29) 刘冬青(2009:679) 참조.

30) 尹百利(2013: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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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어 성분은 동사, 형용사, 수량구, 술어 위치에 있는 체언성 성분이 올 수 

있다. 李 华(1996:71)는 동일한 품사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

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하위분류를 통해 동일한 품사에 속하는 

어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张谊生(2000:54-58)

은 부사의 하위분류 방식은 문법기능을 우선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의미를 고

려한 후 공기(共起) 순서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施关淦(1988:187)은 부사 ‘就’를 시간부사, 범위부사, 접속부사, 어기부사로 

하위분류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3) a. 我明天就走。
나는 내일 곧 갈 것이다. 

b. 他昨天就来了。
그는 어제 벌써 왔다. 

(14) a. 我就会英语, 其他不会。
나는 영어만 할 줄 알고 다른 것은 할 줄 모른다. 

b. 他一个人就要了五张票。
그는 혼자서 표를 다섯 장만 얻었다.

(15) a. 如果他来, 我就走。
만약 그가 온다면 나는 갈 것이다.

b. 既然他来了, 我就可以走了。
이왕 그가 왔으니 나는 가도 될 것이다. 

(16) a. 我就不去, 我就不去！
난 절  안 갈래, 절  안 갈 거라구! 

b. 我跟你说的那个人, 就是他！
내가 너에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施关淦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3)의 ‘就’는 시간을 나타내며 시간사 

‘明天’, ‘昨天’이 함께 쓰였다. (14)의 ‘就’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14b)는 

앞뒤에 수량사가 출현하였고, (14a)는 ‘英语’ 뒤의 ‘一门外语’가 생략되어 있다. 

(15)의 ‘就’는 접속을 나타내는 예로서 선행절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성분이 출

현한다. (16)의 ‘就’는 어기를 나타내는 예로서, 선행절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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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출현할 수 없고 어떤 경우 시간사의 출현 역시 제한되며 후행절에는 

수량사가 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기준은 개괄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예컨 , 시간부사 ‘就’의 경우 시간사와 함께 쓰일 때 시간부사로 기능하

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시간사와 함께 쓰이지 않을 때 시간부사로 기능하는 경

우도 있다.31) 이러한 점에서 아래에서는 네 가지 하위부류의 분류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의 분류기준은 크게 두 가지 방법, 즉 통사적 조건을 우선 따르는 

방법과 동일한 통사적 조건일 때 담화 환경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이 때 통사적 특징을 고찰함과 동시에 의미를 고려하는 이유는 부사

가 허사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杨荣祥(1999:79-80)에서는 부사를 

하위분류할 때 참고할 만한 통사적 조건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수식을 받는 성분의 통사적 선택이다. 둘째, 문법 구조에서의 의미지향

이다. 셋째, 다른 하위부류와 공기할 때의 순서이다. 본고는 코퍼스에서 수집

한 예문을 가지고 ‘就’에 한 하위분류를 할 때 우선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참

고하기로 한다.

① 시간부사

시간부사는 중국어에서 시간의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동작행위나 

사건이 어떤 참조 시점과의 선후관계(혹은 동일시점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

는 부사이다. 시간부사가 표현하는 시간은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양이므로 화

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기 쉽다.32) 일반적으로 시간부사 ‘就’는 시간의미를 

내포하는 성분의 뒤, 술어성 성분의 앞에 위치한다.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는 

성분’은 시간명사구, 시간부사구 및 기타 시간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나 구를 가

리킨다. 시간부사 ‘就’는 독립적으로 시간이나 시량을 나타내지 못하며 언제 

31) a. 她打了个招呼就走了。

그녀는 인사 한 번 하고 바로 가버렸어. 

b. 我明年就̇不结婚！

난 내년에 절 로 결혼을 안 해! 

(a)에서는 시간사가 출현하지 않았으나 ‘就’가 ‘가다’라는 행위가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

고 생각하는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부사로 기능하고, 반면 (b)에서는 시간

사가 출현했지만 ‘就’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어기부사로 기능한다.

32) 张亚军(2002: 206), 杨荣祥, 李 华(2014: 4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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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인지 등 시간에 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다.33) 김은희(2004:24-38)는 시간부사 ‘就’의 의미와 출현하는 문장구조를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도표 1-2> 국어 시간부사 ‘就’가 출 하는 구조

시

간

부

사

 

‘就’

의미 문장구조

시간의 빠름

1. 시간명사+就+술어
2. 시간 사+就+동사
3. 수량사+就+동사
4. 시간부사+就+술어
5. 一+술어1+就+술어2

6. 刚, 刚刚, 才+동사1+就+동사2

7. 不, 没+술어1+就+술어2
8. ~时또는~时候+就+동사 
9. ～(以)后+就+술어
10. 从～, 打～, 自从～+就+동사
11. 동사중첩+就+동사
12. 기타 시간의 의미를 함유하는 구 또는 절+就+동사

시간의 이름

1. 시간명사+就

2. 수량사+就
3. 从～+就

4. ～初, ～前+就

5. ～(的)时(候)+就
6. 기타 시간을 의미하는 구 또는 절

시간의 짧음
1. 就+동사+시간명사, 시량사
2. 一+동사+就(是)+시간명사, 시량사

杨荣祥⋅李 华(2014:474)는 동작이나 행위의 발생 혹은 상태의 출현 시점이

나 참조 시점과의 시간적 위치 관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시간

부사 ‘就’의 판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시간부사를 판별할 때 

이 기준을 중요한 지표로 삼을 것이다. 

②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동사성 성분, 형용사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으며 문장, 절, 구에

서 특정한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기능을 한다. 접속부사는 명사성 성분을 

수식할 수 없으며 위치 이동할 수 없다. 또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33) 施关淦(1988: 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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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地’를 첨가할 수 없다.34) 접속부사는 단독적으로 사용하든 다른 부사와 

함께 사용하든 주어의 뒤, 술어의 앞에만 출현하고 제한기능과 연결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就’, ‘才’, ‘也’, ‘却’ 등이 이에 속한다.35) 

의미적 측면에서 접속부사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와는 다르다. 접속사의 특징

은 이끄는 절 주어의 앞뒤에 위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我虽然’은 ‘虽然我’

로도 쓸 수 있다. 이와 달리 접속부사는 이러한 용법이 없다. 예를 들어 ‘要是

我迟了, 你就甭等｡’는 ‘要是我迟了, 就你甭等｡’으로 변환할 수 없다.36)

③ 범위부사 

범위부사37)는 다른 하위부류와 달리 의미적으로 지시하는 상과 통사적으

로 수식하는 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连蜀(2006:97-98)은 王力이 제

시한 범위부사를 의미지향 분석을 토 로 주어 지시성 범위부사, 술어 지시성 

범위부사, 목적어 범위부사로 분류하였다. 범위부사의 문법적 기능은 술어를 

수식하고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连蜀은 범위부사는 술어의 앞

에는 오지만 문두에 오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문장 중간에 위치해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38) 그리고 尹百利(2013:60-61)는 범위부사가 문두 부사어

와 문장 내부 부사어 모두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범위를 한정하는 부분의 범위부사는 한정하는 성분의 앞에 위치한다. 한정

하는 성분은 주어, 목적어, 술어, 보어, 부사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39) 

④ 어기부사

본고에서 사용하는 ‘어기’라는 용어는 전통 언어학에서 언급한 ‘어기’ 즉 ‘말

34) 李泉(2002:90) 참조. 

35) 张谊生(2000:55) 참조. 

36) 赵元任(1996:115) 참조.

37) 범위부사는 總括범위부사와　限定범위부사를　포함하는데　본고에서는　‘就’가　속하는　후자

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38) 连蜀(2006:97-98) 참조. 

39) 光来看看张大哥, 是没有意义的。
再说夏太太所去的地方, 不过是东安市场与中山公园什么的。
屋里没别人, 就老王一个。
这本书只看了一遍。
只一夜功夫, 他的脸色便由夕日的黑红发亮变得黑暗无色。
连蜀(2006: 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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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와 달리 화자의 태도를 내포한다. 李鑫(2009:426), 陆世光(1981:681) 등은 어

기부사가 화자 자신의 의지 및 주관적 소망을 표현하는 부사로서 주어의 뒤나 

술어의 앞에 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齐沪扬(2003:63)에 따르면 어기부사

는 주어의 앞이나 주어의 뒤 외에,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도 출현할 수 있다.40) 

어기부사는 통사구조 안에서만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41)

杨荣祥(1999:84)은 어기부사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 바가 있다. 

a. 긍정을 강조함. 

b. 부드러운 어기를 나타냄. 

c. 추측을 나타냄. 

d. 의문을 나타냄.

e. 청유를 나타냄.

한편, 김은희(2004:18-21)은 어기부사 ‘就’를 다음과 같이 5가지 경우로 나누

었다.

<도표 1-3> 국어 어기부사 ‘就’의 의미

어

기

부

사

‘就’

사실의 강조 就是在这样的时刻, 我遇到了福贵。
원래부터 그러하였음을 강조 这可是自古就有的道理。
주어가 술어의 조건에 이미 부

합됨을 강조
村里人心眼就是小, 尽想捡些便宜的事。

비유의 강조
你看你身上的肌肉, 你一动就像小松鼠那样

窜来窜去的。
의지의 굳건함을 강조 我就是不上学。

이상에서 부사 ‘就’가 속하는 네 가지 하위부류인 시간부사, 접속부사, 범위

부사, 어기부사의 특징에 관한 기존연구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부

사 ‘就’를 하위분류할 때 이 기준들을 연구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42) 그러나 

40) 难道还非要我杜撰出什么和我有不法关系的人吗？
你难道就不感到愤怒和侮辱吗?

到底谁一瓶子不满半瓶子晃荡？
你到底有没有车？

41) 齐沪扬(2003:63) 참조. 

42) 여기서는 주로 현 중국어 부사 ‘就’의 분류기준을 정리하였고 이 기준들은 고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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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 조건이 동일하면서 다의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17) 你令兄平日常说同汤公相与的, 怎的这一点事就吓走了？
(18) A:　没了几时了？

B:　明日就是四七。
(19) 人生世上, 除了这事, 就没有第二件可以出头。
(20) 年级不满二十岁, 就把那天文、地理经史上的大学问, 无一不贯通。

(17-18)의 ‘就’가 시간부사 혹은 어기부사인지, (19)의 ‘就’가 접속부사, 범위

부사 아니면 어기부사인지, (20)의 ‘就’가 시간부사, 어기부사인지는 단순히 통

사적 기능이나 의미지향을 통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문맥을 통해

서 구분하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1) a. 你去年̇ ̇就回过一次国, 怎么又要回去啊？
넌 작년에 이미 모국에 한 번 다녀왔는데 왜 벌써 또 가?

b. 你去年就回过一次̇ ̇国, 今年却回了两次国。
넌 작년에 모국에 한 번밖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올해는 두 번이나 

다녀왔네.

(21a-b)의 ‘就’는 동일한 통사적 조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你去年就回

过一次国’만을 놓고 볼 때 ‘就’가 어떤 하위부류에 속하는지를 논하기가 어렵

다. 그러나 담화 맥락을 고려하면 구분할 수 있다. (21a)의 ‘就’는 귀국이라는 

행위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去年’이라는 

시간이 발화 시점까지 매우 짧음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이때의 ‘就’는 시간부

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21b)의 ‘就’는 올해 귀국한 횟수인 

두 번과의 비교 하에 작년에 귀국한 횟수인 한 번이 적다는 화자의 생각을 나

타낸다. 이때의 ‘就’는 ‘一次’를 한정시키는 범위부사로 분석해야 한다.

의 분석에 부분 적용될 수 있으나 본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주의하였다. 예

컨  어휘의 변천에 따른 공기되는 어휘의 변화나 고 한어와 현 중국어의 어순에 존

재하는 차이 등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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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 방법

본고는 현 중국어 ‘就’의 의미기능에 한 분석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하

며,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두 가

지 측면이란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이는 ‘就’의 통시적 발전과정의 

고찰과 다양한 의미기능과 연관된 근원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뉜다. 만약 

통시적 고찰을 하지 않고 공시적 측면에서 하위부류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면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就’의 의미기능을 논리적으로 해석하

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일부 학자들은 어기부사 ‘就’가 범위부사에서 발전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어기부사가 접속부사에서 발전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就’에 한 해석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것은 

통시적 과정에 한 체계적인 고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就’의 역사적 

근원과 발전 과정을 탐색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문법화 과정을 통

해서 통시적 변화를 살펴본다면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2장에서는 부사 ‘就’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한 문법화 기제를 분석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부사 ‘就’가 발전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

며, 통시적 관점에서 ‘就’를 분석하기 위한 토 를 구축할 수 있다. 다양한 의

미기능이 존재하는 부사 ‘就’의 생성시기에 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분분하

다. 이에 본고는 상고시기, 중고시기, 근 시기의 다양한 문헌에 출현하는 ‘就’

의 용례를 수집하여 생성시기를 판별한 후, 각 시기별로 ‘就’의 용법에 해 

설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하위부류의 부사 ‘就’가 출현한 시기, 생성 

과정을 고찰한 후, 생성 요인과 생성 과정에서 적용된 문법화 기제를 논의하

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문법화이론을 적용하게 되는데, 특히 Hopper & 

Traugott(2003)의 저술을 집중적으로 참고하게 될 것이다. 문법화이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덟 가지 문법화 기제인 은유, 유추, 환유, 재분석, 화용적 추론, 조

화, 일반화, 흡수 중에서 어떤 기제가 부사 ‘就’의 의미 생성에 영향을 미쳤는

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논의된 문법화 연구 역시 유용하

게 적용하기로 한다. 

3장에서는 부사 ‘就’의 다양한 의미기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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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사 ‘就’가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것인데 

이에 해서는 용례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문법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문법 표현의 지속성(persistence)이다. 즉, 실사에서 발전한 허사는 

계속해서 허화가 진행되더라도 실사일 때 나타냈던 본래 의미와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43) 이러한 이론적 근거로 3장에서는 ‘就’의 어원의미

가 부사 ‘就’의 의미기능이 생성되는 데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자 한다. 즉 동사 ‘就’의 [접근성]과 [목표지향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就’의 연

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을 추출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며,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의 내재적 관계는 인지의미론을 토 로 규명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就’의 화용적 특징에 주목하여 ‘就’의 주관량 표시 기능에 하

여 다루고자 한다. 우선 인지언어학의 방법론 중의 하나인 주관화 이론을 적

용하여 ‘就’가 주관량 표시 기능을 하게 된 원인을 통시적, 공시적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 통시적 측면에서는 주관화의 진행과 어원의미에 근거한 ‘이중 

관점’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공시적 측면에서는 ‘참조점의 확립’에 

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이 중에서 주관화의 진행과 참조점의 확립은 ‘就’가 

주관량 표시 기능을 갖게 된 이유에 해당된다. ‘이중 관점’의 영향은 ‘就’가 상

반되는 의미의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을 나타내게 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장은 결론 부분으로, ‘就’가 다양한 의미기능으로 분화하게 된 원인을 총체

적으로 설명하고 논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결론과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 밖에 3장과 4장에서는 최근 인지의미론에서 언어적 설명의 틀로 활용되

고 있는 영상도식(Image Schemas)44)을 적용하여 ‘就’에 내재된 다양한 언어 현

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영상도식은 신체적 경험을 통해 획득된 다양한 지식과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구조를 가리킨다. 영상도식은 

43) 이는 허사는 어원과의 접한 의미관계를 문법화의 인지적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沈家煊(1994) 참조.

44) Johnson(1987)에서는 영상도식은 지각과 운동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것들을 의미 있게 만

들기 위해 질서를 잡아가는 활동에서의 반복적⋅역동적⋅규칙적 유형이며, 경험과 이해

를 조직화하는 구조라고 하였다. 또한 영상도식은 구조에 의해 관련되는 소수의 기본요

소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성과 추상성 수

준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주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임혜원(2004:24-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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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를 기저로 하는 인지구조의 기본 층위와 신체적 경험과 언어와 같은 보다 

높은 인지영역과의 연결을 제공하고 있다.45) 3장에서는 부사 ‘就’의 연결 기능

과 유일화 기능을 영상도식으로 나타냄으로써 두 기능 간의 내재적 관계를 명

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4장에서는 영상도식을 통해 ‘就’가 

주관량을 나타내게 된 이유와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의 상반된 의미를 표

시하게 된 이유에 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는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를 병행하기 때문에 고 중국어의 언어 

자료와 현 중국어의 언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고 중국어의 언어 자료는 

주로 북경 학교 중국어언어학연구센터(‘汉语语 学研究中心’, 이하 ‘CCL’이라

고 칭함)46)의 고 중국어 코퍼스(‘古代汉语语料库’) 및 선행 연구와 일부 학술 

논문에서 추출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고 중국어 코퍼스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표 1-4> ‘就’의 고  코퍼스 자료

시 문수47) 문헌 (*표 외 모두 ccl )

漢代 242
西漢 《新書》, 《淮南子》, 《新序》, 《戰國策》.
東漢 《論衡》, 《前漢紀》, 《太平經》, 《風俗通義》, 《新論》, 《趙飛燕外傳》.

魏晉 

南北

朝

874
《世說新語》, 《搜神記》, 《三國志》, 《齊民要術》, *《文選》, *《博物

志》, *《百喻經》, *《幽明 》, *《後漢書》.

隋唐 

五代
885

唐

《唐詩三百首》, 《杜甫詩》, 《杜審 詩》, 《李白詩》, 《李商隱詩》, 《李

賀詩》, 《白居易詩》, 《王梵志詩》, 《王維詩》, 《崔顥詩》, 《霍 玉

傳》, 《南嶽 》, 《唐國史補》, 《大唐新語》, 《明皇雜 》, 《野朝僉

載》, 《五代新說》, 《遊仙窟》, 《通典》.
五代 *《祖 集》, 《敦煌變文選》.

宋元 1,440

北宋

《童蒙訓》, 《禪林僧寶傳》, 《資治通鑒》, 《晏幾道詞》, 《晏殊詞》, 《柳

永詞》, 《太平廣記》, 《夢溪筆談》, 《古 宿語 》《元好問詞》, 《簡貼

和尚》, 《錯斬崔寧》, 《碾玉觀音》, 《萬秀娘仇報山亭兒》, 《宋四公大

鬧禁魂張》, 《快嘴李翠蓮記》.

南宋
《古 宿語 》, 《五燈 元》, 《李清照詞》, 《辛棄疾詞》, 《朱敦儒詞》, 

《朱淑真詞》, 《話本選集》, 《無門關》.
元  《 乞大新釋》

明 528 《紀效新書》, 《三國演義》, 《天工開物》.
淸 674 《儒林外史》.

45) 이상철 역(2004:458) 참조.

46) http://ccl.pku.edu.cn/

47) 여기의 ‘예문수’는 ‘就’를 동사 ‘就’, 전치사 ‘就’, 부사 ‘就’, 접속사 ‘就’ 등으로 분류하

기 전의 수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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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국어 자료는 주로 북경 학교 중국어언어학연구센터(‘汉语语 学研究

中心’)의 현 중국어 코퍼스(‘现代汉语语料库’)에서 추출하였다. 그 외에 선행 

연구에서 인용한 경우도 있다. 출현빈도를 위한 통계 작업을 위해 사용된 부

사 ‘就’의 예문 1,000개는 현 문학작품, 신문, 말뭉치에서 선정하였다.  작

품에서는 ‘就’가 출현한 총 8,295개의 문장 중에서 200개를 추출하였으며,48) 王

朔 작품에서는 ‘就’가 출현한 5,584개 중에서 200개를 추출하였다.49) 인민일보

에서는 131,856개 중에서 200개를 추출하였다. 당 북경어 코퍼스(‘當代北京口

语资料’)50)에서는 200개를 추출하였으며, 현 중국어평형코퍼스(‘现代汉语平衡

语料库’51)에서는 200개를 추출하였다. 

다음의 <도표 1-5>는 위에서 제시한 문학작품에 나타난 ‘就’의 부사별 출현

빈도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 1-5> 국어 부사 ‘就’의 코퍼스 자료

분류
시간부사 

‘就’

속부사 

‘就’

범 부사 

‘就’

어기부사 

‘就’
합계

작품
수량 45 67 24 64 200

비율 22.5% 33.5% 12% 32% 100%

王朔작품
수량 64 62 26 48 200

비율 32% 31% 13% 24% 100%

人民日報
수량 31 83 8 78 200

비율 15.5% 41.5% 4% 39% 100%

當代北京

口語資料

수량 40 63 42 60 200

비율 20% 31.5% 21% 30% 100%

现代汉语

平衡语料库

수량 25 93 18 64 200

비율 12.5% 46.5% 9% 32% 100%

합계
수량 174 368 118 314 1,000

비율 17.4% 36.8% 11% 31.4% 100%

48) 《茶馆》, 《无名高地有了名》, 《正红旗下》, 《残雾》, 《龙须沟》의 5개의 작품을 상으로 예문 

200개를 무작위로 추출했다. 

49) 《空中 姐》, 《浮出海面》, 《永失我爱》, 《一半是火焰, 一半是海水》, 《过把瘾就死》의 5개의 

작품을 상으로 예문 200개를 무작위로 추출했다. 

50) http://www.blcu.edu.cn/yys/6_beijing/6_beijing_chaxun.asp

51) http://db1x.sinica.edu.tw/kiwi/mk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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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사 ‘就’의 문법화

본 장에서는 통시적 측면에서 부사 ‘就’의 생성시기, 문법화 과정, 문법화 기

제 및 문법화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부사 ‘就’와 어원 사이에 존재하는 내

재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就’의 다양한 의미기능 간의 통시적 연관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2.1 부사 ‘就’의 출  시기와 변천 양상

선행 연구는 ‘就’의 각 하위부류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용법이 동시에 형성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就’의 의미기능 간의 통시적 관계를 

간과한 것이다. 설령 출현 시기에 한 논의가 있더라도 추측성 결론을 내놓

는 경우가 많다. 예컨  李松月(2013)은 ‘就’가 이동동사에서 범위부사로 발전

하였고, 범위부사에서 시간부사로 발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어기부사로 발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의를 살펴보면 자료 분석이 세 하지 못하기 때문

에 도출된 결론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 일부 선행 연구는 ‘就’의 다양한 의미

기능의 생성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론과정과 결과가 모순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范立珂(2007)는 접속부사 ‘就’가 출현한 뒤 시간

부사 ‘就’가 출현했다고 하면서, 부사 ‘就’의 파생과정이 ‘공간→시간→논리’의 

순서를 따랐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范立珂(2007)의 주장이 모순된 이유는 접

속부사는 논리영역이고 시간부사는 시간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부사 ‘就’

의 파생순서를 ‘공간→시간→논리’의 순서로 상정했다면 시간부사가 접속부사

보다 먼저 출현해야 한다. 또한 본고는 부사 ‘就’의 통시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각 하위부류의 출현 이후부터 淸代까지의 변천 양상을 묘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다량의 언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

다. 본고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언어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말뭉치, 문학작

품 등에서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거친 후 통계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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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작업은 ‘就’의 통시적인 발전 양상의 특징을 구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토 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1 시간부사 ‘就’

선행 연구에서는 부사 ‘就’가 동사 ‘就’에서 발전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할 때 

예외 없이 시간부사 ‘就’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사에서 부사로 문법화

하는 과정에서 시간부사 ‘就’가 다른 하위부류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시간부사 ‘就’의 출현 시기에 한 문제는 주로 元代 형성설과 

南北朝 형성설 두 가지로 별된다. 그러나 본고는 부사 ‘就’의 출현 시기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한 시기보다 앞선 시기의 ‘就’의 사용 

상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고시 에 ‘就’는 주로 ‘就+N’이나 ‘就+而+N’ 구조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동사로서 ‘접근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 君客也, 請就上位東面。 (西漢 《新序》)

군주의 손님이시니 윗자리하며 동쪽을 바라보시오.

(2) 荊軻遂就車而去, 終已不顧。 (西漢 《戰國策》)

荊軻는 곧 마차를 타고 떠나는데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3) 又恐人之離本就末也。 (西漢 《淮南子》)

또한 사람들이 근본을 떠나 사소한 것을 가까이 할까 걱정된다.

(4) 春秋之時, 星霣宋都, 就而視之, 石也, 不圓。 (東漢 《論衡》)

춘추 시기에 별이 송도에 떨어졌다. 가까이 가서 보니 돌인데 둥근 모양

이 아니었다.

(5) 孟嘗君遂噓欷而就之。 (東漢 《桓譚新論》)

이에 孟嘗君은 탄식하면서 그에게 다가갔다. 

(1-3)은 西漢 시기에 나타난 문장이고, (4-5)는 東漢 시기에 나타난 문장이다. 

(1-2)에서 ‘就’는 실제적인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며, ‘就’ 뒤에 연결된 명사 ‘上

位’와 ‘車’는 각각 ‘상석’, ‘마차’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낸다. (3)의 ‘就’는 

‘가까이 하다’로 해석되며 추상적인 이동을 나타내며, ‘末’은 목적어로서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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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의 주요한 것과 조되는 부차적인 것을 의미하여 추상적인 위치를 나

타낸다. 이 두 가지 경우의 ‘就’는 모두 기본 의미인 ‘접근하다(趨, 趨向)’1)로 

해석할 수 있다.

(4-5)의 ‘就’는 다른 동사와 ‘而’로 연결되어 ‘V₁+而+V₂’ 형식의 연동 구조를 

이루고 있다. 西漢 시기에 출현한 ‘就’는 목적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만 관찰되

었으나, 東漢 시기에서는 ‘就’가 ‘而’의 앞뒤에 모두 위치하는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의 ‘就’는 여전히 동사로서 ‘접근하다’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부터 ‘就’가 漢代까지 부사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南北朝 형성설부터 살펴보자. 許娟(2003)은 다음과 같은 예

문을 통해 魏晉南北朝 시기에 ‘就’가 시간부사의 의미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견

해를 밝히고 있다. 許娟(2003)이 제시한 예문을 보자.

(6) 三徑就荒, 松菊猶存。 (《歸去來兮辭》)

세 갈래 오솔길의 풀들이 시들어졌는데도,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남아있

네.

(7) 春園花就黃, 陽池水方淥。 (《樂府詩集‧ 晉宋齊辭‧春歌二十首》)

봄 마당의 꽃은 일찍 물들었으나 북쪽 못의 물은 이제야 푸른 색 띠네. 

(6-7)의 ‘就’는 ‘猶’, ‘方’ 등과 조하며,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就’는 ‘아직도’나 ‘비로소’에 응되어 ‘생각보다 일찍’이라는 의

미를 나타낸다. 許娟(2003)은 위의 예문에서 ‘就’는 공간적 이동의 의미가 소실

되고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본고 역시 이

에 동의한다. 이에 본고는 魏晉南北朝 시기를 시간부사 ‘就’의 출현 시기로 보

고자 한다. 

이제 시간부사 ‘就’가 생성된 후의 변천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시간부사 

‘就’의 출현빈도를 조사한 결과, 隋唐五代 시기에는 시간부사 ‘就’의 사용이 다

소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CCL에서 수집한 이 시기

의 ‘就’의 예문 885개 중에서 부사 예문은 9개에 그쳤고, 그 중에 시간부사로 

사용되는 예문은 1개뿐이다.2)

 1) 張誼生(20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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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今龍攢就啟, 蜃輅將駕。 (唐 《通典》)

지금은 龍攢 영구차가 곧 길을 나서고, 蜃輅 영구차가 곧 출발한다.

(8)의 ‘就’는 ‘ (장차)’와 조되어 ‘빠른 시간에 발생함’의 의미를 나타내며 

시간부사로 사용된다.

許娟(2003), 范立珂(2007)는 이 시기 시간부사 ‘就’의 낮은 사용 빈도에 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隋唐 시기에는 시간부사 ‘就’가 발전하

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許娟(2003)은 이에 해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

였다. 첫째, 이 시기는 ‘就’가 전치사로 활발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치사의 

역할로 더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간부사 ‘就’의 동의어

인 ‘乃, 即, 便, 遂’ 등이 魏晉南北朝 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隋唐 시기

에도 여전히 량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就’가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을 

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본고 역시 내부의 의미 변화 과정에서 

시간부사 ‘就’가 기타 유의어와의 경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宋代에는 시간부사 ‘就’의 출현빈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 다시 상승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9) 明日就要小婦人到他家去。3) (南宋 《話本選集1》)

소첩더러 내일 당장 다른 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10) 今日親家初走到, 就把話兒來訴告。 (南宋 《話本選集1》)

오늘 사돈이 처음 왔는데 벌써 일러바쳤군요.

(11) 郭排軍吃了一驚, 拽開腳步就走。 (南宋 《話本選集1》)

郭排軍은 크게 놀라서 재빨리 갔다.

(9)에서 ‘就’는 ‘다른 이의 집으로 가다’라는 사건이 예상보다 짧은 시간 안

에 발생할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10)에서 ‘就’는 시 어른

이 며느리에 해 부정적으로 발화한 사건이 처음 방문한 날, 즉 예상보다 빠

른 시점에 일어났다고 여긴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11)에서 ‘就’는 

 2) 각 시 별의 구체적인 예문 통계 수치는 2.1.4의 <도표 2-2>를 참고할 것.

 3) 원문은 ‘丈夫說道,爲因養贍不周, 婦人典 他人, 典得十五貫身價在此, 又不通我爹娘得

知, 明日就要 婦人到他家去。 婦人慌了, 連夜出門｡’이며 마지막 문장을 통해 ‘明日’이

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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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내딛는 동작과 가버리는 후속동작을 연결시켜 앞선 동작의 실행 후 짧은 

시간 내에 후속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는 앞뒤 연속 

동작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게 느껴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就’는 宋代에 이미 현 중국어 시간부사 ‘就’의 세 가지 의미4)

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明清 시기의 문학작품에서 나온 문장들이다.

(12) 關公就要出戰, 眾將勸住。 (明 《三國演義》)

關公은 즉시 출전하려 했으나 장수들이 그를 말렸다. 

(13) (賊)身方未轉, 就用大棍劈頭打下, 無有不死者。
(明 《練兵實紀⋅戚繼光》)

도적들이 몸을 미처 돌리기도 전에 커다란 몽둥이로 머리에 명중하여 내

려치니 모두 죽었다.

(14) 老六跌跌撞撞, 作了個揖, 就到廚下去了。 (清 《儒林外史》)

老六은 비틀거리며 읍하고서 곧바로 부엌에 갔다. 

(15) (自此之後)從清早就出門閑混, 直到晚才歸家。 (清 《儒林外史》)

(그 후로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빈둥거리다가 밤늦은 시간이 돼서야 

귀가하였다. 

(16) 武正字對來人說道：“我去回拜了一個客, 即刻就來｡” (清《儒林外史》)

武正字가 심부름꾼에게 말하기를, “손님 한 분을 답방하고 금방 돌아오겠

네.”라고 하였다.

(13-17)을 통해서 明清 시기 시간부사 ‘就’의 용법이 현 중국어와 크게 다르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  시간부사 ‘就’의 각 시기별 출현 상황은 다음 도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① ‘빠른 시간 안에 발생할 것임’, ② ‘사건이나 행위가 빨리 발생했음’, ③ ‘하자마자’

가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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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1> 고  시간부사 ‘就’의 사용 상황

시
문

수량
부사 ‘就’

시간부사 ‘就’

수량 부사 의 비율
해당 시  체 

문 의 비율

魏晉南

北朝
874 14 8  57.1% 0.92%

隋唐 885 9 1 11.1% 0.11%

宋元 1,440 82 16 19.5% 1.11%

明 528 137 65 47.4% 12.31%

清 674 626 85 13.6% 12.61%

 

이처럼 동사 ‘就’에서 부사의 문법기능을 획득한 시간부사 ‘就’ 용법의 완성 

역시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梅祖麟(1984), 曹廣 (1987), 李宗江(1997) 등은 시간부사 ‘就’의 출현 시

기를 元代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元代 형성설의 제기 원인에 해서 許娟

(2003), 范立珂(2007)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제시하였다. 즉 魏晉南北朝 시기에 

부사 ‘就’의 의미 기능이 다양하지 않았으며, 隋唐 시기에 이르러 문법화도 지

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許娟(2003)과 范立珂(2007)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元代 기원설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이 시기의 시간부사 ‘就’는 여전히 동사 ‘就’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온전한 부사로 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梅祖麟(1984)의 경우, 朱熹(1130-1200) 시기의 문헌을 기점으로 삼았다는 

점이다.5) 만약 朱熹의 작품이나 주해를 예문으로 선정하여 분석했다면 이는 

그의 ‘元代’ 생성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曹廣 (1987)은 시간

부사 ‘就’의 출현 시기가 元代라고 주장하였는데, 논문에서 이 시기의 부사에 

해 ‘갖추다(具備)’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就’가 元代에 

이르러 네　개의　부사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사 ‘就’가 

이때 최초로 생성되었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해진다.

 5) 해당 글의 연구목적은 ‘就’를 포함한 네 가지 어휘의 발전 현상을 통해 元 雜劇의 작성 

시기를 판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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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접속부사 ‘就’

접속부사 ‘就’의 생성시기에 하여 李宗江(1997)과 許娟(2003)은 元代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曹廣 (1987)은 南宋 전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曹廣 (1987)은 아래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접속부사의 생성시기를 언급하였

다.

(17) 建安中, 河間太守劉照夫人卒於府, 後太守至, 夢見一好夫人, 就爲室家｡
(東晉 《古小說鉤沉⋅祖台之志怪》)

建安시기에 河間의 太守인 劉照의 부인이 太守府에서 죽었다. 후임 태수

가 이곳으로 부임한 후 꿈에 괜찮은 여인이 나타나서 혼인을 맺게 되었

다.

(18) (檜)流涕淋浪, 而上亦爲之墮淚, 就手解紅帕賜檜拭淚。
(北宋 《三朝北盟會編》)

진회가 눈물을 흐리고 있는데, 왕 역시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

로 빨간 손수건을 풀어 진회에게 하사하여 눈물을 닦도록 하였다.

曹廣 (1987)은 (17)의 ‘就’는 후 에 생성된 앞뒤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부

사 ‘就’와 흡사한데, 이것이 후에 접속부사 ‘就’ 생성의 바탕이 되었다고 설명

하였다. 그리고 그는 (18)의 ‘就’는 접속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경우 ‘就’의 

뒤에 목적어를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동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17)에서 나온 꿈의 내용을 원인으로 보고, ‘就’의 

후행절을 결과로 본다면 ‘就’를 접속부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예문을 보자.

(19) 欲令居官者久於其職, 有治績則就增位賜爵。 (西晉 《三國志》)

가. 관직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게 하고, 다스리는 업적을 이

루는 즉시 그를 승진시키려 한다. [就: 시간부사]

나. 관직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게 하고, 다스리는 업적이 있

으면 그를 승진시키려 한다. [就: 시간부사]

(20) 荊州平, 嵩疾病, 就在所拜授大鴻臚印綬。 (西晉 《三國志》)

荊州가 평정된 후 嵩이 병에 걸려 거주지에서 大鴻臚 인수(도장끈)를 받



2. 부사 ‘就’의 문법화  31

았다.

(19)의 ‘就’는 시간부사와 접속부사로 볼 수 있다. 만약 앞뒤 사건이 연속적

으로 발생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시간영역에 해당하므로 시간부사로 간

주된다. 만약 앞뒤 사건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나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

낸다면 논리영역에 해당하므로 접속부사로 간주된다. 한편, (20)의 ‘就’는 (19)

와 달리 ‘사건의 발생이 생각보다 빠르다’의 의미로 이해하면 문맥에 맞지 않

고,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행위주체가 병에 걸리자마자 서둘러 

도장끈을 받았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해

당 장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도장끈을 받았다는 의미는 논

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접속부사 ‘就’의 변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출현빈도의 증가, 사용 환경의 변

화, 용법의 확장 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용빈도의 증가이다. 접속부사 ‘就’가 출현한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사

용빈도가 높지 않았다. 隋唐五代 시기에 이르러 접속부사 ‘就’가 전체 ‘就’의 

예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 시기에 비해 높아졌다. 宋元 시기에는 부

사 ‘就’의 네 가지 하위부류 중에서 접속부사 ‘就’가 45.1%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明代에 접속부사 ‘就’의 비중은 39.4%로, 시간부사의 비중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6)

둘째, 사용 환경의 변화이다. 여기에서는 조로 사용되는 어휘의 변화를 위

주로 살펴보겠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1) 夫去尊寧而就卑危, 知者不爲也。 (《戰國策》) [就: 동사]

존귀하고 평안한 자리를 떠나 낮고 위태로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 현명

한 자는 (그리) 하지 않을 것이다. 

(22) 今龍攢就啟, 蜃輅將駕。 (唐 《通典》) [就: 시간부사]

지금 龍攢 영구차가 곧 길을 나서고, 蜃輅 영구차가 곧 출발한다. 

(23) 若下了馬, 就把馬拉去。 (元 《老乞大新釋》) [就: 접속부사]

말에서 내리면 말을 끌고 가시오. 

 6) 이와 관련된 예문수는 <도표２－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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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가 동사로 사용될 경우 (21)처럼 반 의미 동사인 ‘去’와 조하여 ‘去-

就’ 구를 이룰 수 있다. 시간부사로 사용될 경우 (22)처럼 ‘ ’과 조하여 

‘就- ’ 구를 이룰 수 있다.7) 접속부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조용법을 쓰지 

않는 신에 (23)처럼 ‘若’ 등과 호응하여 논리관계를 이룬다.

셋째, 용법의 확장이다. 접속부사 ‘就’가 처음 출현했을 때에는 주로 조건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 중국어에서 접속부사 ‘就’는 조건, 가정, 인과, 목적, 용

인, 동의 등 여섯 가지 논리관계를 나타낸다.8) 이에 따라 ‘就’가 사용되는 통

사구조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9)

그 밖에 ‘就’는 유의어 ‘便’과 통시적인 교체 관계에 있다. 曹廣 (1987)은 南

宋 말 작품에서 ‘就’가 ‘便’ 보다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는 ‘便’이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杨荣祥(2005:363)은 明代 《金瓶梅》

에서 ‘就’의 출현빈도가 ‘便’보다 높아졌다고 주장하였고, 李宗江(1997) 역시 

明代 중반에 이르러 ‘就’의 출현빈도가 ‘便’을 넘어섰다고 하였다.10) 그는 통시

적으로 ‘便’과 ‘就’가 상호보완관계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11) 현 중국어 구어

 7) 许娟(2003:16)에서는 아래 문장에서 ‘就’가 ‘猶, 方, ’ 등 다른 부사와 장( 仗)을 이

룬다고 하였다. 

a. 三徑就荒, 松菊猶存。
b. 春園花就黃, 陽池水方綠。
c. 烏林葉就霣, 墨池水 幹。

 8) 김은희(2004) 참조.

조건

1. 술어1+就+行了, 够了, 是了, 好了

2. 一+동사1+就+동사2

3. 只要+술어1+(那)就+술어2

4. 一旦+술어1+就+술어2

5. 술어1, 这样+就+술어2

6. 기타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가정

1. 要是, 如果+술어1+就+술어2

2. 再+술어1+就+술어2

3. 没+술어1+就+술어2

인과 另外三个叔叔以前对他不好, 所以他也就不去想它们了。
목적 许三观心想为了二乐能够早一天抽调回城, 就喝了这一杯酒。
용인 那饭菜敞开吃, 能吃多少就吃多少。
동의 你就让他去吧。

 9) 구체적인 내용은 2.2에서 문법화 기제와 함께 다룰 것이다.

10) 아래 도표는 李宗江(1997:27)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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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便’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就’를 사용하고 있다.

2.1.3 범위부사 ‘就’

범위부사는 의미적으로 사물의 범위, 수량, 동작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

다.12) 다른 하위부류의 부사보다 범위부사 ‘就’의 통시적 연구가 가장 부족한

데, 许娟(2003)과 朱 峰(2011) 등의 논의 외의 다른 선행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许娟(2003)에서는 범위부사 ‘就’의 기원에 한 분석이 있지만 생성시

기, 생성요인 및 문법화 기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朱 峰(2011)은 《紅樓夢》에 

출현하는 범위부사 ‘就’만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예문은 

부분 범위부사로 볼 수 없다.13)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범위부사 ‘就’의 생성

書名
예문 

선택 범위

예문 수

합계
‘便’ ‘就’

《 乞大》 전체 54 48 6

《朴通事》 전체 83 79 4

《水浒传》 제20-22장 100 90 10

《平妖传》 제5-9장 100 85 15

《金瓶梅》 제30-32장 100 32 68

《红楼梦》 제10-13장 100 29 71

《儒林外史》 제10-13장 100 27 73

11) 李宗江(1997:29)에 따르면 통시적 상호보완관계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같은 의미와 분포를 보인다. 

b. 생성시기는 다르지만 공존하는 시기가 있다. 

c. 사용빈도에 있어, 시기에 따라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한다.

12) 杨荣祥(1999:81) 참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限定副词)语义上表示对事物的范围、数量或动作行为的限定｡”

13)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如今单我家里, 上上下下, 就有几百女孩子呢。
b. 若要这样着迹说起来, 就题一百联也不能完。
c. 我们这里坐坐, 把你的好茶拿来, 我们吃一杯就去了。
d. 他此时又带了七八分醉, 又走乏力了, 一屁股坐在床上, 一歪身就睡在床上。
朱 峰(2011)에서는 a-d의 ‘就’가 모두 범위부사의 예로서 제시됐지만, 실제로 각각 어기

부사, 접속사, 시간부사, 시간부사(혹 접속부사)에 해당된다. a에서 ‘就’는 ‘单’과 호응하

여 ‘几百’이 큰 수량임을 나타내며 어기부사로 사용되었다. b에서 ‘就’는 저자가 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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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생성과정과 문법화에 한 충분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범위부사 ‘就’의 생성시기를 언급한 许娟(2003)의 주장을 살

펴보기로 한다. 许娟(2003)은 다음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범위부사 ‘就’가 宋元 

시기에 출현했다고 주장하였다.

(24) 我如今來到莊上, 就在這芭棚下, 放下這藥箱。 (元 《趙氏孤兒》)

나는 지금 이 마을에 도착하여, 바로 이 초막 아래에 약상자를 내려놓으

려 한다.

(25) 想漢家宮中, 無邊宮女, 就與俺一個, 打甚不緊？ (元 《漢宮秋》)

한나라 왕궁 중 궁녀가 셀 수 없이 많은데, 나한테 한 명만 줘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许娟은 (24-25)의 ‘就’를 모두 범위부사로 간주하고 있다. (24)의 ‘就’는 약상

자를 내려놓을 장소가 화자가 지시하는 초막 아래라는 위치를 한정시키는 기

능을 한다. (25)의 ‘就’는 수식을 받는 ‘一个’가 ‘无边’과 호응하기 때문에 범위

부사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6) (莽)復大賦斂, 就都大尹馮英不肯給。 (北宋 《資治通鑒》)

王莽이 다시 세수(稅收)를 강화하였는데 都大尹인 馮英만은 세금 내는 것

을 꺼렸다.

(26)의 ‘就’는 뒤에 따른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키므로 범위부사로 볼 수 있

다. ‘就’의 이런 용법은 현 중국어 범위부사 ‘就’와 비슷한 성격인 것으로 보

인다. 본고는 말뭉치 자료에 한 분석 결과와 许娟(2003)의 주장을 토 로 하

여 범위부사 ‘就’가 宋代에 생성되었다고 본다.14)

보았지만 실제로 양보를 나타내며, ‘也’와 호응하여 ‘설령 ∼하더라도’의 의미를 전달하

는 접속사일 수도 있다. c의 ‘就’는 뒤의 동사인 ‘去’를 의미지향하여 빠른 시간 내에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며, 시간부사로 사용된 것이다. 이 문장

의 ‘就’가 저자가 주장한 범위부사가 되려면 ‘一杯’의 앞에 위치하여 ‘一杯’를 한정시켜

야 한다. d의 ‘就’는 ‘一’과 호응하여 선행 행위 ‘歪身’과 후속 행위 ‘睡’를 연결시켜 두 

행위간의 시간적 간격이 짧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시 시간부사로 사용된 것이다.

14) 宋元 시기 작품에서 집계한 예문 1,440개 중에서 범위부사로 분류된 예는 4개이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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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부사 ‘就’는 출현 초기부터 명 까지 출현빈도가 낮았다. 예를 들어, 《

乞大谚解》에서 총 87개의 부사 ‘就’가 보이는데, 이 중 시간부사, 접속부사, 범

위부사, 어기부사가 각각 23개, 27개, 5개, 12개로 범위부사의 용례가 가장 적

었다.

(27) 馬的價錢這幾日好, 就這頭等的馬, 賣得十五兩以上。
(元 《老乞大諺解》)

말의 가격이 근래에 아주 좋은 추세이다. 이 일등급 말의 경우 15냥 이

상의 가격으로 팔 수 있다.

(28) 初喂他的時候麽, 就把料水拌草與他吃, 到五更再把料都添與他吃。
(元 《老乞大諺解》)

처음에 (말을) 먹일 때는 물과 풀만 먹이다가 오경이 되면 사료를 더 넣

어 다 먹여라.

한편 明代 자료에서 범위부사 ‘就’가 술어성 성분을 수식하는 예문이 다량으

로 확인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9) 十六個子弟兵趕將去, 就只有七個子弟兵沒傷。 (明 《三寶太監西洋記》)

자제병사 16명이 쫓아갔는데 부상당하지 않은 자는 7명밖에 되지 않는

다. 

(30) 天上地下, 今來古往, 就只是他一個, 再也尋不出一雙來。
(明 《三寶太監西洋記》)

하늘아래 자고로 그 한 사람뿐이라서 이제 더는 다른 사람을 찾아 볼 수 

없다. 

(29)의 ‘就’는 총 16명 되는 병사 중에서 부상당하지 않은 7명을 한정시켜 7

명이 적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30)의 ‘就’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서 그 사람이 유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 명이라는 수량을 한정시켰다.

다음은 淸代의 예문을 살펴보자. 위에서처럼 범위부사 ‘就’가 술어를 수식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사성 술어성분을 수식하는 경우도 보인다. 다음의 예문

을 보자. 

체 부사 예문 16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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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就他一個人來了？ (淸 《兒女英雄傳》)

그가 혼자만 왔는가?

许娟(2003:23)은 (31)을 제시하면서 이런 유형의 ‘就’가 전형적 범위부사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능은 현 중국어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32) 秦二侉子道：你就去了這些時。 (清 《儒林外史》) 

秦二侉子가 말하길, 금방 갔다 왔구나 하였다. 

(33) 這牛浦也就有幾個念書的人和他相與。 (清 《儒林外史》)

몇몇 공부하는 자만 牛浦와 왕래 하였다. 

(34) 就爲這胡七喇子的名聲, 沒有人敢惹他。 (清 《儒林外史》)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 이유는 오직 胡七喇子의 평판 때문이다.

(35) 鏢行之中能服羅文者, 我想就是老劍客一人而已。 (清 《三侠剑》)

鏢行(호송 업체)에서 羅文을 제압할 수 있는 자로는 내 생각에 그 나이 

많은 검객 한 사람뿐이다. 

(32-34)의 ‘就’는 각각 ‘这些时’, ‘几个’, ‘名声’을 의미지향하여 범위를 한정시

키고, (35)의 ‘就’는 ‘而已’와 공기하여 범위를 한정시킨다. 한편, 이 시기에는 

현 중국어에서처럼 ‘仅’과 연용하여 ‘仅就’의 형식으로 범위를 한정시키거나, 

‘罢了’와 공기하는 방식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明淸 시기에는 

‘就’가 이미 범위부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 중국어에서만큼 다양한 용

법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당시 유의어 ‘只’의 활발

한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15)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모두 사용

되는 ‘只’와의 경쟁에서,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就’는 상 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출현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15) CCL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는 ‘只’는 魏晉南北朝 시기부터 明淸 시기에 이르러 꾸준히 

범위를 한정시키는 범위부사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a. 向覺明藏顧氏原校本只此十四字。 (東晉 《華陽國志》)

b. 天下本自無事, 只是愚人擾之, 始爲煩耳。 (唐 《大唐新語》)

c. 賤妾只生一個子, 只合在家養親 。 (五代 《敦煌變文選》)

d. 正叔有多 好事, 公都不說, 只揀他疑似處非笑他, 何也？ (北宋 《童蒙訓》)

e. 你只管理 別人家貓兒, 不知走卻自家狗子？ (南宋 《五燈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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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어기부사 ‘就’

어기부사 ‘就’의 생성시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주장은 여러 갈래로 나뉜

다. 이는 크게 宋元 생성설, 元代 생성설, 明代 생성설 등으로 구분된다. 元代 

생성설을 제기한 연구는 许娟(2003)이다. 许娟은 元代에 어기부사가 량으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张谊生(2002:84)은 부사 ‘就’가 관계동사 ‘是’를 수식

하는 형식이 宋元 시기에 출현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王建军(2006:40)은 

‘就’와 ‘是’의 결합이 明代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기를 나타내는 

‘就是’가 ‘便是’를 체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체의 이

유에 하여, 주로 문어체로 사용되는 ‘便’이 구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하게 된 ‘就’와의 경쟁에서 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CCL에서 先秦부터 兩漢 시기, 魏晉南北朝 시기의 언어 자료를 조사

하였으나 어기부사 ‘就’의 용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许娟(2003)은 隋唐五代 

시기의 작품에서 출현한 다음과 같은 ‘就’를 어기부사라고 주장하였다.

(36) 問：“玄沙寶印, 和尚親傳。未審今日一會, 付囑何人？” 師云：“且就是。你  

   還解承置得摩？”16) (五代 《祖堂集》)

“현사 보인 화상이 친히 전하신 소식을 오늘의 이 중에서 누구에게 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선사가 답하였다. “우선 그 라 한다

면 알아서 간직할 수 있겠는가?”

현 중국어에서 ‘就是’는 한 단어로 인식하기도 하고, 어기부사 ‘就’와 관계

동사 ‘是’를 결합하는 ‘부사어+술어’ 형식으로 인식하기도 한다.17) 본고에서는 

(36)의 ‘就是’를 어기부사 ‘就’와 ‘是’의 결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이라는 접

속사로 보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 이유는 ‘就是’의 앞에 ‘且’가 있어서 마

땅히 ‘구차(설령) 그렇다고 치자’라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隋唐五代 시기를 어기부사 ‘就’의 형성시기로 보는 것이 어렵다

고 판단된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南宋시기에 ‘是’를 수식하는 어기부사 ‘就’

의 용례가 다음과 같이 관찰되었다.

16) 해당 예문의 한글 번역은 용문 역해(2006) 참조.

17) 전자는 张谊生(2000:84)이 있고, 후자는 《现代汉语虚词例释》(1986:29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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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小娘子吃了一驚, 舉眼看時, 卻是兩家鄰舍, 一個就是小娘子昨夜借宿的

主人。 (南宋 《错斩崔宁》)

소첩이 크게 놀라 고개 들어 보니 두 명의 이웃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은 

바로 전날 투숙했던 그 집의 주인이었다.

(38) 一個漢子從外面過來, 就是那郭排軍。 (南宋 《碾玉觀音》)

한 사나이가 밖에서 들어왔는데 바로 그 郭排軍이라는 자이다.

(37-38)의 ‘就’는 모두 ‘是’를 수식하며 어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7)은 한 명이 집주인이라는 사실에 놀랐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집주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8)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郭排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는 화자의 강한 확신

과 관련이 있다.

다음에서는 어기부사 ‘就’가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해서 살

펴보기로 한다. 또한 ‘就’에 어떠한 의미기능이 추가되었는지에 해서도 논의

하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9) (皇帝)難以歸國, 我等豈能就作失家之鬼乎？ (宋 《三朝北盟會編》)

(황제의) 귀국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찌 이 로 집을 잃은 

귀신이 되고 말아야 하는가?

曹廣 (1987)은 南宋 전후에 출현한 ‘就’는 강조를 나타내며, 긍정적 어기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就’ 뒤에는 더 이상 목적어가 

출현할 수 없으며 ‘就’ 역시 더 이상 이동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许娟(2003:24)은 元代 어기부사의 특징은 ‘就’가 ‘是’, ‘像’, ‘像…(一般)’, 

‘似…(一般)’ 등과 공기관계를 이루며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0) 剛剛討藥的這人, 就是救那婆子的。 (元 《竇娥冤》)

조금 전에 약을 구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노파를 살린 자이다. 

(41) 就像喉嚨氣斷死了, 不得知的一般。 (明 《醒世恒言》)

마치 숨을 거두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42) 見了烏帶, 就似眼中釘一般。 (明 《醒世恒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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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띠를 보고서는 마치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明代와 淸代를 거쳐 어기부사 ‘就’의 출현빈도수가 현저하게 높아지는데,18) 

이는 어기부사 ‘就’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3) 一聲響亮, 就如天崩地裂。 (明 《三國演義》)

‘쿵쾅’하고 커다란 소리가 터져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 는 것 

같았다.

(44) 行不多時, 望見這只畫舫就在前面。 (明 《今古奇觀》)

얼마 가지 않아 이 한 척의 화려한 유람선이 눈앞에 보였다. 

(45) 城隍山就是吳山。 (清 《儒林外史》)

城隍山은 곧 吳山이다. 

(46) 趙先生道：“老弟, 你爲甚麼就去了這些時？叫我終日盼望｡”

(清 《儒林外史》)

趙先生이 말하길, “아우야, 왜 종일토록 기다리게 이토록 한참 동안 떠나

있었니?”라고 하였다.

(43-46)에서 화용적 조건에 따라 관계동사 뿐만 아니라 동작동사와도 자유롭

게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근  시기에 

이르러 어기부사 ‘就’의 용법이 현 중국어 어기부사 ‘就’와 어느 정도 일치하

는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사 ‘就’의 네 가지 하위부류의 출현시기와 변천 양상을 살펴보았

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는 魏晉南北朝 

시기에 출현하였고, 범위부사 ‘就’는 宋代, 어기부사 ‘就’는 南宋 시기에 출현

하였다. 明淸 시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법들이 부분 사용되고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도표는 시기별로 각 하위부류의 부사 ‘就’의 분포 상

18) CCL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儒林外史》에는 ‘就’가 총 674회 출현하였다. 그 중 부

사 ‘就’는 626개이며 어기부사는 173개에 달한다. 즉 어기부사가 전체 부사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8%로서 元代의 18%(전체 부사 예문 67개 중에서 12개)보다 현저히 높아졌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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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정리한 것이다.

<도표 2-2> 고  시기별 부사 ‘就’의 분포19)

시 별 문 수량 부사20) 시간 속 범 어기

魏晉南北朝 874
14

8 6 0 0
1.8%

9
隋唐五代 885 1 8 0 0

1.0%

宋 1,353
33

11 15 1 6
2.4%

元 87
67

23 27 5 12
77%

明 528 65 54 3 15
137

26.0%

淸 674
626

85 245 24 172
92.9%

2.2 어원의 향에 따른 문법화 

문법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법화의 기제, 즉 문법화가 어떤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 중의 하나이다. 문법화

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학자들은 많은 문법화 기제들을 제시해 왔

는데,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기제로는 은유(metaphor), 유추(analogy), 환유

(metornymy), 재분석(reanalysis) 등이 있다.

① 환유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적 기제이다.21) 

19) 范立珂(2007:28)는 전체 ‘就’ 예문 중에서 부사 ‘就’가 차지하는 비중이 魏晉南北朝 시기

에는 12%, 隋唐五代 시기에는 4%, 宋元明清 시기에는 74%라고 하였다. 비록 상으로 

삼은 문헌은 다르지만 산출된 결과가 본고와 비슷하다.

20) 해당란에 있는 %는 전체 예문 중에서 부사 예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1) 기존의 주요 학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도표는 임지룡(2008:194)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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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환유는 개념이나 영상 차원의 문제로서 모든 표현과 이해의 영역

에서 의미를 확장하고 추상적 범주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22)하는 가장 기

본적이며 강력한 인지적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인지언어학에서는 이를 전통

적인 비유법 차원의 ‘환유’와 구별하기 위하여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라고 일컫는다.23) 환유는 한 실체와 다른 실체 사이에 일종의 화용

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과정이다.24)

한국어의 분류사도 환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어의 분류사로는 사람이나 

사물을 세는 단위인 ‘사람’(‘학생 두 사람’에서처럼)과 ‘그릇’(‘밥 두 그릇’에서

처럼) 등이 있다. 짐승의 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분류사 ‘마리’는 고 한국

어에서 머리(‘head’)를 가리키는 단어였다. ‘머리’와 ‘마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리’는 영어의 ‘two head of oxen’처럼 ‘머리’에서 기원했을 것

선행연구 환유의 정의 부연 설명 

Lakoff 

&Johnson

(1998:35)

한 실체를 사용하여 관련된 다

른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 햄 샌드위치가 계산서를 기다리

고 있다.’의 경우, ‘햄 샌드위치’는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을 지시

하게 된다. 

Kövecess 

& Radden

(1998:39)

환유는 동일한 영역 안에서 한 

개념적 실체, 즉 ‘매체(vehicle)’

가 다른 개념적 실체, 즉 ‘목

표(target)’에 정신적 접근을 제

공하는 인지 과정이다.

이 경우 ‘매체’란 다른 실체에 주의

를 유도하거나 정신적 접근을 제공

하는 실체이며, ‘목표’는 매체에 의해 

주의나 정신적 접근을 제공받는 실

체를 뜻한다. 

Taylor

(2002:590)

환유는 기본적으로 실체 e를 

지시하는 어떤 표현이 주어진 

영역 안에서 e와 접하게 관

련된 다른 실체에 해 사용되

는 과정이다.

‘나는 전화번호부에 들어 있다.’의 경

우, 실체 e인 ‘나’가 e와 접하게 관

련된 실체인 ‘내 이름과 전화번호’에 

해 사용된다. 

22) 개념화는 언어 단위가 개념적 작용과 배경지식의 보충을 위해 촉진제 역할을 하는 동

적 과정을 가리킨다.

(a) 잉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속담 (a)는 ‘잉어’를 따라 뛰는 ‘망둥이’를 통하여 망둥이의 행위에 유추되는 인간 행위, 

즉 ‘선거, 미녀선발 회, 주식투자’ 상황 등을 풍자한 것이다. 이 속담의 풍자성을 이해

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정신공간이 필요하다. 곧 우리 머릿속에는 ‘물고기’의 집합에 관

한 ‘속담 공간’이 촉매가 되어 유자격자와 무자격자의 집합인 ‘현실 공간’이 활성화되는

데, 이 두 가지 공간은 ‘품질의 높낮이’ 집합이라는 추상화된 ‘총칭 공간’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임지룡(2008:42-43) 참조.

23) 임지룡(2008:194) 참조. 

24) 임지룡, 김동환 역(2003: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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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25)

② 재분석은 문법화론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일찍이 여러 연

구에서 소개되었다. 환유 기제가 ‘인접성(contiguity)’ 특성 때문에 다른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는 기제라면, 재분석 기제는 내용어에서 기능어로 발전하는 문

법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다.

Langacker(1977)는 ‘재분석’의 개념을 ‘어떤 표현 형식의 변화에 있어서 외형

상으로는 직접적이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재분석은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형태 구조를 인식하는 방

법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외형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26)

Hopper(2002)는 영어의 ‘try and +V’구조를 재분석과 관련하여 분석한 바 있

다.27) 다음은 Hopper(2002)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47) I'll try and contact her.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한다. 

(48) They have tried and failed to contact her. 

그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49) I'll try to contact her.

나는 그녀에게 연락해볼 것이다.

(47)의 ‘try’와 (48-49)의 ‘try’는 의미가 다르다. (48-49)의 ‘try’는 ‘시도하다’라

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47)의 ‘try and’는 재분석을 통해서 이미 

한 단어로 인식된 상태이기 때문이다.28) (47)의 ‘try and +V’ 구조는 외형적으

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부적 맥락에서 ‘조동사+동사’로 재분석

25) 이성하(1998:180) 참고. 이성하(1998)는 이를 ‘분화’로 보고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26) 이성하(1998:240) 재인용. 

27) 梁銀峰(2008:60) 참조. 

28)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i) 음성적으로 ‘try’와 ‘and’는 연음 처리된다. (try-Ən)

(ii) try 형식만이 취할 수 있으며 tried, trying, tries 등은 안 된다. (*He tries and contact 

her.)

(iii) ‘try’와 ‘and’ 사이에 부사를 넣을 수 없다. 

‘I'll try hard to contact her.’라는 문장은 성립되지만, ‘*I'll try hard to contact her.’라는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梁銀峰(2008:60-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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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은 중국어의 재분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50) 但願春官把卷看。 (《杜荀鶴詩》) 

가. 다만 春官이 시험지를 쥐고 보기를 바랄 뿐이다. [‘把’: 동사]

나. 다만 春官이 시험지를 봐주기를 바랄 뿐이다. [‘把’: 전치사]

(50)의 ‘把卷看’은 원래 연동구조로 ‘V把+N卷+Vt看’이라고 분석하고 (가)처럼 

해석할 수 있다. 즉, 동사 ‘把’와 ‘看’은 ‘卷’을 모두 목적어로 취하였다. 그러

나 재분석을 거치면 처치식(處置式)으로 ‘(S)把+NV’로 분석하고 (나)처럼 해석

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각각 아래의 (A), (B)와 같다.

A.

SS

NP VP NP VP VPVP

V V NPNP

把把 卷卷 看看

B.

SS

NPNP VPVP

PPPP

P     P     NPNP VV

把把 卷卷 看看

<도식 2-1> ‘把卷看’의 재분석29) 

즉 ‘把+N+V’구조는 문법화과정에서 [(把+N)+V]에서 [把+(N+V)]로 재분석된

다.

③ 은유는 어떤 상이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문자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29) ‘把卷看’의 재분석에 관한 설명과 도식은 刘坚 외 2인(1995: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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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개념에 적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30) 인지언어학에서 말하는 

은유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를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된다.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를 경험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근원영역(source domain)’과 목

표영역(target domain)’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영역은 모종의 관계가 설정되

어 있는데 이를 체계적인 ‘인지사상(cognitive mapping)’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31) 임지룡(1997:174)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은 경험의 측면에서 조적인 개념이다. ‘근원영역’은 

우리의 일상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 물리적이며, 명확하고 구조

화된 경험이다. 한편, ‘목표영역’은 표현하려는 영역으로서 추상적, 비물리적

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따라서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영역으로써 낯선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적 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은유와 환유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환유는 인접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동

일한 인지모형 내의 사상이고, 은유는 유사성(similarity)에 바탕을 둔 서로 다

른 인지모형 간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이질성을 갖는다.32) 이런 의미에서 채현

식(2003:104)은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에 기댄 처리

라고 주장하였다. 

④ 유추는 어떤 언어 형태가 의미기능 또는 음성적으로 비슷한 언어 형태에 

동화되어 형태가 변하는 것 또는 그러한 형태가 새로 생겨나도록 하는 심리적

인 과정을 가리킨다. 문법화 과정에서 은유와 자주 함께 작용하는 유추 기제 

역시 넓은 의미에서 유사성에 기초한 추론(similarity-based reasoning)이라고 할 

수 있다.33)

유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A:B=C:X]의 형식을 통해 X의 값을 구하는 

것이다. 즉, 이는 일정한 준거 형식을 선택하여 그 형식에 응하는 해답을 탐

30) 이성하(1998:220) 참조. 

31) 임지룡(1997:173) 참조. 

32) 임지룡(2008:145) 참조. 

33) 채현식(2003: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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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하나의 추론 방식이다.34) 张谊生(2000b)은 일정한 언어 환경에서 추리

를 통해 어휘에 내포된 의미가 점차 명확해지며, 동반되는 의미가 점차 독립

적이고, 연상되는 의미가 점차 고정화되는 것을 유추라고 하였다.

유추에 관한 영어의 예시를 살펴보자.35)

(51) cat : cats = child : X, X= childs 

(52) ston : stones = shoe : X, X= stoes

영어의 단수-복수 교체형인 cat-cats를 참조하면, (51)처럼 child-children을 

child-childs로 유추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실제로 영어의 역사에서 나

타났듯이, (52)처럼 stan-stanes(ston-stones)를 고려해 볼 때, shoe-shoen(shoe-shoes)

이 현  영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태로 유추되었다. 

한편, 채현식(2003:110)은 다음과 같은 한국어의 예를 들면서 표면적 유사성

에 기초한 유추는 고립적이고 불규칙한 경우가 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미의 유사성에 기 어서 유추된 단어들이라고 하

였다.36)

(53) ㄱ. 내 : 내숭= 외 : X, X= 외숭

ㄴ. 맞 : 맞벌이= 세 : X, X= 세벌이

ㄷ. 글 : 文 : 문맹(文盲)= 컴퓨터 : 컴 : X, X= 컴맹

ㄹ. 눈 : 눈치= 코 : X, X= 코치

재분석만이 새로운 문법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나 유추의 역할은 문법화

의 연구에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37)

34) 이성하(1998:227) 참조.

35) 김은일 외 옮김(1999:75) 참조. 

36) ‘외숭’은 ‘내숭’의 ‘내’를, ‘內’를 뜻하는 한자어로 재분석한 후, 그 의미에 기초해서 만

들어졌다. ‘세’는 ‘맞’과 품사가 다르다. 다만 ‘수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유사성만 파악

된다. 한자어끼리 합성된 ‘문맹’과 외래어와 한자어가 합성된 ‘컴맹’의 구조가 다르다. 

‘치’는 공시적으로 접사로 부석하기 어렵다. ‘눈치’ 전체가 단일어로 인식되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립적이고 불규칙한 단어 형성

이다. 

37) 김은일 외 옮김(199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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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제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문법화를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며 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제가 함께 단계별로 작용하면서 문법화가 이루어진

다.38)

한편, 부사 ‘就’의 생성 과정에서 작용했던 문법화 기제에 해서는 李宗江

(1997), 張誼生(2000), 許娟(2003), 장효영(2009) 등이 논의한 바 있다. 李宗江

(1997:28)은 ‘就+NP+VP’에서 ‘NP’가 생략되는 경우에 ‘就’와 ‘VP’는 ‘而’로 연

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就’와 ‘VP’가 

행위와 목적의 관계로 설정되면 ‘就’는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발전하기 

쉽다고 하였다. 張誼生(2000:4)은 ‘就+VP’(동목구조)에서 앞의 동사에 실려 있

던 의미 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경우에 동목구조가 ‘부사어+중심어’ 구조로 변

화되면서 ‘就’가 부사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許娟(2003:15)은 ‘就+VP’ 

구조에서 동사 ‘就’의 의미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便, 乃, 因, 故’ 등과 함께 사

용되면서 재분석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맥흡수의 작용

으로 ‘就’가 ‘便, 乃, 因, 故’의 의미를 흡수하여 탈락시킴으로써 부사가 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장효영(2009:11-12)은 ‘就+동사’ 구조의 의미 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현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연동구조에서 부사어 수식구조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바로 ‘就’가 부사로 발전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본고의 논의에 중요한 토 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부사 ‘就’의 네 가지 하위부류가 각각 어떤 문법화 기제의 작

용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어원의미의 영향 또한 간과하였다. 문법화 지속성(persistence) 원칙

에 따르면 실사에서 발전한 허사는 계속해서 허화가 진행되더라도 원래의 실

사 의미와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허사는 어원과 접한 의미 관계를 문법

화의 인지적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39) 따라서 본고는 ‘就’에 작용하는 문

법화 기제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법화 과정에서 ‘就’의 어원의

미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문법화 기제들이 ‘就’

의 어원의미의 영향과 더불어 부사 ‘就’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고찰

하기로 한다.

38) 이성하(1998:219) 참조. 

39) 沈家煊(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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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접근성’의 영향

‘就’는 본래 ‘접근하다’를 의미하며40) 이동동사에 속한다. 다음은 《說文解字》

에 수록된 ‘就’의 글자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卷五】【京部】
<도식 2-2> 《說文解字》에서 ‘就’의 자모양

許愼은 《說文解字》에서 ‘就’의 의미와 구성성분에 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41)

就, 高也。從京從尤。尤, 異於凡也。
就는 높은 것이다, ‘京’과 ‘尤’로 구성되었다. ‘尤’는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

는 것이다.

京, 人所爲絕高丘也。
京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높은 언덕을 이른다. 

段玉裁는 “《廣韻》에서 이르기를, ‘就’는 ‘이루다, 맞이하다, 접근하다’의 의미

이다. 이는 모두 ‘就’의 파생의미이다. ‘京’은 높은 것이다. 높으면 일반적인 것

과 다르기 마련이다.”라고 하였다.42) 桂馥의 注에 의하면, “이 말은 사람이 거

주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孔廣居는 “京은 높은 언덕이

다. 고 에 홍수가 범람하기 때문에 높은 언덕이 다른 일반 곳에 비해 특별하

니 사람들이 거기에 갔던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43)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就’는 ‘京’과 ‘尤’44)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40) 《古代汉语词典》(2007:828) 참조.

41) 許愼 저, 段玉裁 주(2006:229) 참조. 

42) 段玉裁注: “廣韻曰, 就, 成也。迎也。即也。皆其引申義也。京 , 高也。高則異於凡｡”

43) 桂馥注: “此 人就高以居也｡”

孔廣居注: “京, 高丘也。古時洪水橫流, 故高丘之異於凡 人就之｡”

44) 《康熙辭典》(1977)에 의하면 이 두 글자는 모두 갑골문에 나온 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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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간다는 의미이다.45) 

이동동사는 이동 주체가 이동하거나 객체가 어떤 힘에 의하여 이동됨, 혹은 

장소의 이동을 나타낸다.46) ‘就’는 목표를 향해 이동하면서 목표와의 거리를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접근성]의 의미적 특성을 필수적 요소로 가

진다.47)

‘접근성’이라는 특징을 잘 활용하면 ‘就’의 용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旋’과 ‘就’를 간단히 비교하고자 

한다. 朱福妹, 马贝加(2008)는 ‘旋’이 ‘즉시(‘立即’, ‘不久’)’를 의미한다고 하였는

데,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그들의 글에서 제시한 ‘旋’은 주로 과거를 나타내며 

미래는 나타내지 못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立即, 不久’라는 의미를 나타

낼 수 있는 ‘就’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한 해답을 얻기 위해 ‘旋’의 기본의미를 살펴보면, ‘转’, 즉 ‘돌다’라

는 의미와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돌다’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

는 도는 것이 확인될 때 쓸 수 있다. 그 이유는 도는 행위 자체에 결과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시간부사 ‘就’는 ‘접근하다’라는 의미에서 

발전했는데 이는 과정을 나타낸다. 즉 도착하기 전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종점으로 향해 접근하고 있음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就’는 ‘旋’이 가질 수 없

는 미래지향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2.2.1.1 시간부사 ‘就’

앞서 밝혔듯이 ‘就’의 기본 의미는 ‘접근하다(趨, 趨向)’로 간주되는데, 이는 

공간차원에서 볼 때, 행위자가 공간을 이동하고 있으며 목표점에 접근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근거하면 동사 ‘就’의 의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도식

45) 본고의 조사에 의하면, 《古代漢語辭典》(2007)의 한자 중에서 ‘京’을 구성부로 이룬 한자

는 부분 [+크다]나 [+높다]는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고, ‘尤’를 구성부로 이룬 한자는 

부분이 [+특별하다]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 

a. 驚, 鯨, 婛, 黥, 鶁, 瓊, 倞, 剠, 鍄, 猄, 勍, 景, 璟, 暻, 燝, 憬, 幜 등.

b. 魷, 疣, 肬, 訧, 沋 등.

46) 전수태(2009:4) 참조.

47) 전수태(2009:129)는 [접근하다]를 어떤 방향으로 가까워지기 위한 이동이라고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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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 수 있다.

  A             C      B
  ░———————⊙➜⇢⇢▇

<도식 2-3> 동사 ‘就’의 도식 

‘就’는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상도식에서 출발지, 목적지, 현 위치(행위

주체의 위치)를 각각 A, B, C로 표시하였다. 발화에서 행위자의 출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A지점을 B지점보다 옅게 표시하였다.48) 실선

의 화살표는 행위자가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점선의 화살

표는 행위자가 목표지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은 <도식 2-3>에서 설명한 ‘就’의 의미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54) 春秋之時, 星霣宋都, 就而視之, 石也, 不圓。 (東漢 《論衡》)

춘추시기에 별이 송도에 떨어졌다. 가까이 가서 보니 돌인데 둥근 모양

이 아니었다. 

(54)에서 ‘就’는 행위자가 별에 다가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행위자가 원래 

서 있던 지점을 A라고 가정하자. <도식 2-3>에 따르면 행위자가 A에서 출발하

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C지점에 이르러 별이 있는 곳인 B지점에 접근하고 있

다. 그렇다면 ‘就’의 의미특징으로 간주되는 ‘접근성’이 문법화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가?

(55) 又恐人之離本就末也。 (西漢 《淮南子》)

또한 사람들이 근본을 떠나 말단의 것을 가까이 할까 걱정된다.

48) ‘就’가 출현한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就’는 ‘어딘가’에 접근하는 의미로, 출발점

을 필수 요소로 요구하지 않는다. 나익주 옮김(2005:105)에 따르면 영어의 ‘arrive’는 전

체 탄도의 목표나 끝점에 초점을 두는 반면, ‘go’는 탄도의 출발점에 초점을 두거나 이

와 관련하여 중립적이다. 이처럼 같은 이동동사라도 의미특징에 따라 출발점이나 도착

점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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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三徑就荒, 松菊猶存。 (東晋 《歸去來兮辭》)

세 갈래 오솔길의 풀들은 이미 시들었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남

아있네.

(57) 郭排軍吃了一驚, 拽開腳步就走。 (南宋 《話本選集》)

郭排軍은 크게 놀라서 재빨리 갔다. 

(54)의 ‘就+N’ 구조와 (55-57)의 ‘就+N’ 구조, ‘就+A’ ‘就+V’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54)의 ‘N’은 잘 보이기 위해 가까이 접근한 별이며 ‘就

+N’은 행위자가 목적지, 즉 별이 있는 곳을 향한 공간적 접근을 나타낸다. 

(55)의 ‘N’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末’이며 ‘就+N’은 행위자가 그러한 

목표를 향한 가상적 접근을 나타낸다. (56)의 ‘A荒’은 길이 일찍 황폐한 상태를 

의미하며 ‘就+A’는 소나무와 국화를 제외한 나머지 식물들이 이런 황폐한 상

태에 이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57)의 ‘V走’는 ‘걷다’의 의미이며 ‘就+V’

는 ‘걷는 행위’를 향한 가상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就’의 접근성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就’+N: 목적지를 향한 공간적 접근

2단계, ‘就’+N: 목표를 향한 가상적 접근

3단계, ‘就’+A: 상태를 향한 가상적 접근

‘就’+V: 행위를 향한 가상적 접근 

다음은 이런 ‘접근성’의 영향 아래 시간부사 ‘就’의 변화에 작용한 문법화 

기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가 주목한 것은 공간이동을 의미하는 ‘就’가 어

떻게 시간개념을 표현하게 되었고 또한 시간을 나타낼 때 왜 주로 ‘빠르다’ 혹

은 ‘짧다’를 의미하는지에 한 문제이다. 

인간은 신체적 경험과 사유를 통해서 시간영역을 공간영역의 이동으로 이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간영역과 시간영역 간에 사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이해하고 있다.49) 

(58) 鄱醫趙珪者......慶元元年四月病死。二年正月, 妻成氏謀改適人, 夢其來

49) 임지룡(1997:2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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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 使候釋服乃可。至三年春, 就納坑治司魏客將。 (《夷堅三志⋅辛九》)

鄱醫 趙珪라는 사람이 慶元 元年 四月에 병으로 죽었다. 慶元 2년의 정

월에 그의 아내 成氏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趙珪가 꿈에 찾아와 그녀를 나무라면서 상복을 벗고 나면 (비로소) 재혼

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녀는) (慶元) 3년 봄에 坑治司(宋代 관직명) 魏客

將에게 시집갔다.

(58)의 ‘就納坑治司魏客 ’에 쓰인 ‘就’는 더 이상 공간적인 ‘접근하다’라는 

이동의 의미로 볼 수 없다. 예문에 쓰인 慶元 元年은 1195년으로, 이 사건의 

발생 시기가 중국 南宋 시기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 당시의 법전인《宋刑

統》50)에 따르면, 宋代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三年之喪(3년상)’을 치러

야 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개가(改嫁)를 하게 되면 3년의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혼인도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趙珪의 아내 成氏는 거상 

기간에 오히려 서둘러 재혼을 하려고 하였다. 다만 趙珪가 꿈에서 저지하는 

바람에 부득이 재혼의 시기를 늦추어서 결국 거상 기간을 채우고 나서 慶元 3

년 봄에 재혼하였다.51) (58)에서 부사 ‘就’는 거상 기간이 끝나자 재혼을 빠르

게 진행하고자 하는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의 도식을 통해서 (58)

의 ‘就’에 내재된 시간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A             C     B

▇—————⇢⇢⊙——░———➜ T

<도식 2-4> 시간부사 ‘就’의 도식 

시간부사 ‘就’의 의미특징을 나타낸 <도식2-4>에서는, 趙珪가 세상을 떠난 시

점을 A로 설정하였으며, 거상 3년 후보다 먼 시점은 B52)로 설정하였고, 아내

가 실제로 재혼하려는 시점을 C로 설정하였다. A, C 간의 시간 길이를 L1로, 

50) 《宋刑統》은 建隆 4년(963년) 7월에 완성된 宋代의 주요 법전이다.

51) 3년상은 25개월(‘三年之喪, 二十五月而畢’)로 만 2년, 즉 3년째라는 개념이다. 劉俊男

(2001), <喪制三年爲25月論>, 株洲師範高等 科學校學報, 第4期 참조. 

52) B 시점이 예상 시점이기 때문에 연하게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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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간의 시간 길이를 L2로 설정한다면, L1이 L2보다 기간이 짧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사회풍습에 따르면 A와 B 간의 기간인 L2가 더 선호되는 상황

에서, 趙珪의 아내는 B까지 미치지 못하고 C에 접근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

서 C로의 접근은 ‘빠른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58)에서 ‘就’는 ‘빠르게 진

행되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53)

동사 ‘就’와 시간부사 ‘就’의 의미적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영

역의 ‘접근’이라는 의미특징이 은유 기제를 통해 시간영역에 사상되면 ‘就’는 

‘(생각보다) 빠르게/일찍 발생함’이라는 의미와 응된다. 즉, 공간의 이동에 따

라 목표지점까지의 거리가 단축되었다는 인식을 시간영역으로 사상함으로써 

(목표지점을 향한) 거리적 접근을 ‘시간적 짧음’, 더 나아가 ‘시간적 이름이나 

빠름’으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유 기제는 어떤 상을 다른 종류의 

상으로 경험하는 것,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의 전이를 가리

킨다. 이러한 인지적 관점은 ‘시간이 짧다’라는 은유 기제를 통해 공간영역(‘일

정한 공간에서 행위자가 목적지를 향한 접근’)과 시간영역(짧은 시간에 사건이 

발생)간에 사상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54)

그러므로 동사 ‘就’에서 시간부사 ‘就’로의 발전은 공간영역에서 시간영역으

로의 사상과 관련된 은유 기제가 문법화에 작용한 결과이다. 공간영역과 시간

53) 이때 B는 일종의 심리적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참조점’은 일

반적으로 화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참조점으로 객관세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화자의 

시점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될 수도, 화자의 관점에서 사

건을 기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객관적 참조점은 실제 상황이나 정황을 

있는 그 로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로 화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상 적으로 차단되는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박재승(2011:9) 참조. 

54) ‘就’에 내포된 속도감에 해서 몇 가지 덧붙여 보충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就’의 어

원에서 역시 ‘빠르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고 에 동사 ‘就’는 홍수가 

범람할 때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피난행위

를 가리킨다(許愼의 《說文解字》孔廣居注 참조). 그러므로 속도 면에 있어서 ‘느리다’보

다는 ‘빠르다’가 더 상식에 맞을 것이다. 둘째, 본고는 張猛(2003:87-89)에서 나열한 趨止

동사를 참고하여 빠른 속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동 동사를 조사하였다. ‘奔, 逋, 馳, 

遁, 及, 趨, , 歸, 脫歸, 佚, 走’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張猛(2003)에는 ‘奔’은 ‘奔 ’, 

‘逋’는 ‘ 亡’, ‘馳’는 ‘奔馳’, ‘遁’은 ‘悄悄 走’, ‘及’은 ‘趕上’, ‘趨’는 ‘快步走’, ‘ ’는 ‘

走’, ‘ 歸’는 ‘ 回’, ‘脫歸’는 ‘脫身 歸’, ‘佚’은 ‘ ’, ‘走’는 ‘跑’라고 표기돼 있다. 그러

나 반 로 ‘느리다’의 의미를 내포한 이동동사는 드물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망치다’라

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동동사는 예외 없이 빠르다는 어감을 주고 있다. ‘就’ 또한 

일종의 ‘도망’이므로 속도 속성에 있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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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사상관계는 다음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도표 2-3> 시간부사 ‘就’ 생성과정 의 은유

동사 ‘就’ 

→
사상

시간 부사 ‘就’

접근하다 시간이 짧다, 사건이 연이어 발생

공간영역의 ‘접근’ 시간영역의 ‘접근’

 근원영역 (공간영역) 목표영역(시간영역) 

앞에서는 은유의 작용으로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就’가 시간의 의미를 지니

게 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은유를 통해 ‘就’의 시간적 의미가 형성되

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동사 ‘就’가 부사의 기능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언어유형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언어에서 동사

가 부사로 발전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모든 동사

가 부사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사 ‘就’가 시간부사 ‘就’

로 문법화 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떠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본고는 

재분석 기제가 ‘就’의 통사적 조건에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시간부사 ‘就’의 생

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劉 (1995), 楊榮祥(2005) 등은 실사가 문법화 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해당 성

분의 통사적 위치의 중요성에 해 논의하였다.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先秦兩

漢 시기에는 ‘就’가 동사로만 사용되었으며 주로 세 가지 구조에 출현하고 있

다. ① ‘V就+O’, ② ‘V就+V₂+O’, ③ ‘V就+而+V₂+O’가 그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연동구조는 동사가 부사로 문법화 하는 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謝惠全(1987), 劉 (1995)은 ‘就+VP’ 형식에서 ‘就’와 ‘VP’는 행위와 목적의 관

계이며, 이러한 위치에 처한 동사는 문법화 되기 쉽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에 

더해서 연동문 ‘就+V+O’의 가변요소인 ‘V’, ‘O’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논

의하기로 한다.

漢代에 관찰되는 ‘就’ 연동문에서 동사 ‘就’ 뒤에 출현하는 동사로는 ‘視, 說, 

笑, 責, 食’ 등이 있고,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加誅, 見, , 攻, 令, 發遣, 拜, 

殺, 洗, 視, 征, 遷’ 등이 보인다.55)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5) CCL을 통해 수집한 연동문은 漢代에 12개, 魏晉南北朝 시기에 71개가 된다. 



54  현 중국어 부사 ‘就’의 의미기능과 문법화 연구

(59) 盧敖就而視之。 (西漢 《淮南子》)

盧敖는 다가가 그것을 살펴보았다.

(60) 人相食, 令民就食蜀漢。 (東漢 《漢書》)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蜀漢지역에 가서 (음식을) 먹

도록 하였다.

(61) 使從事中郎徐勳就發遣操。 (西晉 《三國志》)

從事中郎인 徐勳으로 하여금 曹操를 보내라고 하였다. 

(62) 就令足下處偏平之地, 依德義之主。 ( 西晉 《三國志》)

그 로 하여금 평탄한 곳에 거처하게 하고, 덕망이 있고 의로운 자를 주

인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59)에서 ‘就’와 ‘視’는 ‘而’로 연결되는 연동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就’는 선행동작을 나타내고 ‘視’는 후속동작을 나타내며, 두 동작은 공통적으

로 명사 ‘之’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60)은 ‘就’와 ‘食’이 긴 하게 이어진 

연동구조이다. ‘就’와 ‘食’은 ‘蜀漢’(촉한 지역의 곡식)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漢代에 ‘就+V+O’ 구조에서 ‘V’는 ‘就’와 긴 한 연동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就’와 ‘V’는 목적어 ‘O’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이 경우 ‘V’는 행동주

체가 이동한 후에 취하는 다른 동작을 나타낸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들어선 후 ‘V’가 반드시 행동주체가 이동한 후에 취하는 

다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61)의 ‘發遣’은 ‘보내다, 유배시키다’, ‘시

키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61)의 ‘就+V+O’ 구조 중 ‘就’와 ‘V’인 ‘發遣’의 

행동주체는 사역구의 겸어인 ‘徐勳’으로 같고, 이때 ‘就’는 여전히 ‘徐勳’이 ‘曹

操’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62)에는 변화가 보인다. 

(62)의 ‘令’은 ‘시키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就+V+O’ 구조는 ‘就+O’& 

‘V+O’라는 필연성이 없어진다. 즉, ‘令’이 ‘이동하고 나서 취할 수 있는 동작’

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就+O’의 동목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56)

지금까지 ‘就+V+O’ 구조에서 ‘V’를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就+V+O’ 구조

의 ‘O’에 해 살펴보기로 하자. ‘O’는 ‘就’의 목적어이면서 ‘V’의 목적어로 간

56) 본고는 이러한 ‘V’의 변화에 ‘就’가 지닌 ‘접근하다’라는 ‘이동’의 의미가 약해진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즉 연동구조의 두 동사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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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63) 投之地。就視之則不見。 (東漢 《前漢紀》) 

그것을 바닥에 던졌다. 보려 가까이 다가갔으나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64) 紂赴火死, 武王就斬以鉞, 懸其首於大白之旌。 (東漢 《論衡》)

紂가 불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武王은 그를 鉞로 베어 그의 머리를 커다

란 백기에 매달아 놨다.

(65) 就令足下處偏平之地, 依德義之主。 (西晉 《三國志》)

그 로 하여금 평탄한 곳에 거처하게 하고, 덕망이 있고 의로운 자를 주

인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66) 時適二月社, 民各在其社下, 悉就斷其男子頭。 (西晉 《三國志》) 

二月 제사가 있는 때라 백성들이 모두 제사 자리에 모여 있어 가서 남정

의 머리를 모두 베어 버렸다. 

(63-66)은 모두 ‘就’ 연동문이다. (63)의 ‘O’인 ‘之’는 ‘就’와 ‘視’에 공통적으

로 사용된 목적어이다. (64)에서 두 번째 절에서 목적어 ‘O’는 생략되었는데 

이는 앞 절에 쓰인 목적어 ‘紂’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65-66)의 ‘O’는 복잡한 

형식으로 (63-64)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就視之’와 ‘就斷其男子頭’의 두 구조를 통해 비교해 보기로 하자.

就而視之(東漢《前漢紀》) = 就之+視之 

就斷其男子頭 (西晉《三國志》) = ?? 就其男子頭+斷其男子頭

‘就而視之’는 ‘就之’+‘視之’로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就斷其男子

頭’를 ‘就其男子頭’+‘斷其男子頭’로 분석하게 되면 부자연스럽다. ‘就其男子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에 다가간다는 표현이 보편적인 상

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자.

就斷其男子頭= 就(其)男子+斷(其)男子頭

위의 분석 방식이 자연스러운 것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어

떤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분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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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용되는 것은 ‘O’와 ‘就’의 의미관계가 느슨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就

+V+O’ 구조에서 가변요소 ‘O’의 구조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뉠 수 

있다.

  1단계 : ‘O’는 단독명사로서 행위의 상을 나타내며, 의미적으로 ‘就’의 

목적어이면서 ‘V’의 목적어이다.

  2단계 : ‘O’는 복잡한 구조의 명사구로서, 의미적으로 ‘V’와의 관계가 긴

하지만 ‘就’와의 관계는 느슨하다.57)

연동문 ‘就+V+O’에서 ‘V’, ‘O’의 변화와 ‘就’의 의미기능의 변화 간의 시간

적 선후관계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자세하게 고찰하기 어렵다. 본고는 이들이 

상보적 관계를 이루면서 시간부사 ‘就’의 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연동구조 ‘就+V+O’는 ‘V’와 ‘O’의 변화에 따라 재분석이 일어났음을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우선, 국부적 맥락에서 ‘V’가 동작성이 약화되면

서 ‘就’의 이동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행위자가 ‘V’의 

동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就’의 이동성이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경우 ‘(就+O) & (V+O)’로 분석해야만 했던 ‘就+V+O’ 구조를 ‘就

+(V+O)’ 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재분석 이후 ‘就+V+X’ 

구조를 ‘부사어 就 + 동목구조(V+O)’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편, ‘O’를 충당하는 성분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就’와의 의미관계가 느슨

해지는 반면 ‘V’와의 의미관계는 긴 해진다. 이 경우 ‘就+V+O’ 구조가 ‘就

+(V+O)’ 구조, 즉 ‘부사어 就 + 동목구조(V+O)’로 재분석된다.58)

‘就+V+O’ 구조의 재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57) 이 서술은 就+V+O’ 구조에서 가변요소 ‘O’가 모두 복잡한 구조의 명사라는 뜻이 아니

고 ‘O’가 복잡한 구조의 명사일 때 ‘就+V+O’의 심층 구조에 의미 변화가 생긴다는 의

미이다. 

58) ‘V’와 ‘O’에 변화가 일어난 순서는 알기 어려우나,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

리고 그 순서가 재분석 후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순서는 어

떻게 됐든 간에 재분석을 거쳐 ‘就+V+O’라는 연동 동목구조가 ‘부사어+중심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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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4> ‘就+V+O’구조의 재분석 과정

단계 형식 분석 구조의 종류

1단계 (V就+V₂)+O 
V就와 V₂는 연동관계, O는 V就의 목

적어이자 V₂의 목적어이다.
연동구조

2단계 V就+(V₂+O)
V₂와 O는 동목관계, V就의 목적어는 

출현하지 않았다． 연동구조

3단계 Adv就+(V+O)
V와 O는 동목관계, ‘就’는 부사어로

서 V나 VO를 수식한다.

부사어 

수식 구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재분석 기제가 시간부사 ‘就’의 생성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就+V+O’ 구조는 ‘就’, ‘V’, ‘O’ 각자의 

변화 및 삼자의 상호작용이 재분석을 유발하여 동목구조에서 ‘부사어 중심어’ 

구조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1.2 접속부사 ‘就’

본고는 접속부사 ‘就’가 시간부사 ‘就’에서 발전하였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은유와 유추 기제의 작용을 중심으로 접속부사 ‘就’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67) 府尹聽他們言言有理, 就喚那後生上來。 (南宋 《話本選集‧錯斬崔寧》)

府尹은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 후생더러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68) 老夫妻見女兒捉去, 就當下尋死覓活。 (南宋 《話本選集‧碾玉觀音》)

노부부가 딸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죽자고 하였다. 

(69) (翠蓮)觀見二親滿面憂愁, 雙眉不展, 就道∶“父是天, 娘是地, 今朝與兒

成婚配｡” (南宋 《話本選集‧快嘴李翠蓮記》)

翠蓮은 양친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차고 오만상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말하길, “아버지는 하늘이 되어주시고 어머니는 땅이 되어주시면 오늘 이 

딸이 혼인을 성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70) 他如今有了親兒, 不要我做兒子了, 就要趕我出去。
(元 《鄧夫人苦痛哭存孝》)

그분은 지금 친아들이 생겨 나 같은 아들이 필요 없어서 내쫓으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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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71) 孔明大喜, 就用呂凱爲行軍教授兼向導官。 (明 《三國演義》) 

공명이 크게 기뻐하여 呂凱를 행군 지도자 겸 길 안내하는 자로 등용하

였다. 

(67-71)의 ‘就’는 모두 특정한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로 사용된 것이

다. (67)에서 후생을 부르는 행위는 ‘就’ 앞의 선행절인 듣는 행위의 결과가 되

고, (68)에서 죽겠다고 말한 행위는 ‘就’ 앞의 선행절인 딸이 잡혀가는 것을 목

격하는 행위의 결과가 되며, (69)에서 화자가 고백하는 행위는 ‘就’ 앞의 선행

절인 부모님의 표정을 보는 행위의 결과가 된다. 마찬가지로 (70)에서 내쫓으

려는 행위는 ‘就’ 앞의 친아들이 생긴 사실의 결과가 되고, (71)에서 呂凱를 등

용하는 행위는 ‘就’ 앞의 공명이 기뻐하는 심리상태로 인해 생긴 결과가 된다. 

(67-71)에서 ‘就’로 연결되는 선행절과 후행절간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두 인과관계를 형성한 점이고 또 하나는 선행절과 후행절은 모두 선

후 시간 순서를 따른다는 것이다. 이제 시간영역과 인과관계를 비롯한 나타내

는 논리영역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Heine(1991:75)는 시간에서 인과관계로의 은유(time-to cause 

metaphor)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두 사건이 나란히 제시되었을 때 ‘처음에 한 

일은 나중의 일에 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 관습화되어 시간영역이 더욱 추

상적인 원인영역으로 전이된다는 것이다.59) 임혜원(2004:92)은 사건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과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인지하였을 경우 목적

을 도착점으로 해서 목적을 향한 이동으로도 인지한다고 하였다.

다음의 도표는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

영역에서 추상영역으로의 사상관계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59) 임혜원(2004: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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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5> 시간부사 ‘就’와 속부사 ‘就’의 의미 연 성

사상 계 시간부사 ‘就’ 속부사 ‘就’

기본 의미기능 빠른 시간 안에 발생  논리관계

두 개의 연결 A시점, B시점 A 사건, B 사건

연결  

간의 계

A시점과 B시점 간 

시간 순서 존재

A사건과 B사건 간 논리적 

순서(假定⋅因果 등 관계)

존재

앞서 2.2.1.1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은유의 작용 하에 동사 ‘就’가 시간부사 

‘就’로 발전하는 과정은 공간영역에서 시간영역으로의 사상을 통해 확인하였

다. 한편, 시간부사 ‘就’에서 접속부사 ‘就’로의 발전은 시간영역에서 좀 더 고

차원적인 추상영역의 사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은유 기제만으로는 부사 ‘就’가 표현하는 단순한 인과관계에서 어떻

게 수많은 논리관계까지 표현하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접속

부사 ‘就’는 인과관계 외에 가정, 조건 등의 논리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 시간

적인 ‘접근’, 즉 시간의 선후 순서는 인관관계로 사상할 수 있으나 조건관계, 

가정관계로의 직접적인 사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就’와 조건이나 가정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就’ 사이의 내재적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张丽丽(2009:128-129)에 따르면 동사 ‘就’에 내포되어 있는 ‘도착 전’이라는 

의미에서 미실현(short of factuality) 조건절이나 반사실(not-factual) 조건절을 도

출할 수 있다. 인과와 가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표 2-6> 인과와 가정의 계60)

논리 계의 

유형 
문 분석

실  

여부

인과 계

(causative)

因你没钱, 我就不曾认真的替你说。(清 《儒

林外史》) 네가 돈이 없는 관계로 내가 진

지하게 너를 변해주지 않았어. 

 原因절

+結果절
기실현

가정 계

(conditional)

如果你没钱, 我就不认真的替你说。네가 돈

이 없다면 내가 진지하게 너를 변해주지 

않을 거야.

 假定절

+結果절
미실현

60) 张丽丽(2009:105)의 논의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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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부사 ‘就’가 유추의 작용을 받아 가정관계

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2) 有治績則就增位賜爵。 (晉 《三國志》)

가. 관리가 공적이 생기니 승진시킬 것이다. 

나. 관리가 공적이 생기면 승진을 시킬 것이다.

(73) 我詐敗, 張飛必然趕來, 汝等就截其歸路。 (明 《三國演義》)

내가 패배한 척하면 張飛는 틀림없이 쫓아올 것이다. 그 들은 그가 돌

아가는 길을 막아주어라. 

(74) 若是對得不好, 猜得不著, 唱得不好, 就將他黑墨搽臉, 亂棒打出去。
(元 《琵琶記》)

만약 화음을 제 로 못 맞추거나 답을 제 로 못 맞히거나 노래를 제

로 못 부른다면 그의 얼굴을 까맣게 칠해놓고서 몽둥이로 인정사정없이 

그를 구타하고 쫒아낼 것이다.

(75) 如有不公不法者, 就便究問。 (明 《三國演義》)

만약 불공평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다면 추궁할 것이다.

(72)는 (가)처럼 공적이 생기는 사건과 승진이라는 사건을 인과관계로 이해

할 수도 있고, (나)처럼 선행사건을 후행사건의 실현 조건으로 봐서 가정관계

로 이해할 수도 있다. (73)은 ‘张飞’가 쫓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길을 막는 행

위를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74)에서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쫓겨남의 

원인이 되지만 전자를 가정관계의 조건으로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75)에

서 ‘不公不法’한 것은 추궁함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정관계의 조건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추 기제의 작용 없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就’

가 가정관계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은유, 유추 기제는 접속부사 

‘就’의 형성과 발전에 비중 있는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간부사 ‘就’의 생성이 동사에서 부사로의 전환이라는 점과 달리, 접

속부사 ‘就’는 ‘就’가 부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후에 출현한 것이다. 접속부

사 ‘就’의 용법은 부사의 내부 용법의 변화이므로 상 적으로 덜 복잡하다. 적

어도 통사적 위치에는 변화가 거의 없고 목적어가 아닌 술어를 수식한다는 공

통점 또한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주어에 변화가 있음이 관찰되었는데,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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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점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就’가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문장의 주어가 하나이다. 시간부사로 발전한 

후 행위가 빠른 시간 안에 발생한다거나 행위 자체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주어가 주로 하나이다. 그러나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표시할 때에는 주어가 두 개인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76) (定光佛)一見了如來, 便就說道：“既是東土厄難, 我當下世爲大千徒眾

解釋｡” (明 《三寶太監西洋記》)

(定光佛이) 여래를 보니 말하기를, “이왕 동쪽 세계의 재앙이 생긴 바에

야 제가 속세에 내려가 중생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77) 那大漢向前一走, 守橋口的嘍卒就把他攔住啦。 (清 《三劍俠》)

그 사나이가 앞으로 나가자, 다리 입구를 지키는 병졸들이 그를 막아 버

렸다. 

(78) 你老要是一露面, 他就跑啦。 (清 《三劍俠》) 

당신께서 얼굴을 비추면 그가 도망칠 것입니다. 

(76-78)은 모두 ‘一……就……’ 구조가 출현한 문장이다. (76)은 ‘就’로 이어진 

앞⋅뒤 행위는 ‘见’과 ‘说’이다. 이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는 생략된 ‘定光佛’로 

동일한 인물이다. 그러나 (77)은 이와 달리 주어가 두 개로 나타난다. (77)에서 

‘就’로 이어진 두 행위인 ‘走’과 ‘拦’의 주어는 각각 ‘大汉’과 ‘喽卒’으로 서로 

다른 행위주이다. 마찬가지로 (78)에서 ‘就’로 이어진 두 행위인 ‘露面’과 ‘跑’

의 주어는 각각 ‘你’과 ‘他’로 서로 다른 행위자이다.

이러한 점은 ‘就’가 단문에서만 출현하다가 복문에서도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61) 복문으로 연결된 두 사건은 시간 순서에 따른 논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시간부사 ‘就’가 주로 동일한 행위자가 두 가

지 행위를 연이어 하는 상황에 사용되는 것에 비해, 접속부사 ‘就’는 논리관계

를 형성하는 두 개의 절 사이에 사용되며 주어가 하나에서 두 개로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61) 본고는 이것을 접속부사를 판단하는 절 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며 이런 변화가 

접속부사 ‘就’에서 나타났음을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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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就+X: ‘就’는 동사

(나) S+就+V(+X): ‘就’는 시간부사 

(다) S₁~, 就+V(+X): ‘就’는 시간부사 / 접속부사 

(라) S₁~, S₂+就+V(+X): ‘就’는 접속부사

(라)의 경우는 주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논리적 관계, 예컨  

인과나 조건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79) 有治績則就增位賜爵。 (《三國志》)

관리가 공적이 생기는 로 그를 승진시킬 것이다. 

(80) 若臣不稱職, 則就黜退, 陛下宜即還宮。 (唐 《通典》)

신하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를) 즉시 파면시킬 테니, 폐하께서

는 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81) 拿銀子來就賣給你。 (元《老乞大》)

은자를 갖고 오면 (이것을) 너에게 팔게. 

(82) (弓)若好, 我就買了去。 (元 《老乞大》) 

(활이) 좋다면 내가 사갈 거야. 

(79)는 주어 두 개가 모두 생략된 문장이지만, 실제 의미를 살펴보면 술어구

인 ‘有治绩’과 ‘增位赐爵’의 주어는 각각 생략된 ‘관리’와 ‘관리를 다스리는 자’

이다. (80)에서 두 술어인 ‘不稱職’과 ‘黜 ’의 주어는 각각 ‘신하’와 생략된 

‘파면시키는 자’이다. (81)에서 두 술어인 ‘拿来’와 ‘卖’의 주어는 각각 청자와 

화자이다. (82)에서 두 술어인 ‘好’와 ‘买’의 주어는 각각 생략된 ‘弓’과 ‘我’이

다. 위의 예문에서 앞의 주어가 S1에 해당되고, 뒤의 주어가 S2에 해당된다. 

이 문장에서의 S1은 더 이상 ‘就’가 이끄는 후행절에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는 특징이 있다. S1의 의미특징에서 [자주성] 자질의 변화도 관찰되었다. 특히 

(82)와 같은 경우, S1은 사물로서 [-자주성]을 지니므로 후행절의 술어 ‘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에 한 통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접속부사 ‘就’의 문법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도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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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
1단계, 

     행위의 연이어짐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就’

     →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就’

        (시간영역→논리 영역) 

……………유추 …………
 2단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부사 ‘就’

      →  가정관계/조건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就’

         (기실현→ 미실현)

      → 다양한 논리관계의 접속부사 ‘就’ 용법의 형성      

  

<도식 2-5> 속부사 ‘就’의 문법화 과정

접속부사 ‘就’는 은유 기제의 작용을 받아 시간영역에서 논리영역으로 발전

하여 형성되었다. 즉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 두 사건은 인과관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추 기제를 통해 기실현 범주의 인과관계

에서 미실현 범주의 가정관계나 조건관계를 표현하게 된다.

2.2.2 ‘목표지향성’의 영향

范立珂(2007)에 따르면 동사 ‘就’는 [+주체], [+이동], [+방향], [+목표]와 같은 

의미자질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자질에서 목표를 갖고 이동한다는 의미를 유

추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범위’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바

에 의하면 ‘접근하다’로 해석되는 동사 ‘就’의 뒤에 목적어가 없는 예문은 찾

아볼 수 없었다. 許娟(2003) 또한 先秦시기에 사용되는 동사 ‘就’의 통사적 출

현환경은 ‘就+NP(+VP)’로 ‘NP’는 주로 구체적 처소명사나 상명사였다고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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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望之不似人君, 就之而不見所畏焉。 (先秦 《孟子》)

바라볼 때는 임금 같지 않고, 가까이 다가갈 때는 두려워할 만한 바를 

발견할 수 없었다.

(84) 肅於是越席就之, 拊其背。 (西晉 《三國志》)

肅은 이에 자리를 건너 그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어루만졌다. 

(85) 大夫就車。 (先秦 《國語》)

부께서는 마차 쪽으로 가셨다. 

(86) 處農, 就田野。 (先秦 《國語》)

농업을 종사하면 몸이 논밭에 있는 것이다.

(87) 是時, 白馬輜重就道。 (西晉 《三國志》)

그때 백마가 짐을 싣고서 도로에 나섰다.

(88) 又遣使者授齊王印綬, 當出就西宮。 (西晉 《三國志》)

사자를 시켜서 齊王에게 인수(도장끈)를 주고, 西宮을 출입할 때 사용하

게 한다. 

(89) 君可就東廊, 及至黃昏。 (六朝 《搜神記》)

그 는 東廊에 가도 좋으니 황혼까지 머무르십시오. 

(90) 民歸之, 由水之就下, 沛然誰能禦之？ (先秦 《孟子》)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감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 

성함을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

(91) 故以法誅罪, 則民就死而不怨。 (先秦《管子》)

고로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면 백성들은 사형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83-89)에서 ‘就’의 목적어는 구체적 목적이나 상

이고 (90-91)에서는 추상적 상이다. 구체적으로, (83-84)에서 ‘就’의 목적어는 

사람이고, (85-89)에서 ‘就’의 목적어는 구체적인 장소나 사물이다. 그리고 

(90-91)에서 ‘就’의 목적어는 방향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 명사이다. 동사 

‘就’ 후속성분의 이런 특징은 어원의미에 ‘목표지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방

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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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범위부사 ‘就’

범위부사 ‘就’의 생성에 해서, 许娟(2003:22)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언어사용자가 ‘就’ 뒤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 사물, 원인, 목적, 처소 등

에 초점을 부여했을 때 초점의 범위가 제한되는데, 이는 범위부사 ‘就’의 생성

과 관련된다. 그러나 许娟(2003:22)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문법화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고는 ‘접근하다’에서 ‘범위 한정’으로의 발전, 즉 동사 ‘就’에서 범위부사 

‘就’의 발전이 환유와 재분석 기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선 환유 기제가 범위부사 ‘就’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살펴보기

로 한다.

(92) 想漢家宮中, 無邊宮女, 就與俺一個, 打甚不緊？ (元 《漢宮秋》)

한나라 왕궁에 궁녀가 셀 수 없이 많으니 나한테 한 명만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

(93) 若就自家杜撰, 更不學, 更不問, 便已是凡下了。 (南宋 《朱子語類》)

만약 스스로 지어내기만 하는데다가 공부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면 

이미 보통보다도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92)에서 ‘一個’는 ‘就’의 수식을 받아 ‘딱 한 명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앞 구절의 ‘無邊’과 비를 이루어 수량이 매우 적음을 나타낸다. (93)에서 ‘就’

는 ‘스스로 지어내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글을 쓰는 것’을 비하면

서 방식의 한계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就’의 ‘(어떤) 범위의 제한’ 기

능은 본래 의미인 ‘접근하다’에서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62) 이 과정에서 작용한 기제는 바로 환유이다. 환유는 ‘B는 A를 표

한다’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B’는 매체이고 ‘A’는 목표이다. 이 이

동사건에서는 환유 기제의 작용으로 목적지가 부각된다. 이것은 목적지가 접

근이라는 이동사건을 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3)

Lakoff & Turner(1989)는 환유가 영역 횡단 사상이 아니라 한 실체가 또 다

른 실체를 표하게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두 개념이 동일한 영역 내에

62) 이 부분에 해서는 3.2.2에서 인지적으로 접근하여 그 심층적인 원인을 밝힐 것이다.

63) 임지룡, 김동환 옮김(2008:330-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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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왜 환유 관계가 인접성이나 개념

적 ‘근접성’에 기초를 두는지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就’가 환유의 작용을 받

아 범위부사를 생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표(target)인 목적지와 매체(vehicle)

인 이동사건이 모두 공간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동 행위, 행위자, 목적지, 경로 등으로 이루어진 이동사건은 이동하는 동작

을 포함한다. 이동의 목적지로 이동 사건 전체를 신하여 인식하는 것은 인

간 사유의 한 가지 방식이다. 개념의 측면에서 전체와 부분의 구분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하나의 행위 개념에는 관련된 사물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

의 행위를 생각하는 동시에 관련된 사물도 같이 연상하게 된다. 예컨  ‘운전’

이라는 행위는 운전자와 자동차라는 두 가지 사물개념을 배제시키면 존재할 

수 없다.64) 이기동(2000:97)에서 서술한 것처럼, 환유는 스키마의 일부분을 언

급함으로써 그 스키마 전체를 환기하는 작용이다. 예컨 , 영어의 ‘while’은 

<구체적인 시간적 상황→두 사건의 동시성에 한 상관성→두 명제간의 조

성에 한 평가>의 변화 경로를 거쳤다.65)

‘就’라는 행위의 실행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행위자가 목표를 향

해 가는 것이 동사 ‘就’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동사 ‘就’가 갖고 있는 범위와 

관련된 의미특징이 점차 분화되면서 문장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환유 기제는 ‘就’가 왜 ‘접근’이라는 사건을 나타내다가 ‘범위 한정’이라는 

기능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으나 ‘就’가 부사어 기능을 어떻게 갖

게 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재분석 기제의 작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就’가 뒤의 명사성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이다. 동사 ‘就’는 뒤에 목

적어를 지니는 동목구조로 사용되다가 목적어 뒤에 또 다른 술어성 성분이 출

현하는 경우에 재분석이 일어나기 쉽다.

(94) 就有道而正焉。 (《論語》) [‘就’: 동사]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바로 잡는다. 

64) 沈家煊(2006:39) 참조. 

65) 이와 관련된 논의는 ‘while’와 ‘be going to’의 환유 과정을 모형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은일 외2인 역(1999:113-114), 이성하(1998:240)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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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今河流之決, 不過退就二三里。 (五代 《舊唐書》) [‘就’: 동사]

지금 강이 범람하였지만 물은 불과 이삼 리 정도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96) 年十四, 就師學。 (西晉 《三國志》) [‘就’: 동사] 

14살 때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기 시작했다.

동사 ‘就’가 많이 출현하는 동목 구조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지

명, 사람, 수량 등이 있다. (94-9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就’의 목적어는 명

사나 수량사 등이 충당하고 있다. 후에 목적어 뒤에 술어가 따라 나오는 구조

로 발전하였다. 이때는 동목구조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즉, 이때 ‘就师学’은 [[V就+N]+V₂]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아래의 단계

로 발전한다. 

(97) (莽)復大賦斂, 就都大尹馮英不肯給。 (北宋 《资治通鉴》)

王莽이 다시 세수(稅收)를 강화하였는데 都大尹인 馮英만은 세 내는 것을 

꺼렸다. 

(98) 就他一個人來了？ (淸 《兒女英雄傳》)

그가 혼자만 왔는가?

(97)에서는 재분석이 일어나 ‘就’가 동사가 아닌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 즉 

(97)의 ‘就都大尹馮英不肯給’은 [V就[N馮英+V給]]로 분석된다. 마찬가지로 (98)의 

‘就他一个人来’는 [범위부사就[N他+V来]]로 분석해야 한다. ‘就’가 뒤의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의 재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V就+N)+V₂
2단계, V就+(N+V₂)

3단계, 범위부사就+(N+V)

둘째는 ‘就’가 뒤의 술어성 성분의 NP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99) 這牛浦也就有幾個念書的人和他相與。 (清 《儒林外史》)

몇몇 공부하는 자만 牛浦와 왕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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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就爲這胡七喇子的名聲, 沒有人敢惹他。 (清 《儒林外史》)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 이유는 오직 胡七喇子의 평판 때문이다.

(101) 初喂他的時候麽, 就把料水拌草與他吃, 到五更再把料都添與他吃。
(元 《老乞大諺解》)

처음에 (말을) 먹일 때는 물과 풀만 먹이다가 오경이 되면 사료를 더 넣

어 다 먹여라.

‘就’가 뒤의 술어성 성분의 NP를 수식하는 경우의 재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

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V就+V₂+N

‣(V就+N)+(V₂+N) 연동구조

2단계, V就+(V₂+N)

3단계, 범위부사就+(V+N)

2.2.2.2 어기부사 ‘就’

선행 연구는 부분 어기부사 ‘就’가 관계동사 ‘是’를 수식하면서 생성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기부사 ‘就’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한 언급은 부족하다. 본고는 어기부사 ‘就’가 은유, 유추 기제의 작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본다.

우선, 범위부사 ‘就’에서 어기부사 ‘就’로 발전하는 과정에 은유 기제의 작용

이 있었다.

(102) 想漢家宮中, 無邊宮女, 就與俺一個, 打甚不緊？ (元 《漢宮秋》)

가. 한나라 왕궁 중 궁녀가 셀 수 없이 많으니 나한테 한 명만 줘도 문

제가 되지 않겠지? 

나. 한나라 왕궁 중 궁녀가 셀 수 없이 많으니 나한테 한 명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은가?

(102)는 (가)처럼 큰 집단을 설정하고 그 안에 범위를 설정하는 의미로 풀이

한다면 이 때 ‘就’는 범위부사이다. 그리고 (나)처럼 화자가 자신의 주장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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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지를 나타낸다면 ‘就’는 어기부사이다.

범위부사 ‘就’는 은유 기제를 통해서 어기부사 ‘就’로 발전한다. 이것은 수량

영역에서 감정영역으로의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보다 더 추상적인 영역으로 사상하면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 쉽

게 말해 화자가 어떤 범위를 지정할 때 지정한 범위에만 집중되면 감정영역의 

확신이 된다. 셀 수 없이 많은 궁녀 중에서 한 명을 데리고 가기를 희망하는 

화자는 (가)처럼 ‘就’를 통해 ‘한 명’을 범위로 확정시킨다. (나)의 화자는 단순

한 수량 문제를 넘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인 ‘한 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범위

로 확정시킨다. 따라서 비록 (가)와 (나)의 범위가 서로 다르지만 양자는 사상

관계를 형성한다. 이 사상 과정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도표 2-7> 어기부사 ‘就’ 생성과정 의 은유 

범 부사 ‘就’ 

→

사상

어기부사 ‘就’

범위 한정 화자의 강한 의지, 태도

수량영역의 ‘범위’ 감정영역의 ‘범위’

근원영역 (수량영역) 목표영역(감정영역) 

다음 예문을 보자.

(103) (皇帝)難以歸國, 我等豈能就作失家之鬼乎? (宋 《三朝北盟會編》)

(황제의) 귀국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찌 이 로 집을 잃은 

귀신이 되고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서의 ‘就’는 문법화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就’ 뒤에는 동작 동사가 주로 따라 나온다. 그러나 ‘就’는 유추 기제를 거쳐 

‘是’, ‘像’, ‘似’, ‘如’ 등 관계동사와 공기관계를 형성한다.

(104) 小娘子吃了一驚, 舉眼看時, 卻是兩家鄰舍, 一個就是小娘子昨夜借宿

的主人。 (南宋 《錯斬崔寧》)

소첩이 크게 놀라 고개 들어 보니 두 명의 이웃인데 그 중의 한 명은 바

로 전날 투숙했던 그 집의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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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一個漢子從外面過來, 就是那郭排軍。 (南宋 《碾玉觀音》)

한 사나이가 밖에서 들어왔는데 바로 그 郭排軍이라는 자이다.

(106) 穿了此衫, 就如奴家貼體一般。 (元 《話本選集》)

이 옷을 입어보니 제 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07) 今日老身見了郎君, 就如見我蘇雲一般。 (元 《話本選集》)

금일 이 늙은이가 낭군을 만나보니 우리 집 蘇雲을 본 것 같네. 

(108) 就像喉嚨氣斷死了, 不得知的一般。 (明 《醒世恒言》)

마치 숨을 거두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109) 見了烏帶, 就似眼中釘一般。 (明 《醒世恒言》)

검정 띠를 보고서는 마치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110) 一聲響亮, 就如天崩地裂。 (明 《三國演義》)

‘쿵쾅’하고 커다란 소리가 터져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다.

위의 ‘就’는 더 이상 범위부사로 보기 어렵고 오직 어기만을 나타내는 것으

로 봐야 한다. 이처럼 본고는 어기부사 ‘就’는 범위부사에서 왔으며 은유와 유

추 기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 문법화 방향

이상에서 부사 ‘就’의 네 개 하위부류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본 것에 이어, 

이 절에서는 부사 ‘就’의 문법화 방향에 해 고찰할 것이다. 먼저 부사 ‘就’의 

문법화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고가 이론적 근거로 삼는 문법화 이론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속변이(Cline)이다. 연속변이를 의미하는 ‘cline’의 의미는 몸을 비스

듬히 굽히는 동작(bend)이나 언덕의 경사(slope)를 가리키는 말에서 기원하였다. 

이는 문법화 현상이 토막토막 끊어지듯이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경사면을 따

라 내려가는 것처럼, 변화가 어떤 경로를 따라 연쇄적으로 이루어짐을 가리킨

다. 연속변이라는 용어는 Halliday(1961:249)가 최초로 언어학 이론에 적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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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그 후 문법화를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연속변이를 언덕

에 오르내리는 일에 비유하자면, 어원어가 문법화의 ‘언덕’ 위에 오르게 되면 

그 경사면을 따라 계속적으로 굴러 내려오면서 부피가 작아지고 변화가 발생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내용어가 기능어로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문법성의 연속변이

①내용어> ②문법적 단어> ③접어> ④접사 

위의 도식은 내용어가 문법적 성질을 가진 단어로 변하고 의존적 성분이 되

는 접어의 단계를 거친 후에 마지막에 접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이처럼 내용어에서 문법기능을 표시하는 단계로 변해가는 과정을 문법성

의 연속변이라고 한다.66) 주목할 만한 것은 연속변이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변

화 방향이 범언어적으로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이다.67) 부사 ‘就’의 생성 과정

은 ①에서 ②의 변화 단계를 거쳤는데, 이는 전환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②
단계에서 이동동사 ‘就’는 더 이상 이동을 나타내지 않고 문장에서 다양한 문

법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11) 如今来到庄上, 就在这芭棚下, 放下这药箱。 (元 《老乞大谚解》)

(가) 지금 이 마을에 도착했다. 곧바로 이 초막 아래에다 약상자를 내려

놓을 거야.

(나) 지금 이 마을에 도착했으니 이 초막 아래에다 약상자를 내려놓을 

거야.

(다) 지금 이 마을에 도착했으니 꼭 이 초막 아래에다 약상자를 내려놓

을 거야.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짐에 따라 (가), 

(나), (다)처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위와 같이 ‘就’의 시간부사, 접

66) 연속변이를 통해 어휘가 확장되는 과정 역시 나타낼 수 있다. 

67) 이성하(1998:135,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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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부사, 어기부사의 기능은 현 중국어에서 공존하고 있지만, 통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就’의 다양한 의미기능은 문법화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도표는 ‘就’의 다양한 의미기능에 한 문법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 2-8> 문법화 연쇄의 핵구조68) 

단계 Ⅰ Ⅱ Ⅲ

의미 어휘적 문법적 문법적

형태 어휘적 어휘적 문법적

문법화의 연쇄는 문법화 정도에 따라 위와 같은 3단계로 규정지을 수 있다. 

문법화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을 경우 덜 문법화 된 것을 의미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문법화가 많이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른쪽에 

근접할수록 문법화 정도가 높은 것이고, 형태들의 거리가 근접할수록 문법화 

정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69)

둘째, 의미지속성(Persistence)이다. Hopper(1991)는 문법화 과정에서 문법소가 

어원어의 의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현상이 있으며 이것을 의미지속성이라고 

칭하였다. 문법소는 그 어원적인 언어 형태로부터 점차적으로 문법화 되는 과

정에서 의미와 음운 형태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를 거친 후에도 원

래 어원어의 의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이런 의미지속성은 문법화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의미지속성으로 인해 새로운 문법소가 공기제약을 받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70)

셋째, 중복(overlap)이다. 중복은 Heine et al. (1991)에서 제기한 개념으로 

Hopper(1991)에서의 층위화(layering)71)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중복은 문법화

68) 이성하(1998:141) 참조.

69) 이성하(1998:140) 참조.

70) 이성하(1998:184) 참조. 

71) 층위화란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여러 문법화소들이 같은 기

능의 영역 안에서 자꾸 문법화되지만 옛 층위는 새 층위가 생겨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

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공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성하

(1998:173-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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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전 단계와 그 후속 단계 사이에 경계가 선명하지 않고, 두 단계에서의 

의미기능이 중간 단계에서는 모두 공존하여 나타난다는 문법화의 특징을 가리

킨다. 문법화에서 중복은 다음의 <도식 2-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계:           Ⅰ               Ⅱ              Ⅲ
근원구조:       A                A

목표구조:                         B               B

<도식 2-6> 복

<도식 2-6>에서 보듯이, II단계에서는 근원구조와 목표구조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존기에는 단일한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

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 Heine(1993)는 이러한 단계를 모호성 단

계(Ambiguity Stage)라고 부르고 있다.72) 

넷째, 단일방향성(unidirectionality)이다. 단일방향성 가설은 Bybee et al.(1994)

이 범언어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화 패턴을 관찰하여 일반화시킨 결과

이다.73) 문법화론에서 문법화 과정은 단일방향성 가설이 가장 보편적인 견해

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에 의하면 문법화 과정에서 일부의 경우 

단일방향성의 반례(反例)도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일방향성 문제는 문

법화 연구에서 크게 논쟁을 일으켰던 문제이다. 단일방향성은 문법화의 변천

과정이 ‘어휘성분→문법성분 혹은 덜 문법화→ 문법화’라는 특정한 방향을 따

라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74) 단일방향성 가설에서는 의미, 음운 형태, 범

주성에 있어서 그 변화의 방향이 단일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본다.75)

72) 이성하(1998:209) 참조. 

73) 이성하(1998:193) 참조. 

74) 吴福祥(2003:307) 참조. 

75) 단일방향성 가설에 따라 의미, 음운, 범주의 문법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의미: 구체적→ 추상적 

음운: 자립적→ 의존적 

범주: 어휘적→ 문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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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시간에서 접속으로

‘就’는 은유, 재분석 기제의 작용으로 시간부사로 발전하였고, 은유, 유추, 일

반화 기제의 작용으로 접속부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사 ‘就’→ 시간

부사 ‘就’→ 접속부사 ‘就’의 변천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Ⅰ  V就+V₂+O (연동구조) =就O+V₂O
         就   视  之

단계 Ⅱ  就+[V+O]: 부사 기능의 획득

         부사어+술어구

         (재분석에 의해)

단계 Ⅲ  就+[V+O]: 시간부사 ‘就’의 형성

         공간영역→ 시간영역

         (은유에 의해)

단계 Ⅳ  X선행절+就+[V+O]: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就’의 형성

         시간영역→ 논리영역

         (은유에 의해)

단계 Ⅴ  X, 就+[V+O]: 가정, 조건 등 논리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就’의 형성

         (유추에 의해)

    계기적 축

(기제 : 재분석)

계열적 축

(기제: 유추)

<도식 2-7> 동사 ‘就’→ 시간부사 ‘就’→ 속부사 ‘就’의 변천76)

76) 이 도식의 틀은 ‘be going to’의 발달 개요를 참고하였다. 김은일 외2인(1999: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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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동사→시간부사→접속부사’라는 발전 방향에 보편성이 있는지는 

언어유형학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첫째, 이 방향은 임지룡(1997:21-22)의 의미확장 양상 중 한 가지인 <공간→
시간→추상>과 부합한다.77)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종류의 ‘就’의 의미확장 과정 

역시 임지룡(1997:21-22)에서 제시한 의미확장 과정에 부합한다.

Traugott(1978)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간개념은 시간개념보다 구체적인 영

역에 속한다. 범언어적으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시간개념이 공간개념에서 

전이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  공간에서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동사가 시

간과 관련된 시제표지로 발전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의 예문을 보자.

(112) a. 사업이 잘 돼 간다. 

b. 학교에 다 와 간다. 

c. 그는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다. 

d. 평생 감자만 먹어왔다. 

한국어에서의 ‘오다’, ‘가다’는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표적인 이동동사이

다. 이 동사들은 연쇄동사구문을 통해 보조동사화 되면서 (112)에서와 같이 시

간성 표지어로 바뀌었다.78)

전수태(2009:26)에 따르면 이동동사가 이동의 자질을 제지당하고 추상화 되

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동동사가 위치 이동을 할 수 없는 이

동체를 주어로 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동사의 보조어가 이동동사로 

하여금 위치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다음을 보자.

<도표 2-9> 이동동사의 이동 자질 추상화 유형

이동동사가 치 이동을

못하는 경우

보조어에 의해 치이동을 

못하는 경우

        • 가격이 올랐다.

        • 인기가 하락되었다. 

• 그들은 토론에 들어갔다.

• 그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77) 임혜원(2004:20) 참조. 

78) 이성하(1998: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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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가 모두 魏晉南北朝 시기에 출현했는데 

양자의 출현 순서에 한 시기적 판별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복(overlap)의 원

리를 적용시켜 보면 접속부사 ‘就’가 시간부사 ‘就’보다 상 적으로 늦게 출현

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魏晉南北朝 시기의 일부 시간부사 ‘就’의 용

례를 보면 <도식 2-6>의 중북 단계Ⅱ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다음 예문을 보자.

(113) 兒忽得驚風病, 家人次日制黃幡一合於彼龕, 兒就脫然平貼。
(南宋 《夷堅志》)

가.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 가족들이 다음 날 노란색 조기(弔旗)

를 하나 만들어 감실에 넣어두자 아이가 곧 평안해졌다. 

나.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 가족들이 다음 날 노란색 조기(弔旗)

를 하나 만들어 감실에 넣어뒀더니 아이가 평안해졌다. 

(114) 荊州平, 嵩疾病, 就在所拜授大鴻臚印綬。 (《三國志》)

荊州가 평정된 후 嵩이 병에 걸려 거주지에서 大鴻臚 인수(도장끈)를 받

았다. 

(113)에서는 ‘就’가 두 사건, 즉 ‘조기를 만드는 선행사건’과 ‘경기를 일으켰

던 아이가 평안해지는 후행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曹廣 (1987)은 이 문장에

서의 ‘就’가 앞뒤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본고는 두 사건 사이의 ‘就’를 시간부사로도 볼 수 있고, 접속부

사로도 볼 수 있다고 본다. 두 사건의 관계가 단순하게 시간상의 선후 관계일 

경우 (가)의 ‘就’는 시간부사로 보아야 하고, 두 사건의 관계가 인과라는 논리

적 관계를 이루는 경우 (나)의 ‘就’는 접속부사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114)

의 ‘就’는 더 이상 시간부사로 볼 수 없고 인과의미의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접

속부사로만 볼 수 있다. 만약 시간부사로 본다면, 嵩이 아픈 와중에 인수를 받

게 된 사실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부사 ‘就’로 볼 수 있는 용

례는 부분 접속부사로도 볼 수 있지만, 접속부사로 볼 수 있는 용례 중 시

간부사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魏晉

南北朝 시기의 ‘就’는 중복단계 Ⅱ단계에 있으며 여전히 시간부사의 의미기능

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사실을 통해 ‘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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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就’→시간부사 ‘就’→접속부사 ‘就’”의 연속변이 과정에 있으며 단일방

향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도식과 같다.

        

동사 ‘就’ 시간부사 ‘就’ 접속부사 ‘就’

     

   

  

공간  시간 논리(추상)

  

<도식 2-8> ‘就’의 공간→시간→논리 유형의 발 방향

시간부사에서 접속부사로 발전한 경우는 ‘就’ 외에 부사 ‘却’도 있다. 張誼生

(2000b)에 따르면 ‘却’은 원래 동사였으나 ‘여전히’, ‘다시’, ‘또’ 등 시간적 의

미를 나타내는 범위부사로 발전하였다가 유추 기제의 작용으로 논리적인 ‘전

환’을 나타내는 접속부사로 발전하였다.79) 梁銀鋒(2007:185) 역시 유추 기제가 

‘却’의 발전과정에서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却’이 시간관계를 나

타내는 부사에서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로 전환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에 하여 ‘과도(過渡)’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아래

의 두 예문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15) 各自相爭, 就講主證明。(講主斷不得, 却請行者斷。)

(五代 《祖堂集》)

서로 언쟁이 벌어지자 큰 스님에게 가서 판별해 달라고 하였다.

79) 逢人便覺 音異, 却恨鶯聲似故 。 (唐⋅司空圖 《漫書五首》之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향말의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서 꾀꼬리 울음소리가 고

향 소리 같음이 야속하다.)

그에 따르면 이 문장에서의 ‘却’은 중복의 의미와 전환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즉 유

추하는 측면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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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學曰：“人王與法王, 相去幾何?” 師云：“汝自斷看｡” 進云：“學人斷不

得, 却請和尚斷｡” (五代 《祖堂集》)

가. 학생이 물었다. “人王과 法王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스승님이 

답했다. “자네가 스스로 판단해 보게.” 학생이 다시 말했다. “소자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님께 답을 청합니다.”

나. 학생이 물었다. “人王과 法王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스승님이 

답했다. “자네가 스스로 판단해 보게.” 학생이 다시 말했다. “소자가 

판단할 수 없으니 스님께서 알려주십시오.”

(115)는 이미 실현된 사실에 해 객관적으로 서술을 나타낸다. ‘讲主断不得’

와 ‘请行 断’ 간에는 단순한 시간관계가 존재하며 이때 ‘却’은 시간부사로 보

아야 한다. 이와 달리, (116)의 ‘学人断不得’과 ‘请和尚断’은 시간의 선후 순서

뿐만 아니라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관찰하는 시각

에 따라 유추하는 바가 달라지면 이에 한 해석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ince’ 역시 

시간의 선후 관계와 인과관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117) I have done quite a bit of writing snice we last met. (시간)

(118) Since Susan left him, John has been very miserable. (시간/ 인과)

(119) Since you are not coming with me, I will haver to go alone. (인과)

(120) Since you are so angry, there is no point in talking with you. (인과)

인과관계는 기실현을 주로 나타내는데, 가정이나 조건은 그와는 반 가 되는 

미실현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것은 일종의 유추이다.

따라서 두 가지 행위가 연속되거나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논리 관계로 발전하기 쉽다. 이것은 문법화의 일반적인 규칙이다.80) 

2.3.2 범위에서 어기로

이제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환유와 재분

80) 霍四通(2008: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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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기제의 작용으로 범위부사 ‘就’가 생성되었고, 은유와 유추 기제의 작용으

로 어기부사 ‘就’가 생성되었다. 시기적으로 범위부사 ‘就’는 宋代에 생성되었

고, 어기부사 ‘就’는 南宋 시기에 생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就’의 단

일방향성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부분의 학자들이 단일방향성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이에 

한 반례를 들으면서 문법화가 언제나 단일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학자 李宗江(2004)은 양사 ‘件’, ‘只’, ‘個’를 반

례로 들어 단일방향성으로 문법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兰碧

仙(2012)은 ‘唯’를 반례로 들어 단일방향성 가설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

다.81) 다양한 문법화 현상을 관찰하면 단일방향성 가설의 반례는 있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문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모든 언어적 사실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방향성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고는 동사 ‘就’→ 범위부사 ‘就’→ 어기부사 ‘就’의 문법화 방향이 단일방향

성을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就’에서 문법 성분으로 사용되는 부사로의 발

전은 구체적인 어휘성분에서 문법성분으로, 덜 문법화에서 더 문법화 되는 연

쇄과정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범위부사 ‘就’는 어기부사 ‘就’와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헌의 한계로 인해 범위부사가 어기부사보다 선행

된 예를 찾아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단일방향

성 가설에 중심을 두는 것은 범위부사 ‘就’가 어기부사 ‘就’보다 어원의미인 

‘접근하다’와의 의미상 친 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범위부사 ‘就’가 근원적 의

미를 더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법화 과정에서 ‘就’는 주로 구어체에서 사용되었다는 선택적 제한으

로 인해 다른 유사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다. 문

법화 과정에서는 출현빈도가 매우 중요한데, 더 적게 사용된 ‘就’가 기능어로 

발전하는 데 시간적으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杨伯峻, 何乐士(1992:306, 

316-321)은 고  범위부사를 정리할 때 ‘就’를 예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점은 ‘就’가 범위부사 용법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고 중국어의 많은 부사어의 기능을 ‘就’가 담당하고 있기 때

81) 李宗江(2004)에서는 허사에서 실사로 발전한 경우를 반례로 들었고, 兰碧仙(2012)에서는 

어기부사에서 범위부사로 발전한 경우를 반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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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다만 ‘就’의 생성시기가 매우 늦었거나 문헌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예

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82)

셋째, 과도 단계에서는 의미기능의 중복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다음의 예문

을 살펴보자.

(121) 教客人们就在这棚子底下坐著吃饭。 (元 《老乞大新释》)

손님들로 하여금 이 초막 아래에 앉아 식사하게 한다.

(121)의 ‘就’는 범위부사 또는 어기부사로 볼 수 있다. 범위부사로 볼 경우 

‘초막아래’라는 범위를 한정시키는 표현이 되고, 어기부사로 본다면 화자의 태

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就’는 모호성 단계 즉 범위부

사에서 어기부사로 발전하는 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전

체적으로 ‘就’의 문법화는 단일방향성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 ‘就’→ 범위부사 ‘就’→ 어기부사 ‘就’의 변천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2) 한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범위부사로는 ‘袛’, ‘仅’, ‘专’, ‘唯(惟, 维)’, ‘啻’, ‘但’, ‘只’ 등

이 있는데, 이들은 현재 범위부사 ‘就’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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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Ⅰ  유형ⅰ: V就+N+V₂ : 동목구조

         유형ⅱ: V就+V₂+N = (V就+N)+(V₂+N)

단계 Ⅱ  유형ⅰ: 就+[N+V₂] : 주어를 수식하는

                             범위부사 ‘就’의 형성

         유형ⅱ: 就+[V+N]:  술어성 성분의 NP를 

                             수식하는 범위부사 ‘就’의 형성

         (재분석에 의해)

단계 Ⅲ  就+[N+V] 

                       어기부사  ‘就’의 형성

         就+[V+N] 

         범위영역→ 감정영역 

         (은유/유추에 의해) 

    계기적 축

(기제 : 재분석)

계열적 축

(기제: 유추)

<도식 2-9> 동사 ‘就’→ 범 부사 ‘就’→ 어기부사 ‘就’의 변천

본 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사 ‘就’에서 부사 ‘就’의 네 가지 하위부류로의 

문법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 ‘就’   

    시간부사 ‘就’→ 접속부사 ‘就’

    범위부사 ‘就’→ 어기부사 ‘就’

<도식 2-10> 동사‘就’→부사 ‘就’로의 문법화 방향

이상의 논의를 통해 ‘就’가 다양한 의미기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

랜 시간 동안 문법화 과정을 겪었으며, 내재하고 있는 문법화 기제 또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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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就’의 시간성은 논리적 판단을 통해 접속부사로 발전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

으며, ‘就’의 목표성은 ‘단지’, ‘기필코’와 같은 범위성과 어기성으로 확장될 개

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통시적 변화가 공시적 측면에 반

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통시적 변화가 공시적 측면에 반영

될 때 다의어의 가족닮음 원리83)를 통해 상호 유사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4 소결

본 장에서는 통시적 고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의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부사 ‘就’의 생성 과정 및 문법화 기제에 해서 살펴

보았다. 

부사 ‘就’는 동사에서 발전하였으며 시간부사, 접속부사, 범위부사, 어기부사

의 순으로 생성되었다. 시간부사 ‘就’는 魏晉南北朝 시기에 처음 출현하였다. 

그 당시 ‘就’는 행위가 짧은 시간에 발생했거나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발생했

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就’의 동사에서 시간부사로의 문법화는 실사에서 허사

로의 기능변환을 겪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한다. 시간부사 ‘就’는 

국부적 맥락에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이

에 적용된 문법화 기제는 은유와 재분석이다. 접속부사 ‘就’는 魏晉南北朝 시

기에 시간부사 ‘就’에서 발전하여 생성되었다. 이에 적용된 문법화 기제는 은

유, 유추이다. 범위부사 ‘就’는 宋代에 환유와 재분석의 작용으로 생성되었고, 

어기부사 ‘就’는 南宋 시기에 은유와 유추의 작용으로 생성되었다.

부사 ‘就’의 생성 과정에 나타낸 문법화 방향은 ‘공간→시간→추상’, ‘공간→
추상→ 더 추상’의 단일방향적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

속변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사 ‘就’의 네 가지 하위부류의 문법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83) 상세한 논의는 3.3.2.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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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10> 부사 ‘就’의 생성

구분 시간부사 ‘就’ 속부사 ‘就’ 범 부사 ‘就’ 어기부사 ‘就’

출

시기
魏晉南北朝 宋 南宋

주요

문법화기

제

은유와 

재분석

은유와

유추

환유와 

재분석

은유와

유추

형성 

경로

동사 ‘就’

↓
시간부사 ‘就’

시간부사 ‘就’

↓
접속부사 ‘就’

동사 ‘就’

↓
범위부사 ‘就’

범위부사 ‘就’

↓
어기부사 ‘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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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사 ‘就’의 의미기능

부사 ‘就’의 생성 과정에 한 통시적 고찰에 이어 본 장에서는 부사 ‘就’의 

의미기능을 공시적 측면에서 다루려고 한다. 현 중국어 부사 ‘就’가 어떤 의

미기능을 담당하는지, 기능 간에 어떤 내재적 관계가 있는지, 또한 문법화의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두 살펴볼 만한 흥미로운 문제들이

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 请稍候, 我马上就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곧 가겠습니다. 

(2) 大风早晨就住了。
바람은 아침에 이미 멈췄다. 

(3) 不在沉默中爆发, 就在沉默中灭亡。 
침묵 속에서 폭발하지 않으면 침묵 속에서 멸망할 것이다. 

(4) 幼儿园就在这个胡同里。
유치원은 바로 이 골목 안에 있다.

(5) 我就做下去, 看到底成不成。
나는 기필코 끝까지 해나갈 거야, 결국 될 지 안 될 지 보자고. 

(6) 她就爱看书。
그녀는 책 보기만 좋아한다.

(1-2)의 ‘就’는 시간부사이며, (3)의 ‘就’는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이며, (4-5)의 ‘就’는 화가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어기부사이며, (6)의 

‘就’는 부사 ‘只’와 유사하며, 뒤의 성분을 범위로 한정시키는 범위부사로 사용

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부사 ‘就’의 총체적인 의미적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许娟(2003), 李金莲(2007), 张谊生(2000a), 范立珂(2007), 陆丙甫(1984) 등은 부

사 ‘就’의 기능을 ‘연결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배타 기능’ 또는 ‘제한 기

능’으로도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본고에서 ‘就’의 의미기능을 고찰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고찰 결과, 선행 연구에서 제기한 ‘연

결성’이나 ‘배타성’은 ‘就’의 일부 용법만을 상으로 도출한 결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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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결 기능’에 해서 살펴보자. 许娟(2003), 李金莲(2007) 등은 ‘就’의 기

본의미를 ‘앞뒤 문맥의 상호연결성(前后相承)’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의미에

서 시간, 논리관계, 수량범위, 어기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

자들이 제시한 앞뒤 문맥의 상호연결성은 주로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

에 해당되기 때문에 ‘就’의 보편적 특징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한편, 范立珂

(2007)는 부사 ‘就’의 의미를 ‘빠른 연결’과 ‘제한’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빠른 연결’ 기능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

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 五十六个民族, 汉族就占了70%多。
56개의 민족 중에 한족의 비중이 70% 남짓이다. 

(8) 山中没老虎, 猴子就成了王。
산에 호랑이가 없으니 원숭이가 왕이 되었네.

(7)에서 ‘就’는 한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화자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

고, (8)에서 ‘就’는 논리관계를 나타내므로 ‘빠른 연결’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

서 (7-8)의 ‘就’를 ‘빠른 연결’ 기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다음으로 ‘배타 기능’에 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 학자들이 ‘就’와 ‘只’

의 비교를 통해서 부사 ‘就’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을 ‘배타 기능’으로 귀납시키

고 있다. 그러나 배타 기능이 부사 ‘就’의 모든 하위부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위부사 ‘就’에만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선행 연구에서 ‘就’의 의미기능을 

연결 또는 배타로 보고 있지만 논의의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就’가 

어떤 의미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就’의 본질적인 의미기능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미기능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자세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한다면 다양한 의미기능 간의 내재적 관계 역시 살펴

보아야 한다.

본고는 ‘就’가 다양한 의미기능을 가지게 된 이유가 ‘就’의 어원의미와 관련

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어원의미의 영향에 주목하여 인지의미론

을 근거로 현 중국어 부사 ‘就’가 어떤 의미기능을 담당하는지 상세하게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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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사 ‘就’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어원의미의 속성 중 하나인 ‘접근성’의 영향으로 

문법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 역시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으며 어원의미의 속성 중 하나인 ‘목표지향성’의 영향으로 문

법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가 상호간

에 의미적 연관성이 크고,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 간의 연관성이 클 것

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다양한 의미기능을 지닌 부사 

‘就’의 내재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1 부사 ‘就’의 연결 기능

‘연결’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물 간에 또는 추상적 현상이 상호적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 Li & Thompson(1981)은 일찍이 시간부사 ‘就’의 연

결 기능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就’는 ‘곧’ 또는 ‘발화 순간과 연관되어 

곧’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다수의 학자들 역시 시간부사 ‘就’가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기했듯이 선행 연구에서

는 시간부사 ‘就’의 일부 용법이 반영된 예문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 ‘就’의 연결 기능에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1.1 시간부사 ‘就’의 연결 기능

이은수(2003), 이창호(2004), 范立珂(2007) 등은 ‘就’가 ‘짧은 시간 안에 발생

할 것임’, ‘오래 전에 발생하였음’ 및 ‘∼하자마자’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빠른 연결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결의 상, 연결의 양상 및 

연결 방식에 한 구체적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연결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9) a. 再过一个星期, 他俩就要结婚了。 
일주일이 더 지나면 그들은 곧 결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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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再过一个星期, 他俩要结婚了。 

일주일이 더 지나면 그들은 결혼할 것이다.

c. *再过一个星期, 他俩就要结婚了, 还早着呢。

(9a)는 결혼의 예정 시점이 발화 시점과 매우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就’

를 제거한 (9b)를 통해 (9a)의 해석에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b)는 

일주일 뒤에 그들이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로 묘사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一个星期’라는 시간적 길이에 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만을 나타낸다. 

(9a)는 ‘就’의 출현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즉 현시점에서 

‘일주일 뒤’라는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는 의미인데 이런 측면에서 

‘就’는 발화 시점과 일주일 뒤의 결혼 시점을 긴 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9c)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就’가 포함된 절과 후속절이 

의미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일주일 뒤를 빠른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후속절은 오히려 상반되는 의미로 연결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지향적

인 기능을 나타내는 ‘就’는 화자의 짧다는 시간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후속

절에서 긴 시간 가 오거나 주관적으로 긴 시간을 의미하는 절이 오는 경우 

의미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1) 선행 연구에서 ‘빠른 연결’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9a)는 ‘就’가 미실현 의미의 담화환경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다음에서는 기

실현 의미의 담화환경에 출현한 ‘就’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10) a. 所有队员五点就起床了。
모든 팀원은 다섯 시에 이미 기상하였다. 

b. 所有队员五点起床了。
모든 팀원은 다섯 시에 기상하였다. 

(10a)에서 화자는 팀원이 5시에 기상한 것에 해서 시간적으로 이르다고 판

단했기 때문에 부사 ‘就’를 사용하였다. 화자는 팀원의 취침시간부터 기상까지

 1) 시간부사 ‘就’와 시제⋅상⋅태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박재승(201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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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구역이 예상보다 짧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팀원의 

취침시간을 밤 12시로 설정하여 담화의 상황적 맥락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취침시간이 12시였다면 팀원들은 실제로 5시간 동안 잠을 잔 것이다. 이

때 화자는 5시간보다 긴 6시간이나 7시간 이상을 자고 난 뒤에 기상을 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면 5시 기상은 이른 시각으로 감지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就’의 ‘시간적 빠른 연결’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就’는 

실제 취침하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긴 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就’가 없는 (10b)의 경우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일찍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늦게 일어난 것인지에 한 화자의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팀원

이 일어나는 시점이 5시라는 점 이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2)

위의 예문은 모두 시간사와 공기하는 경우이다. 아래에서는 시간사가 출현하

지 않고 ‘就’가 두 개의 사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3)

(11) a. 他(一)进门就喊：“好累啊｡”

그는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진짜 피곤하네!”라고 외쳤다. 

b. ??他进门喊：“好累啊｡”

(11)은 행위자가 문 안으로 들어선 동작과 발화를 하는 동작이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就’는 화자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은 매우 짧거나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측면에서 ‘就’가 두 사건을 시간적으로 긴 하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다음 예문을 보자.

(12) a. 乐队半个钟头以前就走了。
악 가 삼십분 전에 이미 떠났다. 

b. 乐队半个钟头以前走了。
악 가 삼십분 전에 떠났다.

 2) 김응모(1993:245)는 [빠른 속도]의 분절 특성은 [공간 이동성, 평행 이동성, 신속성, 의도

성, 역동성]에 공통으로 부가되고, 동작자는 사람과 고등 동물이라고 서술한 바가 있다. 

 3) 이런 경우는 주로 ‘一……就……’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一’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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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乐队半个钟头以前就走了, 现在又回来了。
d. 乐队半个钟头以前走了, 现在又回来了。

악 가 삼십분 전에 떠났는데 지금 다시 돌아왔다. 

(12a)는 악 가 삼십분 전에 이 자리를 떠났고 지금도 없다는 의미를 전달한

다. 이에 반해 (12b)에서는 악 가 삼십분 전에 떠난 것만 서술했을 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여부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12a)는 ‘就’를 첨가함

으로써 삼십분 전부터 발화하는 지금까지 모든 시점에 악 가 이 자리에 계속 

없었다는 지속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경우 시간부사 ‘就’는 떠나는 행위가 

발생한 ‘半个钟头以前’이라는 시점과 발화하는 현시점을 연결시키고 있다. 

(12c)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就’가 발화시점까지 ‘악 가 이 자리에 계속 없

었음’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후행절에서 이와 모순되는 사건이 발생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9-12)에 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시간부사 ‘就’의 연결 기능을 다

음과 같이 보고 있다. 시간부사 ‘就’는 (9)처럼 발화 시점과 사건의 발생 시점

을 연결하거나, (10)처럼 참조시점과 사건의 발생 시점을 연결시켜 준다. 또한 

(11)처럼 두 사건의 발생 시점을 연결시켜주거나 (12)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과 

발화시점을 연결시켜준다.

3.1.2 접속부사 ‘就’의 연결 기능

접속이란 두 사물이 서로 관련이 있으며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복문은 병렬복문과 주종복문으로 나뉜다.4) 병렬복문과 주종복문의 

차이점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병렬복문은 두 개의 절이 

평등하며 종속관계가 없고, 하나의 절이 다른 절에 해 설명하는 역할을 하

지 않는다. 이와 달리, 주종복문은 두 절 중의 하나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

며 다른 하나는 설명이나 제한의 역할을 하는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둘

째, 병렬복문의 두 절은 동작이나 사건의 발생순서 혹은 일의 선후 순서를 따

른다. 이와 달리, 주종복문은 일반적으로 주절이 후행하고 종속절이 선행한다. 

주종복문은 또 다시 연결어가 있는 주종복문과 연결어가 없는 주종복문으로 

 4) 허성도(2005:460)에서는 이를 각각 ‘평등복문’과 ‘불평등복문’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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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데, 전환⋅인과⋅가정⋅조건⋅목적⋅계승 등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낸

다. 이러한 논리적 관계는 주로 접속기능을 하는 접속사와 접속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주 사용되는 접속부사로는 ‘就’, ‘便’, ‘才’, ‘都’, ‘也’, ‘又’, ‘却’, 

‘可’, ‘还’, ‘然后’, ‘不过’ 등이 있다.5)

시간부사 ‘就’의 연결 기능이 시간적 차원이라면 접속부사 ‘就’의 연결 기능

은 논리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程懷友(1987), 刘月华(1987[2001]) 등은 접

속부사 ‘就’가 연결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외에도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접속부사 ‘就’의 연결 기능을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논리적 관계를 도출시킨다

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키

는지에 해서는 명확한 서술이 결여되어 있다. 본고는 접속부사 ‘就’가 다음 

두 가지 연결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종적(paradigmatiz) 연결이다. 여기에서의 ‘종적’이란 ‘횡적’과 상 되는 

개념으로, ‘就’ 중심으로 형성되는 논리관계가 “1:1”에 그치지 않고 “1:다(多)”

로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리킨다. 접속부사 ‘就’는 선행절과 후행

절을 연결시켜 다양한 논리관계 중에서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특정한 논리관

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3차원의 입체적 연결로 이해할 

수 있는 연결을 종적 연결이라고 부를 것이다.6) ‘就’의 종적 연결 기능은 다음

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就’는 다른 접속사와 호응하여 특정한 논리관계가 성립하게 한다. 만약 

‘就’를 제거하면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논리적 관계가 소실된다.

(13) a. 湖水不断减少, 含盐量就不断增加。 (인과)

호수의 물이 끊임없이 감소되니 염분의 함량이 부단히 증가하였다. 

b. 湖水不断减少, 含盐量不断增加。 (병렬)

호수의 물이 끊임없이 감소되고 염분의 함량이 부단히 증가하였다. 

(14) a. 没有矛盾就没有世界。7) (가정)

 5) 이상은 刘振铎(1986:6-40)과 北京大学中文系 现代汉语教研室编(1995:356-363)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6) <도식 3-1>을 참고할 것. 

 7) 복문이 단문 형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축약문(紧缩句)이라고 칭한다. 赵

元任(1996:123쪽)에서는 ‘我说做就做’를 축약문의 예시로 들면서 축약문의 특징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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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b. 没有矛盾没有世界。 (병렬)

갈등도 세상도 없다.

(13b)는 병렬구조로 선행절이 호수 물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후행절이 염분 

함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간에는 인과, 가정, 조건 등의 

어떤 논리적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就’를 첨가한 (13a)에서는 

호수의 변화가 염분 함량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후행

절의 ‘염분 함량’의 변화가 필연적인 결과로 도출되는 것은 접속부사 ‘就’의 

기능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14b)는 병렬구조로 ‘矛盾’과 ‘世界’가 모두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간에는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서술하더라

도 자연스럽다. (14a)에서 ‘就’는 갈등의 존재여부와 세상의 존재여부의 필연적 

관계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2> 선행절과 후행절 간은 다양한 논리관계를 생성할 수 있으나 ‘就’를 첨가

하게 되면 하나의 논리관계로 확정된다. 

(15) 努力会有收获。 (조건/ 가정) 

가. 노력하기만 하면 수확이 있을 것이다. 

나. 노력하면 꼭 수확이 있을 것이다. 

(15´) a. (只要)努力就会有收获。 (조건)

노력하기만 하면 수확이 있을 것이다. 

b. (如果)努力就会有收获。 (가정)

노력하면 꼭 수확이 있을 것이다. 

(16) 没有钱, 医院不给我儿子用药了。 (인과/ 가정)

가. 돈이 없으니 병원에서 아들에게 약을 쓰지 않았다. 

나.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아들에게 약을 쓰지 않을 것이다. 

(16´) a. 因为没有钱, 医院就不给我儿子用药了。 (인과)

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구성 성분 간 휴지 표시가 없으며 완전한 형식으로 확장시키면 

휴지가 있을 수 있다. 2. 두 번째 술어에는 문장 주어가 없다. 설령 하나를 추가시켜도 

첫 번째 술어와의 주어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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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니 병원에서 아들에게 약을 쓰지 않았다.

b. 如果没有钱, 医院就不给我儿子用药了。 (가정)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아들에게 약을 쓰지 않을 것이다.

(15)는 주종복문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조건문 (가)처럼 ‘努

力’을 조건으로 보면 ‘有收获’을 결과로 보아야 한다. 가정문 (나)처럼 ‘努力’을 

원인으로 본다면 ‘有收获’을 도출될 결과로 보아야 한다. ‘就’는 관련된 접속사

와 상응하여 (15´a-b)처럼 각각 조건문과 가정문을 형성한다. 즉, 이때는 형성

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 관계 중에 각각 한 가지씩만 도출되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16) 역시 주종목문으로 중의적인 논리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가)처럼 ‘没有钱’을 원인으로 보고 ‘不用药’을 결과로 본다면 인과문으로 해석

되고 (나)처럼 가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와 (나)에 ‘就’를 첨가하게 되면 

중의적 논리관계가 삭제되어 (16´a)와 (16´b)는 각각 인과문과 가정문으로 구별

된다.

(15-16)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접속부사 ‘就’로 연결되는 두 사건에

는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접속부사 ‘就’는 두 절

을 연결시켜 특정한 논리관계를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접속부사 ‘就의 연결 기능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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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선행절 P, 후행절Q

2단계, 

       선행절 P→ 후행절Q₁ (조건)

       선행절 P→ 후행절Q₂ (가정)

       선행절 P→ 후행절Q₃ (인과)

                ......

       선행절 P→ 후행절Qn (기타 논리적 관계)

3단계,

     

<도식 3-1> 속부사 ‘就’의 연결 도식 

둘째, 횡적(syntagmatic) 연결이다. 본고에서는 2차원의 선적 연결로 이해할 

수 있는 연결을 횡적 연결이라 부른다. 즉 선행절과 후속절은 ‘就’의 연결 기

능을 통해 하나의 논리관계만 형성된다는 것이다. ‘就’의 이러한 횡적 연결 기

능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 范立珂(2007)는 ‘就’가 없어도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논리 관계가 이미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就’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시켜 논리적 

관계를 분명하게 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는 김은

희(2004)가 있다. 그는 ‘就’가 논리관계를 맺고 있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시켜 논리관계의 필연성을 보장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의 예문

을 보자.

(17) a. 人们为了纪念他, 就把这个海峡叫做“白令海峡”。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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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人们为了纪念他, 把这个海峡叫做“白令海峡”。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이 해협에 ‘백령해협’이라 이름을 지었

다. 

(18) a. 我要是灭了, 徐家就得断子绝孙。 (가정)

b. 我要是灭了, 徐家得断子绝孙。
내가 죽으면, 서씨 집안은 바로 가 끊긴다고.

김은희(2004)는 (17-18)과 같은 문장에서 ‘就’가 없더라도 선행절의 상황에 

의해서 후행절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就’가 없으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충족적, 필연적 관계를 나타낼 수 없을 뿐이

라고 하였다.

<2>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다음의 경우도 있다. ‘就’는 선행절과 후

행절을 연결시켜 다른 접속사와 호응하여 특정한 논리관계를 성립하게 

한다. 앞에서 다룬 종적 연결의 첫 번째 경우와 다른 것은 이때는 논리

관계 성립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논리관계

의 유형이 접속사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으나 만약 ‘就’를 제거하면 문

장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비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9) a. 如果怕苦我们就不来了。 (가정)

만약 우리가 고생할 것을 걱정했다면 오지도 않았을 거야.

b. ?? 如果怕苦我们不来了。
(20) a. 她一见到我就笑。8) (조건)

 8) (20)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웃는다. (보는 순간에 웃는다는 의미)

나. 그녀는 나를 보기만 하면 웃는다. (볼 때마다 웃는다는 의미)

(가)의 ‘하자마자’에 해당되는 ‘就’는 시간부사이고, (나)의 ‘하기만 하면……하다’에 해당

되는 ‘就’는 접속부사이다. 시간부사 ‘就’는 보는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과 웃는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을 긴 하게 연결시켜 준다. 여기에서는 ‘就’가 접속부사인 경우만을 다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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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나를 보기만 하면 웃는다.

b. *她一见到我笑。

(19a)에서 ‘怕苦’와 ‘不来’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논리관계 중에서 ‘가정

관계’로 국한된 것은 접속사 ‘如果’ 때문이다. 그러나 ‘就’를 제거하면 (19b)처

럼 ‘怕苦’와 ‘不来’가 의미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문장

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就’는 ‘如果’와 호응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시켜 

주는 가정관계를 확정시켜 주고 있다. (20a)의 ‘就’는 ‘见到我’라는 원인과 ‘笑’

라는 결과를 연결시켜 조건문을 생성한다. ‘见到我’와 ‘笑’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논리관계 중에서 ‘조건-결과 관계’로 국한된 것은 ‘就’와 호응하는 ‘一’ 

때문이다. 그러나 ‘就’를 제거하면 (20b)처럼 조건과 결과를 이어주는 연결 수

단이 결여되므로 비문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선행 연구의 성과와 본고의 논의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는 모두 연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시간부사 ‘就’는 주로 발화 시점과 사건 시점을 연결하거나, 참조 시점과 

사건 시점을 연결하며, 두 사건의 시점을 연결하기도 한다. 접속부사 ‘就’는 선

행절과 후행절 간의 논리관계를 생성하거나 선행절과 후행절의 논리관계를 연

결해서 사건 발생의 필연성을 획득시켜 주고 있다. 

3.2 부사 ‘就’의 유일화 기능

유일성(exclusiveness)은 일반적으로 물체의 어떤 속성값이 다른 물체의 속성

과 비교해서 유일함을 가리킨다. 본고에서 사용한 ‘유일화 기능’이란 ‘就’가 수

식하는 성분에 유일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일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는 배타성이 있다. 刘立成(2005:2)에 따르면, 배타성 부사는 반드시 유일성을 

지니지 않지만 유일성 부사는 모두 배타성을 지니며, 이들의 주요 의미특징은 

[+배타성]이라고 하였다.9) 이는 극 화(Optimization)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

 9) 예컨 , ‘除(了)’, ‘除却’는 배타성을 갖고 있지만 유일성을 반드시 지니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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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auconnier(1994)에 따르면 모체공간 R에서 자녀공간 M이 설정되면, M의 

구조는 내재적으로 R의 유사성을 극 화시킨다고 하였다. 만약 명백하게 드러

난 모순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다.10)

a. R에 있는 요소들은 M의 요소들과는 반 이다. 

b. R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M과는 반 의 관계이다. 

c. R의 배경 가정들은 M에서도 그 로 유지한다. 

M을 배타성의 그룹으로, R을 유일성의 그룹으로 설정한다면, M은 내재적으

로 R이 갖고 있는 유사성을 극 화 시킨다. R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을 배타

성 M은 가지고 있지 않다. 

선행 연구는 범위부사 ‘就’가 속하는 하위분류에 해서 ‘배타성 범위부사’

와 ‘유일성 범위부사’라는 두 개의 견해를 제시하였다.11) 肖奚强(2003), 温婷, 

魏玉清(2010), 许娟(2003)은 전자에 해당되고, 张谊生(2001)은 후자에 해당된다. 

许娟(2003:22)은 범위부사 ‘就’가 뒤의 사람, 사물, 원인, 목적이나 처소 등을 

배타적으로 제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张谊生(2001:110)

은 유일성 범위부사가 배타의 일종으로서 사물의 양을 제한하고, 사물의 종류

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한편, 范立珂(2007:68)는 연결 기능을 갖고 있는 부사 

‘就’에 강세가 주어지면 ‘유일성’을 강조하는 ‘제한’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

다.12) 이들의 견해는 본고의 논의 전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지만, 배

타성과 유일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a. 除了中间是白的, 四周也是白的。
b. 除了中间是黑的, 四周都不是黑的。

胡敕瑞(2008)에서는 ‘긍정적 배타’와 ‘부정적 배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a의 ‘除了’를 

긍정적 배타, b의 ‘除了’를 부정적 배타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후자가 유일성을 

지니는 데 비하여 전자는 배타성만을 지니는 것으로 본다.

10) 이상철 역(2004:481) 참조.

11) 刘立成(2005) 참조.

12) 范立珂(2007:68)는 ‘就 李没来’, ‘我就这样疯狂, 你拿我怎么样？’ 등과 같은 예문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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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범위부사 ‘就’의 유일화 기능

다음의 예문을 통해 범위부사 ‘就’의 유일화 기능에 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21) a. 她就爱看书。
그녀는 오로지 책 읽는 것만 좋아할 뿐이다.

b. 她爱看书。
그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21´) a. *她就爱看书, 也爱听音乐

b. 她爱看书, 也爱听音乐。
그녀는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한다. 

(22) a. 音乐里我就用心学过口琴。
음악(악기) 중에서는 열심히 배운 적이 있는 것은 하모니카뿐이다. 

b. 音乐里我用心学过口琴。
음악(악기) 중에서는 하모니카를 열심히 배운 적이 있다.

(21a)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담화 상황을 설정하여 분

석하기로 한다. 엄마들끼리 아이의 취미에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

에서, 한 엄마가 (21a)와 같이 발화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다양

한 취미활동을 배제하고 ‘책 읽기’만을 좋아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就’를 제

거한 (21b)에서는 ‘책 읽기’ 외에 다른 취미를 배제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지

만, 책을 읽는 것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유추할 수 없다. 즉, 범위부사 ‘就’를 

제거한 (21b)는 그녀가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만 ‘爱看书’가 

딸의 취미에 한 유일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1´a)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선행절에 ‘就’를 첨가하여 ‘책 읽기’만을 좋아한다는 취미의 유일

성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에서 또 다른 취미를 언급하고 있기 때

문이다. 마찬가지로, (22a) 역시 ‘就’가 후행 성분에 유일성을 부여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3) 会修理录音机的就他一个人。
오디오를 수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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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의 범위부사 ‘就’가 동사성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와 달리, (23)은 명사

성 성분을 수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他’는 이 집단 안의 나머지 모든 사람과 

구별된다. ‘就’가 ‘他’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오디오를 수리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他’에 유일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위

부사 ‘就’는 동사성 성분을 수식하든 명사성 성분을 수식하든 공통적으로 뒤의 

성분을 유일화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三个苹果, 只̇吃了两个。
세 개의 사과 중에 두 개만 먹었다. 

(25) a. 三个苹果, 就̇吃了两个。
세 개의 사과 중에 두 개만 먹었다. 

b. 三个苹果, 就吃了两个̇ ̇ 。
세 개의 사과 중에 두 개나 먹었다. 

(24)가 한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25)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예는 ‘就’와 ‘只’는 의미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며 의미기능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就’와 ‘只’ 간에는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

이 존재할 뿐이다.13) 그렇다면 범위부사 ‘就’ 외에 유일화 기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성분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아래의 소절에

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3.2.2 어기부사 ‘就’의 유일화 기능

어기부사 ‘就’는 뒤의 성분을 유일화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

문을 보자. 

(26) A： 幼儿园在哪儿? 유치원은 어디에 있어?

B： 幼儿园就在这儿。유치원은 바로 여기야.

(26´) 幼儿园在这儿。유치원은 여기에 있어. 

13) 양자가 공동 존재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앞뒤 내용 조되는 문맥에서 공기하면서 문맥

흡수 기제를 통해 同化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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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서 화자 A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 화자 B는 어기부사 ‘就’를 사용하여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이 유치원이라는 것을 A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여기

에서 ‘在这儿’은 ‘就’의 기능으로 ‘유일성’이 획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就’를 제거한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에서 화자는 유치원의 장소를 지

시하고 있을 뿐이며, 특별하게 장소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다음의 예문 역시 

어기부사 ‘就’의 유일화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27) a. 我就不信我学不会。
나는 내가 마스터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아. 

b. 我不信我学不会。
나는 내가 마스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지 않아.

(27´) a. *我就不信我学不会, 但其实有时候我心里也没底儿。
b. 我不信我学不会, 但其实有时候我心里也没底儿。

나는 내가 마스터하지 못할 것이라 믿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자신이 

없어.

(27a)에서 ‘就’는 어기부사로서 ‘기필코’, ‘기어코’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27a)에서 화자는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 ‘就’의 어기는 어떤 사실을 ‘틀림없이’, ‘절 적으로’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7a)에서 ‘就’의 유일화 기능은 어떤 상황에 

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就’를 

제거한 (27b)와 비교했을 때 잘 드러난다. (27b)에서 화자가 ‘学不会’를 믿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화자의 강력한 의지는 드러내지 못하였으며 ‘学不会’의 사

건이 유일성을 가지는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27′a)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선

행절에서 절 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후속절에서 자신 없다는 태도를 

비추어 내용이 서로 충돌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8) a. 他说他就不去。
그는 자신이 기어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b. 他说他不去。
그는 자신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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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a)에서는 ‘就’는 행위자 ‘他’가 절 적으로 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데, 

이때 ‘就’는 그가 바라는 사건인 ‘가지 않은 일’이 실현되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그의 바람은 ‘就’의 개입을 통해 유일성이 획득

되고 있다. ‘就’를 제거한 (28b)는 객관적인 서술로 ‘절 로’라는 행위자의 강

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며,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만 담백하게 전달된다.

어기부사 ‘就’는 유의어에 해당하는 어기부사 ‘偏’과 호환되는 경우도 존재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9) a. 我就不去。
b. 我偏不去。

난 (결코) 안 갈 거야.

사실상 이러한 유사함의 이면에는 의미차이가 존재한다. 어기부사 ‘就’는 화

자의 목표로 이동(‘심리적 이동’ 포함)을 나타내는 데 반해, 어기부사 ‘偏’의 

경우 청자와 의견을 달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29)에서는 ‘偏’은 청자의 생각과 반 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같은 의미를 본고에서는 ‘이탈’이라고 부를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차

이가 궁극적으로 ‘就’와 ‘偏’의 본래 의미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어기부사 ‘就’는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就’에서 발전했으나 ‘偏’은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에서 왔다. 이러한 어원의미의 본질적 차이

가 양자 사이의 의미기능 차이를 조성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어기부사 ‘就’가 관계동사 ‘是’를 수식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14)

(30) a. 我们家里生活就是这样儿。
우리 집 사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다. 

b. ?我们家里生活是这样儿。
(31) a. 我平生只跟一个女孩谈过恋爱, 那就是我的女朋友。

14) 张谊生(2002)은 ‘就是’가 6가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가지 조건은 양

보, 설명, 점진, 조건, 선택, 전환이다. 이중에서 양보와 점진, 조건문에 사용된 ‘就是’는 

모두 접속사에 속하고, 선택과 전환문에 사용된 ‘就是’는 접속부사에 속하며, 설명문에 

쓰인 ‘就是’만이 어기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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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단 한 명의 여자와 연애해 봤는데, 그녀가 바로 내 여자친구이

다.

b. ?我平生只跟一个女孩谈过恋爱, 那是我的女朋友。
(32) a. 地区性、季节性和连续性, 这就是农业生产的三个特点。

지역성, 계절성 및 연속성이 바로 농업 생산의 세 가지 특징이다. 

b. 地区性、季节性和连续性, 这是农业生产的三个特点。
지역성, 계절성 및 연속성은 농업 생산의 세 가지 특징이다. 

어기부사 ‘就’가 쓰이지 않은 (30-32b)에 비하면 (30-32a)는 모두 ‘확실하다’라

는 강한 어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이 문장에서 ‘是’를 수식하는 

‘就’는 유일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30-32a)의 공통적 의미 특징은 ‘A

가 곧 B이다’로 귀납할 수 있다. 이 명제 안에서는 A를 표시하는 값으로 B가 

유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是’가 이끌어내는 판단문의 내용이 ‘就’를 

통해 유일성을 획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의 내재  계 

앞서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가 연결 기능, 어기부사 ‘就’와 범위부사 

‘就’가 유일화 기능을 담당한다고 언급하였다.15) 이제 이 두 가지 기능 간에 

어떠한 내재적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이

들의 차이점과 교집합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3.1 연결과 유일화의 차이점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의 차이는 ‘이어주기’와 ‘제한시키기’간의 차이로 

15) 네 가지 하위부류가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에 

유일화 기능이 전혀 없고, 어기부사 ‘就’와 범위부사 ‘就’에 연결 기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연결 기능이 전자의 주기능이자 후자의 부기능이고, 

유일화 기능은 전자의 부기능이자 후자의 주기능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임을 여기에서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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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3) a. 我就拿几本书走, 其余的都留给你。
내가 몇 권의 책만 가져가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겨줄게. 

b. 我拿几本书走, 其余的都留给你。
내가 몇 권의 책을 가져가고 나머지 모든 것을/나머지 책을 당신에

게 남겨줄게.

(33a)는 소설에서 발췌한 문장으로 한 부부가 이혼을 앞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발화에서 남편이 취하고자 하는 유일한 상은 ‘책 몇 권’이다. 남편

에게 있어서 책 외에 다른 물건들은 배타적 상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배타

성에서는 ‘연결’을 도출하기 어려우며, 또한 ‘연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결’이 무엇인가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유

일화는 상 범위의 경계를 확인시키며 보호해 주는 경향이 나타난다.

3.3.2 연결과 유일화의 교집합

여기에서는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의 교집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으로 

용법이 다양한 부사 ‘就’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밝힐 수 있을 것을 

기 한다.

3.3.2.1 [+배타성] 

첫 번째 교집합은 [+배타성]이다. 본고는 인지언어학에 입각했을 때 어떠한 

‘연결’은 실제로 연결되는 양자 외에 다른 연결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고 본다. <도식 3-2>처럼 ‘A→B’를 A와 B의 연결이라고 지칭할 

때, 이는 A와 C(, D, E……)의 연결이나 B와 C(, D, E……)의 연결을 배제시킨

다는 의미이다.16) 

16) 다중 네트워크처럼 A나 B는 다른 점과 동시에 연결될 수 있지만 오직 ‘A→B’만을 A와 

B의 연결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연결의 가능성을 차단 혹은 배제시킨다는 것은 이

러한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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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3-2> (A와 B의) 연결 도식 

위의 설명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연결 기능에서 배타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보자.

(34) 她站起来就走了。
그녀는 일어서자마자 가버렸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자리에서 일어선 후부터 가기 전까지 몇 마디 

말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챙길 수도 있다. 그러나 ‘就’의 첨가로 인해 ‘일어

나다’라는 하나의 사건만이 선택되고 존재 가능한 다양한 사건은 모두 선택받

지 못하게 된다. (34)에서 ‘就’의 작용으로 일어서는 행위와 가는 행위가 긴

하게 연결되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동작의 발생 가능성은 일제히 배제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5) 她就不爱看书。
가. 그녀는 책 읽는 것만 좋아하지 않는다.

나. 그녀는 책 읽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35)는 (가)처럼 해석할 경우 ‘就’가 범위부사로서 뒤의 ‘看书’를 그녀가 좋아

하는 상의 집합에서 배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나)처럼 해석할 경우 ‘就’는 

어기부사로서 뒤의 ‘不爱看书’라는 사실의 절 성을 보장해 주면서 유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유일성이 [+배타성]을 갖는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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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화 기능에서도 어렵지 않게 배타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배타

성을 지닌다는 것이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 간의 교집합이라 할 수 있다.

3.3.2.2 [+동질성]

두 번째 교집합은 [+동질성]이다. 우선 연결과 동질성은 연관된 개념이다. 

Langacker에 따르면 서로 연결된 실체의 집합을 구성하는 실체는 적어도 경계

에 관해서 동질적이다.17) 동질성(identity)이 지닌 경계 짓기, 복제 가능성 등의 

속성들은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8) 다음의 예문을 보자.

(36) a. 那时他就很棒。
그때 그는 이미 매우 훌륭했다. 

b. 那时他很棒。
그때 그는 매우 훌륭했다. 

c. *那时他就很棒, 现在这么窝囊。
d. 那时他很棒, 现在这么窝囊。

그때는 그가 매우 훌륭했지만 지금은 정말 못났다. 

(37) a. 太太早在三年前就想做一件冬天的大衣。
부인은 삼 년 전부터 줄곧 겨울 옷 하나를 만들고 싶었다.

b. 太太在三年前想做一件冬天的大衣。
부인은 삼 년 전에 겨울 옷 하나를 만들고 싶었다. 

c. *太太早在三年前就想做一件冬天的大衣, 现在不想做了。
d. 太太在三年前想做一件冬天的大衣, 现在不想做了。

부인은 삼 년 전에 겨울 옷 하나를 만들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17) Ronald W. Langacker(2002:569) 참조. 

18) 어떤 과정의 모든 성분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임의의 일련의 상태들이 질적으로 다른 

임의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팽창이나 수축은 그 과정의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내적 동질성은 변별적인 최초상태와 최종상태를 배제한다. 따라서 그것은 복제 가

능성의 필수적인 경계 설정에 한 가장 분명한 토 를 제거한다. 더욱이 무한의 팽창 

가능성/수축 가능성은 경계 설정과 복제 가능성 모두와 양립불가능하다. 나익주 옮김

(2005: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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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a)는 옛날 어느 시점을 뜻하는 ‘那时’에 그는 훌륭했고 지금도 훌륭하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就’를 제거한 (36b)는 그가 현재 어떠한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36a)는 ‘就’를 첨가함으로써 

과거에도 발화 시점에도 그는 훌륭하다는 동질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36c)는 

‘棒’과 사뭇 다른 색채의미를 지니고 있는 ‘窝囊’의 성격이 ‘就’로 인해 형성된 

동질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마찬가지로 (37a)의 ‘就’는 삼 년 전이나 지금이나 겨울옷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동일함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就’는 삼 년 전의 그 시점과 발화 시

점 사이에 동질성을 유지시켜 양자를 연결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삼 년 전

부터 발화시점까지의 모든 순간에 ‘겨울옷을 만들고 싶다’는 심리적 동질성이 

유지된다. ‘就’가 없는 (37b)는 현재의 심리상태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않

는다. 즉 ‘就’를 제거하면 삼 년 전과 발화 시점의 심리상태 측면에서의 동질

성은 사라진다.

한편, 유일성의 하위 개념은 배타성이다. 배타성 역시 ‘연결’처럼 경계 짓기

와 관련이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제거하는지를 명

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계를 짓기 위해서는 경계 내의 성분들이 동질성

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배타성과 동질성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19)

19) 임지룡, 감동환 옮김(1998:71)에서 언급한 근접성 원리와 유사성 원리 역시 유사성과 집

단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a. 근접성의 원리: 개별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거리가 짧은 요소들은 다소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각될 것이다. 

b. 유사성의 원리: 유사한 개별적인 요소들은 하나의 공통적 부분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수련(200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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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3-3> ‘배타성’을 가진 집단과 ‘동질성’의 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배타’에서는 ‘연결’의 중요한 자질인 [이어주

기]를 도출하기 어렵지만, 반 로 ‘연결’에서는 ‘배타’의 중요한 자질인 [+배타

성]과 [+동질성]을 모두 도출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이 결

국 2장에서 제시한 부사 ‘就’의 네 가지 하위부류의 문법화 방향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는 시기적으로 문법화의 앞 단계에 

놓이고,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는 문법화의 뒤 단계에 놓이는데, 나중

에 생성된 하위부류는 앞서 생성된 하위부류의 부분적 특징을 상속받는다는 

것이다.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의 연관성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어의 ‘just’, 한국어의 ‘곧’과 ‘바로’ 및 태국어의 ‘Kor’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영어의 ‘just’는 시간부사로서 ‘방금 전’이라는 의미를 지닌 범위부사이다. 또

한 ‘∼만’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기부사로서 ‘바로, 틀림없이, 꼭’이라는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20) 아래 (38a-c)의 ‘just’는 각각 시간부사, 범위부사, 어기

부사이다. 

(38) a. He has just left.

그는 이제 방금 떠났다. 

b. I have come just to see you. 

그저 당신의 얼굴을 보러 왔을 뿐입니다. 

20) 민중서림편집국 편저(1995:1439), 에센스영한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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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is is just what I mean.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한편, 한국어의 ‘곧’은 시간부사로서 ‘머지않아’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접속

부사로서 ‘즉’의 의미를 나타내고, 범위부사로서 ‘~만’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바로’는 시간부사로서 ‘곧’의 의미를 지니며 어기부사

로 사용되는 경우는 ‘틀림없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21)

(39) 가. 입춘이 지났으니 곧 봄이 오겠지. 

나. 생명체는 유한한다. 곧 살아 있는 것은 모두 죽는다. 

(40) 가. 집에 바로 가십시오.

나.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다. 

다. 바로 그 사람이다. 

또한, 태국어의 ‘Kor’가 또한 비슷한 용법을 지닌다.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

은 부사 ‘Kor’는 ‘시간이 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강조하는 어기를 나타내

며, 화용적으로 연결 기능 또한 갖고 있다.22)

이처럼 부사 ‘就’를 통해 드러난 의미기능의 내부적 연관성은 결코 중국어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위의 논의를 토 로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의 관계를 도식으로 나

타낸 것이다.

21) 이희승 편저(1998:282,1408), 국어 사전 참조.

22) [泰]张顺美(2010), <汉泰语副词“就”和“Kor”与“才”和“Peung/Jeung”对比>, 復旦大学 硕士学

位论文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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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3-4> ‘연결’과 ‘유일화’의 계

부사 ‘就’의 네 가지 하위부류 간 의미 관계에 해서는 가족닮음(family 

resemblances)23)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닮음 이론에 따르면, 낱말의 의

미는 고정되고 명확한 것이라기보다는 모호하고 유동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

다. 이와 같은 가족닮음의 원리는 서론의 예문 (9a-d)에서 ‘就’의 기능이 담화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된다. 외재적으로는 시간부사 

‘就’의 용법과 어기부사 ‘就’의 용법이 매우 거리가 멀고, 접속부사 ‘就’와 범

위부사 ‘就’의 용법 역시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가족닮음 이론을 적용해 

보면, 각각의 하위분류가 공통적으로 몇 개의 의미 특성 자질들을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공유된 자질들은 부사 ‘就’의 각 용법과 기능들 간의 

원형 의미24)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특성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23) ‘가족닮음’이란 가족들 사이에는 ‘체격, 용모,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 다양한 닮음

의 증후군이 나타남을 가리킨다. 이에 해 비트겐슈타인(1958:66)은 ‘게임’을 통하여 다

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보드 게임, 카드 게임, 볼 게임, 올림픽 게임’ 등에서 전체적인 

유사성의 관계를 보게 된다. 모든 게임이 다른 것과 약간의 유사성을 갖지만 그들 모두

를 연결 짓는 요소는 없으며,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의 복잡한 망’에 부딪치게 된다. 

임지룡(1995:47) 참조.

24) 의미의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은 사람들이 낱말을 사용할 때 더 원형적인 보기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견해이다. 임지룡(1995: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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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3-5> 국어 부사 ‘就’의 의미기능망

3.4 인지  해석

‘就’의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이 각각 ‘접근성’과 ‘목표지향성’이라는 

어원의미의 의미속성에서 연유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접근성’과 ‘목표 지향성’

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 특징이 ‘就’의 의미기능 생성에 어떠한 역

할을 하였는지에 하여 인지언어학 이론을 토 로 설명하고자 한다. 인지언

어학자들은 화자의 장면 해석의 중요성에서 드러나는 개념처리 과정 즉 시점

이동(viewpoint shifting), 전경-배경 이동(figure-ground shifting), 윤곽부여

(profiling)와 같은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25) 아래에서는 ‘현저성(saliency)’과 ‘주

25) 이상철(2004:4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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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문화(windowing of attention)’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같은 장면을 관찰할 때 사물이 원래 지니는 현저성에 따라 자신의 

초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그 중의 각 요소를 현저화 시켜 개념화 

할 수도 있다.26)

A  B

 

<도식 3-6> 성 도식

예컨  일반적으로 ‘출현’과 ‘소실’을 상 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러나 양자

는 동일한 사건의 양면일 뿐이다. 위의 도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A의 입장에

서 보면 이 그림은 ‘凸型(salient)’이고, 사물의 출현, 즉 무에서 유의 변화를 의

미한다. 그러나 B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은 ‘凹型’이고, 사물의 소실, 즉 유

에서 무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그림에서 가장 현저한 부분은 돌출된 부분이

자 움푹 꺼진 부분이다.27)

张敏(1998)에 따르면 이동 물체의 이동 경로를 따라 물체가 멈출 때까지 이

를 관찰할 경우 주의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종점에 두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

해 Lakoff(1987)가 제기한 ‘도식 전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41) a. Sam walked across the street. (경로)

샘은 도로를 건넜다.

b. Sam lives across the street. (종점)

샘은 거리의 저 편에 살고 있다. 

(41a)의 ‘across’는 초점을 경로에 두게 하고, (41b)의 ‘across’는 초점을 경로

의 종점에 두게 한다. 이처럼 경로에서 종점까지의 도식상의 전환은 하나의 

26) 李福印(2008:337) 참조. 

27) 도식 및 관련된 설명은 古川裕(2001:266-267) 참조. 



3. 부사 ‘就’의 의미기능  111

자연스러운 의미 파생 원칙이 된다.28)

한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인지 능력 중 한 가지는 ‘주의

(attention)’29)이다. 이 능력은 장면의 한 양상으로부터 또 다른 양상으로 주의

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수반한다. 예컨  테니스 경기를 볼 때에는 이른바 

줌인 또는 줌아웃을 하면서 심판의 앞뒤로 날아다니는 공, 또는 한 명이나 두 

명의 선수 또는 일부 관중 쪽으로 다양하게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언어적으로 부호화되고 있는 장면의 특정 양상에 주의를 돌리는 방법

을 제공한다. 언어에서 드러나는 이런 일반적인 능력을 윤곽부여(profiling)라고 

부른다.30)

주의 체계는 화자가 어떻게 특정한 장면에 참여하는 실체 쪽으로 청자의 주

의를 돌리도록 의도하는지를 명시한다. 예컨  이 체계는 장면의 한 부분에만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2) a. The crate fell out of the plane into the ocean. 

나무 상자가 비행기로부터 바다로 떨어졌다.

b. The crate fell out of the plane into the ocean, through the air and into 

28) 张敏(1998:119-120) 참조.

29) 주의와 주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후자는 비교라는 편재적인 과정과 활성적인 

인지 기능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조의 기록으로 규정한다. 비교

와 인식의 고도의 복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심지어 우리가 명시적으로 주의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조차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고 있는 영역의 주변에서조차 우리의 내부에 

목하 진행 중인 심리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간단히 말하면 주의는 복잡

하게 짜인 우리의 정신 경험이라는 복잡하게 짜인 천에 덧새겨져서 선택적으로 현저성

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주의가 이러한 경험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김종도 역

(1999:123) 참조.

30) 언어가 윤곽부여를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언어가 여러 문법 구문을 임의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각 문법 구문은 장면의 각기 다른 양상에 윤곽 부여하

는 역할을 한다. 예컨 , 소년이 꽃병을 차서 깨뜨리는 장면이 주어지면, 이 장면의 각

기 다른 양상이 언어적으로 윤곽 부여될 수 있다. 

a. The boy kicks over the vase. (소년이 꽃병을 걷어찬다.)

b. The vase is kicked over. (꽃병이 걷어차인다.)

c. The vase smashes into bits. (꽃병이 산산이 깨진다.)

d. The vase is in bits. (꽃병이 조각조각 나 있다.)

a는 전체 행동 연쇄(action chain)가 윤곽 부여되고, b는 에너지 전달과 수동자가 윤곽 

부여되고 있으며, c는 꽃병이 산산이 깨진다는 사실이 꽃병의 상태 변화에 윤곽 부여되

고, d는 깨진 상태가 ‘산산이’인 것에 윤곽부여 된다. 임지룡⋅김동환(2006: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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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a. 

(나무 상자가 비행기로부터 하늘을 통해 바다로 떨어졌다) 

(42a)는 처음 창문화와 마지막 창문화에 해당되고, (42b)는 처음 창문화와 중

간 창문화, 마지막 창문화에 해당된다. 두 예문은 서로 다른 주의 배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경로 창문화는 언어 사용자들이 사물의 이동과 연상되는 궤도

의 하위부분을 창문화 하도록(주의를 돌리도록) 해 주고 있다. 원칙적으로 창

문화는 경로의 처음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서 작용한다. 아래 

예문은 언어가 주의 창문화를 부호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예증한다. 

예를 들어 경로 영상도식의 내적 복합성이 이동경로의 구분되는 하위부분에 

주의를 돌리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창문과 

중간 창문, 마지막 창문은 각각 이 영상 도식의 근원지, 경로, 행선지와 응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3) a. 중간 창문화와 마지막 창문화

The crate fell [through the air] and [into the ocean].

(나무 상자가 [하늘을 통해] [바다로] 떨어졌다.) 

b. 처음 창문화: The crate fell [out of the plane]. 

(나무 상자가 [비행기로부터] 떨어졌다.) 

c. 중간 창문화: The crate fell [through the air].

(나무 상자가 [하늘을 통해] 바다로 떨어졌다.) 

d. 마지막 창문화: The crate fell out of the plane [into the ocean]. 

(나무 상자가 [바다로] 떨어졌다.) 

창문화 패턴은 장면의 어떤 부분이나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데 반

해(창문화), 다른 부분은 생략될 수 있는 것(공백화, gapping)과 관련이 있다. 

창문화 패턴은 전경-배경 패턴과는 다르다. 전경-배경 패턴은 언어적 표상에 

있는 개념적 표상의 양상을 조직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

문화 패턴이 전경-배경 패턴처럼 전경화(세기, strength)에 한 전략을 나타내

고 사상을 수반할 수 있다. 예컨  (43)에서 전체 이동 경로는 창문화 되는 데 

반해, (44)에서는 각각 경로의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만이 창문화 

된다.31)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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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The champagne cork shot out of the bottle, through the air, and into

Lily's eye. (샴페인 마개는 병 밖으로 튀어나와 공중을 날아서 릴리의 눈  

   으로 들어갔다.)

(45) a. The champagne cork shot out of the bottle. 

(샴페인 마개가 병 밖으로 튀어나왔다.) [처음]

b. The champagne cork shot through the air. 

(샴페인 마개가 공중을 날았다. [중간]

c. The champagne cork shot into Lily's eye. 

(샴페인 마개가 릴리의 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인지언어학의 이러한 현저성과 주의의 창문화 관

점에 근거하여 ‘就’의 의미기능 특징에 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就’는 이동하는 개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에 접근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동동사 ‘就’의 기본 의미는 목표 지향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동사 

‘就’가 문법화 과정을 겪고 나서도 ‘접근’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 특징을 

보존하고 있다. ‘접근성’은 다가서는 과정을 부각시키고 목표 지향성은 목표를 

부각시킨다. 이로부터 과정과 목표의 립이 생성된다. 즉 시간부사 ‘就’와 접

속부사 ‘就’는 접근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연결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다. 이때는 이동의 과정이 현저성을 부여 받는다. 또한 어기부사 ‘就’와 범위부

사 ‘就’는 목표지향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일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

때에는 목적지가 현저성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현저성의 립은 결국 이동 사

건을 바라볼 때 ‘就’를 다르게 인지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의 도식을 살펴보자.

31) 임지룡⋅김동환(2006:44, 212, 56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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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3-7> ‘就’의 성 부여 양상 

<도식 3-7>에서 위의 그림은 연결을 나타내고, 아래의 그림은 유일화를 나타

낸다. 과정에 초점을 둔다면 출발점과 종점 간의 거리가 부각되므로 연결로 

인식되고, 목표에 초점을 둔다면 종점이 부각되므로 유일화로 인식되는 것이

다. 즉,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就’의 의미적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就’의 이동을 이동 사건으로 보고 ‘접근성’에 초점을 두는 경우 경

로가 ‘처음 창문화’ 되고 ‘就’의 연결 기능이 부각된다. 만약 이동의 목적지를 

현저화 시키는 경우에는 목적지가 ‘마지막 창문화’ 되고 ‘就’가 범위부사나 어

기부사의 용법으로 사용되며 유일화 기능이 부각된다. 

3.5 소결

본 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 로 인지언어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현

 중국어 부사 ‘就’가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을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선

행 연구 역시 ‘就’가 연결 기능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부사 

‘就’의 어떤 하위분류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본고

의 고찰에 따르면,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는 연결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는 유일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주장한 배타 기능과 다르다. 나아가 본고는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 간의 내재적 관계를 분석하고, 양자가 모두 [+배타성]과 [+동질성]

을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동시에, ‘유일화’에서 ‘연결’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

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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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지언어학의 현저성 관점과 주의의 창문화 관점을 이용하여 ‘就’가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 모두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就’의 

‘접근성’이 현저하면 ‘연결 기능’으로 나타나고, ‘목표지향성’이 현저하면 ‘유일

화 기능’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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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사 ‘就’의 주관량 표시 기능 

지금까지 부사에 한 연구는 체적으로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 편중된 경

향이 있으나 연구의 발전에 따라 많은 부사의 특징이 화용적 측면에서 더 잘 

나타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1) 

부사 ‘就’의 의미기능에 한 논의에 이어 본장에서 화용적 측면에서 ‘就’의 

표지어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선행 연구에 ‘就’가 주관량 표시 기능이 

있다고 제기한 바가 있다.2)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시간부사 ‘就’, 범위부사 

‘就’, 어기부사 ‘就’는 객관량을 주관량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3) 

‘양’은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파악하며 표현하는 중요한 범주이다.4) 언어

적 측면에서 양 범주는 객관량(客观量)과 주관량(主观量)으로 구분된다.5) 주관

량은 객관량과 립되는 개념으로서 화자의 감정, 태도, 행위 등의 주관 정도

를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량에 한 주관적 평가도 나타날 수도 있

다.6) 주관량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량(主观大量)과 주관적 소량(主观 量)으

로 나뉜다.7) 주관적 량이란 화자가 어떤 특정한 수량에 해서 많다고 생각

 1) 徐以中, 杨亦鸣(2010:53) 참조.

 2) 陈 荷(1994), 이선희(2003), 罗荣华(2012), 王志英(2012) 등이 표적이다. 

 3) 일반적으로 접속부사 ‘就’는 주관량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花300块钱就买了三本书。 [‘就’：접속부사]

b. 花300块钱就̇买了三本书。 [‘就’：범위부사]

c. 花300块钱就买了三本书̇ ̇ ̇ 。 [‘就’：어기부사]

a의 ‘就’를 접속부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려면 우선 ‘就’로 연결되는 선행절과 후속절 간

에 논리관계의 성립을 인정해야 된다. 이때 문장은 300위안을 지불하고 책 세 권을 샀

다는 인과관계로 해석된다. 이런 경우에는 ‘就’에도 강세가 들어가지 않고 앞⋅뒤의 수

량사에도 강세가 들어가지 않으며 화자가 수량에 한 주관적 태도 또한 드러나지 않

는다. 만약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就’가 b나 c에서 처럼 범위부사나 

어기부사로 사용한 경우가 된다.

 4) 양에 한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양을 ‘구체적 양’, ‘기본적 양’, ‘철학적 

양’으로 나눈다. 구체적 양은 구체적 사물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 수치의 양을 뜻하며 

중량, 길이, 부피 등이 이에 속한다. 기본적 양은 구체적 양에서 수치를 제거한 길이, 

중량 등을 가리키고 철학적 양은 추상화된 양을 가리킨다. 王世凯(2010:29-30) 참조.

 5) 李宇明(2000:30, 111) 참조. 

 6) 陈 荷(1994), 李宇明(2000), 이선희(2003), 田 (20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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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가리키고, 주관적 소량이란 화자가 어떤 특정한 수량에 해서 적

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陈 荷(1994:18)는 다음과 같이 객관량, 주관적 

량, 주관적 소량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1) A: 干了几天了？ (일한 지 며칠 됐어?)

B₁: 三天。 (일한 지 삼 일 됐어.)

B₂: 都三天了。 (일한 지 삼 일이나 됐어.)

B₃: 才三天。 (일한 지 삼 일밖에 안 됐어.) 

A의 질문에 B₁, B₂, B₃은 모두 ‘三天’이라는 수량을 사용하여 답하고 있

다. 위에서 ‘三天’은 각각 객관량, 주관적 량, 주관적 소량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₁의 ‘三天’에는 표지어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양에 

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B₂는 ‘都……了’를 사용하여 ‘三天’

을 많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B₃은 ‘才’를 사용하

여 ‘三天’을 적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였다.

다음은 ‘就’의 예문을 보자.8) 

(2) a. 中午吃了一碗麵条。

심 때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b. 中午就吃了一碗麵条。

심 때 국수 한 그릇만 먹었다.

(3) a. 一句话把他赶走了。

말 한 마디로 그를 쫓아내버렸다. 

b. 一句话就把他赶走了。

말 한 마디만으로 그를 쫓아내버렸다. 

 7) 陈 荷(1994:18)가 주장한 양의 립관계는 아래와 같다.

양
객관량(주관적 평가 없음) 

주관량(주관적 평가 내포)

주관 량(큰 것으로 평가됨)

주관소량(작은 것으로 평가됨)

 8) 본장에서 사용한 예문은 모두 선행 연구에서 참조하였거나 CCL에서 발췌한 것이다. 특

히 선행 연구에서 논란이 있었던 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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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와 (3b)은 각각 ‘就’가 수량구의 앞 또는 뒤에 출현한다. (2a)의 ‘一碗麵

条’는 ‘국수 한 그릇’을 뜻하며 객관량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사 ‘就’를 첨가한 

(2b)는 국수의 양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관량으

로 바뀌게 된다. (3a)의 ‘一句话’는 ‘말 한 마디’를 뜻하며 객관량이지만 부사 

‘就’를 첨가한 (3b)는 주관적 소량을 나타낸다. 즉 (3b)는 화자가 그를 쫓아내

는 것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단 한 마디로 쉽게 해결하였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고는 ‘就’를 주관량 표지어로 보는 선행 연

구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就’가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의미 지향과 관련하여 ‘就’의 주관량 표시 기능에 해서는 

립되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4) 结婚就三十岁了。
결혼할 때 이미 서른 살이 됐어. 

(5) 三十岁就结婚了。
서른 살에 벌써 결혼했어.

이선희(2003)는 (4)의 ‘三十岁’를 주관적 량으로, (5)의 ‘三十岁’를 주관적 

소량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就’가 수량사와의 위치 관계에 따라 표

시하는 주관량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陈 荷(1994), 周守晉

(2004) 등은 부사 ‘就’가 앞의 성분을 의미 지향하든 뒤의 성분을 의미 지향하

든 모두 ‘주관적 소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위치의 

수량사를 주관적 량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주관적 소량으로 보는 견해도 있

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모순되는 견해 중에서 어떤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인지, 또한 ‘就’가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면 그 

표시 양상은 어떠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만약 

통일된 기준을 찾아내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就’의 기

능에 한 인식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사실 ‘就’가 어떻게 주관량 표시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한 연구는 많

지 않고 그 성과 또한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王志英(2012)은 ‘就’가 ‘범

위가 좁다’, ‘수량이 작다’, ‘시간이 이르다’ 등의 의미나 강조를 나타내다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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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량 표지어로 문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就’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원인을 찾는 데 한 걸음 다가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조 기능과 주

관량 표지사 사이의 연결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王

志英(2012)에서는 ‘就’의 기능들이 주관량 표지어로 발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만일 ‘就’가 주관적 량

과 주관적 소량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면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한 

선행 연구의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就’가 주

관량을 표시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 설정된 규칙을 밝혀내고자 한다. 

둘째, ‘就’가 주관량 표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기로 한다. 

셋째, ‘就’가 객관량을 상황에 따라 주관적 량으로, 때로는 주관적 소량으로 

표시하는 원인과 양자의 내재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4.1 ‘就’의 주 량 표시 양상

李宇明(2000)은 양 범주를 물량(物量), 공간량(空間量), 시간량(時間量), 동작

량(動作量), 순서량(级次量), 어세(语势) 등의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이 여섯 

가지 양의 하위분류는 시간부사 ‘就’, 접속부사 ‘就’, 어기부사 ‘就’, 범위부사 

‘就’와 일 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 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간부사 ‘就’는 시간량, 순서량 등을 주관량으로 표시할 수 있고, 어기부사 

‘就’ 역시 다양하게 물량, 공간량, 시간량 등을 주관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선

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교차 응 때문에 한 문장 안에서 ‘就’

가 가리키는 것이 주관적 량인지 주관적 소량인지의 여부에 한 의견이 분

분할 뿐만 아니라 ‘就’의 주관량 표시 양상을 명확하게 묘사하기도 쉽지 않다.

‘就’와 수량구가 공기(共起)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량구 한 

가지만 출현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수량구 두 가지가 각각 ‘就’의 앞뒤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전자를 ‘단일수량구조’, 후자를 ‘이중

수량구조’라고 칭하기로 한다.9) 선행 연구에서는 특히 이중수량구조에 출현한 

 9) 중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각각 ‘单量式結構’, ‘雙量式結構’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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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에 한 평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혼란을 없애기 위해, 선행 

연구와 달리 본고는 일단 주관량 표시 기능을 지닌 부사 ‘就’를 이론적 거점

(支点)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순차적으로 ‘就’의 앞뒤에 있는 수량사 하나를 객

관량으로 보고 나머지 하나가 주관적 량인지, 주관적 소량인지를 고찰할 것

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중수량구조에서 ‘就’ 앞

뒤의 수량은 변수이지만, ‘就’는 불변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王志英(2012)은 

‘초점-배경’ 이론으로 이중수량구조의 주관량 문제를 설명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두 수량 중에 하나는 초점, 하나는 배경에 해당된다. 수량구조를 전경 

혹은 배경으로 설정하는지의 근거는 화자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 본

고 역시 앞뒤 두 수량을 모두 초점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그 중에 하나를 초점

으로 취급하는 것이 발화 상황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부사 ‘就’가 표시하는 주관량 양상을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

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4.1.1 주관적 대량 표시

4.1.1.1 단일수량구조

우선, 단일수량구조에서 ‘就’의 주관적 량 표시 기능부터 살펴보겠다. 수량

사가 량으로 표시될 때, 주로 한국어에서는 ‘수량사X(이)나’의 의미로 해석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6) a. 吃完饭8点了。
식사를 마치자 여덟 시가 되었다. 

b. 吃完饭就8点了。
식사를 마치자 여덟 시나 되었다. 

(6a)에서 화자의 의식 속에서 ‘8点’은 객관적 시간량이다. 그러나 시간부사 

‘就’를 첨가한 (6b)에서 화자는 ‘여덟 시’가 예상10)보다 늦은 시각이라 생각하

다. 한편, ‘就’가 출현한 다중수량구조(‘多量式结构’)도 있으나 그 수량이 미미하여 다루

지 않기로 한다.

10) 수치(數値)에 관한 예상은 ‘참조량’이나 ‘기 치’로 표현할 수 있다. 4.2.2에서 이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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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8点’은 ‘여덟 시나’로 해석해야 한다. 화자는 ‘8’보다 작은 수인 ‘7’

이나 ‘7시 30분’ 등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8’은 화자의 입장에서 

주관적 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시간부사 ‘就’가 첨가됨

으로써 이러한 변화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예문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7) a. 他吃了两個。

그는 두 개를 먹었다. 

b. 他就吃了两個̇ ̇ 。(吃得多。)

그가 두 개나 먹었다. 

(8) a. 三個人打扫了下房间。

세 사람은 방청소 좀 하 다.

b. 三個人就打扫了下房间。(别的活什麼也沒幹。)

세 사람이나 되는데 방청소를 했을 뿐이다. 

(7a)는 ‘他’가 두 개를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한다. 그러나 (7b)는 화자가 

‘他’ 한 사람이 두 개 보다 더 적게 먹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两个’라는 

양이 기 치보다 많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就’는 ‘两个’에 주관적 

량이라는 해석을 부여하였으며, 이 경우 ‘就’는 어기부사로 볼 수 있다.11) 

(8a)는 세 사람이 방청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 달리, (8b)는 

화자가 세 명이면 방청소 말고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겨우 방청

소만 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就’를 통해 ‘三個人’을 주

관적 량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就’는 범위부사이다. 

4.1.1.2 이중수량구조

본 절에서는 이중수량구조에서 ‘就’의 주관적 량 표시 기능을 살펴보기로 

히 다루기로 한다.

11) (7)의 ‘就’가 범위부사인 경우 ‘两个’는 주관적 소량이 되며 ‘두 개만’으로 해석한다. 그

러나 이 절에서는 ‘就’의 주관적 량 표시 양상을 고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다

루지 않는다. 같은 문장 구성인 경우 수량사와 공기하는 어기부사 ‘就’와 범위부사 ‘就’

의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세가 ‘就’에 있으면 범위어부사이며, 강세가 뒤의 수량

구에 있으면 어기부사이다. 강세에 관한 연구는 王志英(2012:35)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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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중수량구조는 특성상 ‘就’의 앞뒤에 각각 하나의 수량구가 존재한다. 

선행 연구는 ‘就’가 출현할 경우 이 두 수량구를 모두 주관량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여기서 앞의 수량구가 객관량이고 뒤의 수량구가 주관량인 경

우와 이에 상반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9) a. 你一天就来三次̇ ̇ 。
너는 하루에 무려 세 번이나 온다. 

b. 你一天̇ ̇就来三次。
너는 (기나긴) 하루에 세 번 온다.12)

c. 你一天来三次。
너는 하루에 세 번 온다.

주관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9a)에 하여 ‘一天’과의 조에서 ‘三次’가 

량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는 ‘三次’가 지닌 주관량의 

속성이 ‘一天’과의 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 증거로서 

(9b)처럼 ‘就’를 제거한 경우는 두 수량구가 그 로 있지만 주관량을 표시하지 

못한다. 문장에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9a)로 

돌아와서, 두 수량사 ‘三次’와 ‘一天’이 각기 주관적 량이 되는 경우에 따라 

‘就’가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9a)처럼 ‘三次’가 주관적 

량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의 ‘一天’은 객관량이고, ‘三次’는 

‘세 번이나’로 해석된다. 이 때 ‘就’는 어기부사의 기능을 충당하고 있다. 이와 

달리, (9b)처럼 ‘一天’이 주관적 량이 되는 경우는 ‘기나긴’이라는 의미를 함

의하고 있다. 이때 ‘三次’는 객관량이고 ‘就’는 범위부사의 기능으로 ‘只’의 의

미와 유사하며, 강세는 ‘就’에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0) a. 五岁的孩子能认两百字。
다섯 살 아이가 200자를 안다. 

b. 五岁的孩子就能认两百字̇ ̇ ̇ 。
다섯 살 아이가 200자나 안다.

12) 여기서 ‘세 번밖에’나 ‘세 번만’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경우 ‘三次’를 배

경으로 보고 객관량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一天’이 길다는 느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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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의 ‘两百’은 ‘이백 자’의 의미 외에 어떤 주관적 감정도 나타내지 않으

므로 객관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就’를 첨가한 (10b)는 화자가 5살 때 이미 이

백 개의 글자를 안다는 것이 예상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경우 ‘两百’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백이나’로 표현되며, 주관적 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10b)에서 ‘就’는 수량사 ‘两百’을 주관적 량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13)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단일수량구조에서는 시간부사 ‘就’의 뒤, 어기부

사 ‘就’의 뒤, 범위부사 ‘就’의 앞에 있는 수량구를 주관적 량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중수량구조에서는 범위부사 ‘就’의 앞, 어기부사 ‘就’의 뒤

에 있는 ‘就’가 주관적 량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충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주관적 소량 표시

‘就’가 표시한 주관적 소량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수량사X(이)

만’, 혹은 ‘수량사X(이)뿐’이라고 해석된다. 

4.1.2.1 단일수량구조

먼저 단일수량구조에서는 ‘就’가 주관적 소량을 표시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11) a. 我也就四分, 考得并不理想。
나도 겨우 4점밖에 못 받았으니 시험을 그다지 잘 보지 못했어.

b. 我也四分, 考得并不理想。
나도 4점이니 시험을 그다지 잘 보지 못했어.

c. 我也就四分。
나도 겨우 4점밖에 못 받았어.

13) ‘五岁的孩子就能认两百字’에서의 ‘就’는 어기부사 ‘就’로도 볼 수 있고, 범위부사 ‘就’로

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절에서는 주관적 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위부사 ‘就’의 

경우는 주관적 소량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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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는 화자의 의식에서 ‘4점’을 낮은 점수로 인식하며 발화한 문장이다. 그

러나 (11b)처럼 ‘就’를 제거한 문장의 선행절만으로는 화자의 점수에 한 태

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11c)의 경우 부연 설명이 없지만 점수 앞에 ‘就’를 부

가함으로써 ‘4점’이 낮은 점수라는 화자의 태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본고는 이러한 경우의 범위부사 ‘就’가 주관적 소량을 표시한다고 간주할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2) 六岁就上学了。
여섯 살에 벌써 학교에 들어갔다. 

(13) 三个人就够了。
세 사람이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여덟 살에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비해 (12)의 ‘六岁’는 주관적 

소량을 나타낸다. ‘六岁’를 주관적 소량으로 표시해준 것은 시간부사 ‘就’이다. 

(13)은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세 사람 이상은 필요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

문에 ‘三个人’은 ‘(많지 않은) 세 사람’의 의미이며 주관적 소량에 해당된다. 

이때의 ‘就’는 어기부사 ‘就’이다. 

4.1.2.2 이중수량구조 

다음에서는 이중수량구조에서 ‘就’가 주관적 소량을 표시하는 경우를 살펴보

기로 하자.14)

(14) a. 三个人就̇吃了两个苹果。
세 사람은 사과 두 개만 먹었다. 

b. 三个人̇ ̇ ̇就吃了两个苹果。
세 사람뿐인데 사과 두 개를 먹었다. 

(15) a. 在北京玩了一天, 他们就̇参观了三个地方。
베이징에서 하루 놀았는데 그들은 세 군데만 관람했다.

b. 在北京玩了一天̇ ̇ , 他们就参观了三个地方。

14) 4.1.1.2에서는 ‘就’가 이중수량구조에 출현하면서 주관적 량을 나타내는 것을 다루었지

만 여기서는 ‘就’가 이중수량구조에 출현하면서 주관적 소량을 나타내는 것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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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단 하루 놀았는데 그들은 세 군데를 관람했다. 

먼저 (14)의 ‘三个人’이나 ‘两个苹果’가 각각 주관적 소량이 되는 경우를 고

찰하도록 한다. (14a)처럼 ‘三个人’을 객관량으로 설정하면 ‘两个苹果’는 주관적 

소량이 되고 ‘두 개만’으로 해석되며, ‘就’는 범위부사로 ‘只’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달리, (14b)처럼 ‘两个苹果’를 객관량으로 설명하면 ‘三个人’이 주관적 소

량이 되며 ‘세 사람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때 ‘就’는 어기부사이다. 

이어서 (15)의 수량구인 ‘一天’이나 ‘三个地方’이 각각 주관적 소량이 되는 

경우를 고찰하도록 한다. (15a)처럼 ‘一天’을 객관량으로 설정하면 ‘三个地方’이 

주관적 소량이 되고 ‘세 군데만’으로 해석되며 ‘就’는 범위부사이다. 그러나 

(15b)처럼 ‘三个地方’을 객관량으로 설정하면 ‘一天’이 주관적 소량이 되고 ‘就’

는 어기부사가 된다. 

따라서 ‘就’의 주관량 단일수량구조의 수량사가 주관적 소량일 경우, 수량사

는 시간부사 ‘就’의 앞, 어기부사 ‘就’의 앞, 범위부사 ‘就’의 뒤에 위치한다. 

이중수량구조의 수량사가 주관적 소량일 경우는 수량사가 어기부사 ‘就’의 앞, 

범위부사 ‘就’의 뒤에 위치한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就’가 주관량을 표시하는 양상의 특징을 도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4-1> ‘就’의 주 량 표시 양상

수량사의 치

단일수량구조 이 수량구조

주  

량

주  

소량

주  

량

주  

소량 

시간부사 ‘就’의 앞 / Ｏ / /

시간부사 ‘就’의 뒤 Ｏ / / /

어기부사 ‘就’의 앞 / Ｏ / Ｏ
어기부사 ‘就’의 뒤 Ｏ / Ｏ /

범위부사 ‘就’의 앞 Ｏ / Ｏ /

범위부사 ‘就’의 뒤 / Ｏ / Ｏ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량사가 시간부사 ‘就’의 뒤, 어기부사 ‘就’의 뒤나 

범위부사 ‘就’의 앞에 위치할 때 주관적 량이 되고, 시간부사 ‘就’의 앞, 어

기부사 ‘就’의 앞이나 범위부사 ‘ 就’의 뒤에 위치할 때 주관적 소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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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就’의 주 량 표시 원인

주관량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어에서는 주로 부사나 어기사를 

통해서 표현된다.15) 그러나 모든 부사가 주관성(subjectivity)16)과 관련되지는 않

는다. 

李善熙(2003)는 ‘주관량’은 언어의 주관성이 양범주에 반영된 결과이며 인류

의 인지는 피동적으로 객관세계의 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주관적 느

낌, 태도와 평가를 수반한다고 하였다. ‘就’는 주관량 표지어로서 수식하는 성

분에 주관성을 부여시키므로 주관성과 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

다. 그러나 이런 주관성은 어디서 연유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

을 형성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사 ‘就’가 어떻게 주관량 표

시 기능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就’가 왜 주관적 량

과 주관적 소량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지에 해서도 규명해야 한다. 

인지의미론의 기본적인 주장은 어떤 표현의 의미가 기술되는 상황에 한 

객관적인 특성화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표현의 정확한 의미 값은 해

석의 수많은 국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해당 상황이 특성화

되는 구체성의 수준과, 배경 가정 및 기 , 다양한 개체에 부여되는 상 적 현

저성, 해당 장면에 해 취하는 원근법과 관련된다.17) ‘就’의 주관량 표시 문제

는 화자의 의도 및 청자의 해석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주관량 

표시 문제는 표현의 정보 전달의 측면이든 해석의 측면이든 원근법에서 중요

시하는 각종 요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원근법을 근거로 하여 아

래에서는 ‘주관화의 진행’, ‘참조량의 확립’, ‘이중 관점의 영향’ 등 세 가지 항

목을 나누어 ‘就’의 주관량 표시 원인에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4.2.1 주관화의 진행

주관화(subjectification)는 주관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와 응되는 구조를 선

15) 이선희(2003:8, 13) 참조. 

16)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모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태도의 표현으로도 간주될 수 있으

며 이것은 주관성이라고 한다. 임지룡, 김동환 옮김(2010:53) 참조. 

17) 나익주 옮김(2005: 515-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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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거나 상응되는 변천 과정을 겪는 것을 가리킨다. 주관화는 공시적 개념으

로도, 통시적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18) 그러나 본 소절은 ‘就’가 지닌 주

관량 표시 기능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통시적 주관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19) 

‘就’의 변천에는 담화 상황의 전이가 동반된다. 주관화는 실제적 상황에서 

담화적 상황으로 옮겨간다.20) Traugott& König(1991:208-209)에서는 다음과 같

은 의미-화용적 경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경향들이 정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21)

18) 그 이유는, 같은 시기에 화자가 어떤 구조형식을 취해 주관성을 표현하는 경우는 공시

적 문제이고, 주관성을 나타내는 구조가 여러 다른 시기를 거쳐 다른 구조를 취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변천하는 경우는 통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沈家煊(2001) 참조. 

19) 여기서 사용하는 주관화란 Traugott(1982, 1986a, 1988), Traugott& König(1991) 등에서 제

시된 개념으로 언어 형태의 의미가 변화할 때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점점 더 주관적인 

의미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명제 혹은 외연 위주의 의미에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투사함으로써 점점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성

하(2003:153) 참조. 

한편, 공시적 주관화는 아래의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a. Vanessa walked across the road. 

바네사는 길을 가로 질러 걸어갔다. 

b. Vanessa is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John.

바네사는 존으로부터 탁자를 가로 질러 앉아 있다.

a에서 개념화자는 외부 관점으로부터 바네사가 따르는 경로를 관찰하면 ‘객관적’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b의 상황은 정적인 형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객관적’이동

은 없다. 신에, 전치사 across가 존이 정신적 주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이

동이 있다. 이러한 ‘객관적 해석’에서 ‘주관적 해석’으로의 변이를 Langacker는 ‘주관화’

라 부른다. 여기에 관련된 (추상적)이동은 개념화자가 지표 상황을 통해 정신적 주사를 

행하며 목적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그 자체의 과정이다. 임지룡, 임동환 역

(2003:73)

20) 이성하(1998:153) 참조.

21) 이성하(1998: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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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2> 의미-화용  경향 22)

경향 구체  내용

a
의미-화용적 

경향Ⅰ
 외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내적인, 평가⋅인

식⋅인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b
의미-화용적 

경향Ⅱ
 외적 또는 내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텍스트

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c
의미-화용적 

경향Ⅲ
 상황에 한 화자의 주관적인 신념⋅태도의 의미가 점점 더 

강한 주관적인 신념⋅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就’의 주관화 과정을 이 세 가지 경향에 적용시켜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

을 보자.

(16) 六岁就上学了。 [경향Ⅰ]

여섯 살에 벌써 학교에 들어갔다.

(17) 她一见到我就笑。 [경향Ⅱ]

그녀는 나를 보기만 하면 웃는다. 

(18) a. 你一天就̇来三次, 以后常来啊。 [경향Ⅲ]

너는 하루에 세 번밖에 안 오네. 앞으로는 자주 와.

b. 你一天就来三次̇ ̇ , 以后少来啊。 [경향Ⅲ]

너는 하루에 무려 세 번이나 오네. 앞으로는 자주 오지마.

(16-18)은 각각 경향Ⅰ, Ⅱ, Ⅲ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16)은 장소로의 이동

에서 시간에 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는데23), 이처럼 더 물리적인 

공간이동에서 시간이동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의미-화용적 경향Ⅰ에 의한 것이

다. (17)에서 두 가지 행위가 시간적으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조건

과 결과로 바뀌게 된 것은 의미-화용적 경향 Ⅱ에 해당된다. ‘시간적 순서→인

과관계’로의 변화는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이다.24) 

(18a)는 어떤 수량의 제한에 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就’는 범위부사이

다. (18b)는 어떤 수량에 한 화자의 강한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고 ‘就’는 어

기부사이다. (18a-b)는 점점 더 강화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것

22) 이 도표는 Traugott& König(1991)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23)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간부사 ‘就’는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就’에서 발전하였다.

24) 이성하(1998: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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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화용적 경향 Ⅲ에 해당된다.

姚占龙(2008:47)은 주관화의 본질은 ‘의미-화용’의 변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는 문장의 의미가 점점 화자가 명제 내용에 한 주관적 신념과 태도에 의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문장에서 화용적 의미는 차이가 나지만 화자의 주

관적 태도가 강화되었음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25) 

‘就’의 주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공간 차원의 접근 (실제상황)

2단계, 시간 차원의 빠른 접근을 주관적으로 해석 (담화상황)

3단계, 논리 차원, 감정 차원의 강한 주관적 인식 (담화상황)

(당위성, 필연성, 확신 등)

주관화는 문맥을 통해서 화자의 화용적 추리과정(pragmatic inference)을 강조

한다. 화용적 추리의 반복적인 사용과 응고는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것을 표현

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26) 

또한 주관성과 객관성은 가변적이거나 정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27) 아

래에서는 ‘二三’이나 ‘两三’이라는 유사한 수량사와 공기할 때 ‘就’의 주관화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9) 今河流之決, 不過退就二三里。 (《舊唐書》)

지금 강이 범람하였지만 물은 불과 이삼 리 정도의 범위 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20) 一弹就两三个小时。
연주가 한 번 시작되면 두 세 시간이나 지속된다.

(19)의 ‘就’는 동사로서 공간개념의 이동을 나타내며 뒤의 ‘二三里’를 목적어

로 취한다. 즉 어림수 ‘二三里’는 이동의 거리가 되며 객관량이다.28) (20)의 

25) 위의 설명은 이성하(1998:154)에서 제시한 ‘after’의 ‘의미-화용적 경향’에 한 분석을 참

고하였다. 

26) 姚占龙(2008:52) 참조. 

27) 나익주 옮김(2005:518) 참조.

28) ‘~뿐이다’라는 의미는 ‘不过’에서 나온 것이며 ‘就’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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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는 시간부사이고 ‘两三个 时’를 주관적 량으로 표기한다. 이 발화는 화

자가 두세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19)에 비하면 

(20)의 ‘就’는 좀 더 담화적으로 발전했고 주관화되었다. 그리고 ‘就’는 공간차

원에서의 물리적 이동에서 시간차원의 비 물리적 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21) 这种传统的集市一个月也就两三次。
이런 전통적인 정기 시장은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열리지 않아. 

(22) 仅厂门口挂出的各种荣誉牌匾就二三十块。
공장 문 앞에 걸려 있는 각종 명예 간판만이어도 이삼십 개나 된다.

(21)은 화자가 ‘两三次’라는 수량이 적다고 생각함을 나타내고, (22)는 ‘二三

十块’라는 수량이 크다고 생각함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의 ‘就’는 더 이상 공

간적 이동도 시간적 이동도 나타내지 않으며 강화된 화자의 신념, 태도를 나

타낸다. 이동에서 태도로의 변화의 원인은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이다.29) 이처럼 ‘就’는 주관화를 겪으면서 원래 지니고 있는 ‘이

동’의 의미가 소실되면서 주관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就’의 주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객관적  →   비교적 주관적   →  보다 주관적

 공간 영역의 ‘就’  →  시간 영역의 ‘就’ →  감정 영역의 ‘就’3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就’의 주관화 과정은 영역의 확장과 강도의 증가라

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접근하다’를 의미하던 이동동사 ‘就’가 

주관량 표지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관화 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2 참조량의 확립

부사 ‘就’는 수량구와 공기하면 그 수량을 주관량으로 표시하고 참조량 혹은 

29) 이성하(1998), 155쪽을 참고.

30) 화자의 강한 의지, 확신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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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량의 범위를 확립시킨다. 참조량은 어떤 ‘양’에 해 ‘크다’ 혹은 ‘작다’라

고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양을 가리키며 기 치(期待値, expectation)라고도 부

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 중국어의 예와 한국어의 예를 통해서 이를 확인

해보자. 중국어의 예부터 살펴보자. 

(23) a. 哥哥高。
형은 키가 크다. 

b. 哥哥很高。
형은 키가 매우 크다. 

이선희(2003:18)에 따르면 (23a)와 (23b)의 참조량은 서로 다르다고 한다. 

(23a)의 ‘高’는 형의 키가 동생의 키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23b)의 ‘很

高’는 형과 같은 연령  사람들 키의 평균 수치에 비해 크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에서 조사를 사용하여 ‘참조량’을 표현한 경우이다. 

(24) a. 오늘 다섯 시간 작업하였다. 

b. 오늘 다섯 시간이나 작업하였다. 

c. 오늘 다섯 시간밖에 작업하지 못하였다. 

(24)에서 작업량은 동일하게 ‘다섯 시간’이다. (24a)는 작업량에 한 단순한 

서술인 것에 비하여, (24b)는 ‘다섯 시간이나’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작업

량에 한 기 치를 초과했으며, (24c)는 ‘다섯 시간밖에’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작업량이 기 치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해석상의 차

이는 조사 ‘이나’와 ‘밖에’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31) 

다음의 예문을 통해 부사 ‘就’가 참조량의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25) a. 吃完饭8点了。
식사를 마치니 8시가 되었다. 

31) 임지룡(2008:4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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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吃完饭就8点了。
식사를 마치니 벌써 8시나 되었다.

(25a) 중 수량사 8시의 참조량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장

에서 8시는 객관량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就’를 첨가한 (25b)에서는 근접한 

참조량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즉, 화자가 예상한 식사 시간은 8시 이전의 어떤 

시점이 된다. 그렇다면 ‘就’가 참조량을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고는 이것이 ‘就’가 이동동사로 사용될 때의 공간적인 참조점(reference point)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동사 ‘就’와 공간적인 참조점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부사 ‘就’와 참조량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4.2.2.1 동사 ‘就’와 참조점

인간의 공간에서의 활동은 모두 공간에 있는 각종 사물 사이 및 자신과 사

물사이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위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간

관계는 목표, 참조 상(reference object), 참조틀(reference frame)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포함한다. 참조 상은 목표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시켜준다. 그러

나 목표와 참조 상은 물체가 객관적 공간에 고유의 특징이 아니며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 이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목표와 참

조 상은 객관적 세계가 아닌 주관적 세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

떤 공간적 관계든 모두 참조틀에 의존한다. 참조틀은 공간에서 개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출발점, 방향과 종점과 관련된 3차원 좌표이다. 참조 상을 

통해서 목표를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다.32) 

그렇다면 어떤 사물이 참조 상이 되기 쉬운가? 우리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개체들이 동일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개체들

이 동일하게 현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개체는 자신의 내재적 속

성 때문에, 혹은 우리가 부여한 감정이입(empathy) 때문에 다른 개체보다 더 

현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현저한 개체는 우리가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개체는 다른 더 현저한 개체를 참조해서 위치를 

32) 刘宁生(1994:171), 赵颖(2009:3), 完权(2010: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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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더 현저한 개체를 참조하여 덜 현저한 개체의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참조점 모형(reference point model)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현상을 아래와 같이 도형화할 수 있다.33)

<도식 4-1> 참조  모형34) 

그림에서 C는 개념화자(conceptualizer)35)를, D(=dominion)는 영향권을, R와 

T(=target)는 각각 참조점과 목표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림은 관찰자가 어떤 개

체 (R)를 참조점으로 삼고, 참조점의 영향권 내에 있는 다른 어떤 개체 (T)와 

심리적 접촉을 가져서, 위치를 포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념화자가 

어떤 개체의 위치를 포착한다는 것은 관찰자가 참조점 (R)를 통하여 목표(T)를 

식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6)

33) 김종도(2002:171) 참조. 

34) 그림의 출처는 김종도, 나익주(2001:265)이다.

35) 개념화자란 장면의 의미 해석에 참여하는 화자 및 청자를 포함한 인지언어학적 용어이

다. 임지룡 외 10인(2014: 40) 참조.

36) 인지문법은 현저성이 참조점 선택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므로, 어떤 개체라도 주

위의 다른 개체들보다 더 현저하면 참조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현저성 비

칭성은 개체들 사이에서 크기와 색깔 같은 내재적 요인이나 관찰자와의 거리 같은 

맥락적 요인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으며, 또 감정이입 계층에서의 위치에 의해서도 생

겨날 수 있다. 

감정이입 현상은 ‘전체>부분’, ‘구체적 물체>추상적 물체’, ‘인간>물체’와 같은 계층 구

조를 이룬다. 이 계층 구조에서 선행 개체는 후행 개체보다 더 현저하여 참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도(2002:171-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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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나 장면을 관찰할 때 어떤 위치에서든 혹은 어떤 방향에서든 간에 참

조점이 필요하다.

(26) a. 电灯在桌子上方。
램프가 탁자 위에 있다.

b. 桌子在电灯底下。
탁자가 램프 아래에 있다. 

(26a)에서는 탁자를 참조점으로 간주하고 탁자와 관련하여 램프의 위치에 관

해 이야기하는 반면, (26b)에서는 그 반 가 된다.37) 

‘就’와 같은 이동 사건을 관찰할 때도 참조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참조점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이동물의 위치, 이동의 상태 혹은 존재의 상태를 서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동동사 ‘来’와 ‘去’의 참조점에 해 학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인다. 齐沪扬(1996)은 ‘来’와 ‘去’가 공간 이동을 

나타낼 때 주관 참조의 기능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38) 卢英顺(2000)은 ‘来’와 

‘去’의 참조점을 화자의 심리 공간이 처한 위치로 이해하는 것이 중국어의 실

정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접근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就’ 역시 주관

적 참조점을 갖게 된다. 

(27) 兵皆就路。 (西晉 《三國志》)

병사들은 모두 도로에 나와 있다.

(28) 荊軻遂就車而去, 終已不顧。 (西漢 《戰國策》)

荊軻는 마침내 (마차에 가까이 가서) 마차를 타고 떠나는데 끝내 뒤를 돌

아보지 않았다. 

(29) 今河流之决, 不过 就二三里。 (五代 《 唐書》)

지금 강이 범람하였지만 물은 불과 이삼 리 정도의 범위에서 왔다갔다 

할 뿐이다. 

37) 임지룡, 김동환 옮김(2003:5) 참조. 

38) 그는 세 가지 기준을 따라 ‘来’와 ‘去’가 표시한 주관적 참조의 위치를 6가지로 분류하

였다. 세 가지 분류 기준은 공간 이동의 물체와 화자의 관계, 발화 시간과 공간 이동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이다. 그리고 그 6가지 참조 위치는 실제 위치, 가정 위치(虚

拟位置), 현재 위치, 먼 위치(遥远位置), 자신의 위치, 타인의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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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의 참조점은 병사들이 도로에 접근하여 도착하기 전에 움직임이 시작한 

곳이 되고, (28)의 참조점은 荊軻가 다가가서 마차에 타기 전에 있던 곳이 되

며, (29)의 ‘2-3리’의 참조점은 강둑이 된다. 이런 참조점의 공통점은 모두 동사 

‘就’의 이동 목표나 접근한 범위는 화자가 설정한 주관적 참조점이라는 것이

다. 

4.2.2.2 부사 ‘就’와 참조량

선행 연구에서는 주관량이 형성된 원인이 참조량과의 비교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다음 문장을 보자. 

(30) a. 他七岁就上小学。
그는 7살에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생각보다 일찍 입학)

b. 他七岁上小学。
그는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30a)는 화자가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이 예상보다 어린 나이에 학

교 다닌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즉, 7살의 참조량은 7살보다 많은 숫자의 집합

이 된다. 그러나 ‘就’를 제거한 (30b)는 참조량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왜

냐하면, ‘就’가 없으면 그 양이 객관량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양의 많음과 적음을 판단하는 주관적 느낌과 평가는 어

떻게 설정하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 罗荣华(2010)39)에 따르면, 화자가 설정한 

참조량과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물에 한 주관적 평가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언어 심리적 매커니즘으로 내면화하는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

스가 사물 자체는 절 적으로 크거나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크거나 작다고 평

가하는 것은 비교의 결과라고 지적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관량은 역시 비교

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조량과의 비교가 곧 주관량이 형성된 

언어심리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관량 범주의 참조량에는 ‘심층참조

량(隐性参照量)’과 ‘표층참조량(显性参照量)’의 구분이 존재한다. ‘심층참조량’

은 참조량이 언어 평면에서 드러나지 않고 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40)

39) 罗荣华(2010), <主观量相关问题探讨>, 宁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5期 참조.

40) 예컨 , ‘他八岁才上小学’이라는 발화를 하기 전에 화자의 인지배경에는 이미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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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就’의 주관적 참조점은 은유 기제를 통해 양 범주에 반영되면 곧 참조

량이 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1) 她三个星期就看了一本书。
그녀는 3주 동안 책 한 권만 읽었다. 

(32) a. 中午吃了一碗麵條。 
점심 때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b. 中午就吃了一碗麵條。
점심 때 국수 한 그릇만 먹었다. 

(31)에는 화자가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았다는 것에 한 불만족스러움이 

드러나 있는데, 화자의 생각에는 ‘한 권’보다 더 많은 양을 읽었어야 한다. 그

러므로 비록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권을 기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장의 참조점은 ‘한 권’보다 많은 양이어야 된다. (32b)의 경우는 참조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화자가 점심으로는 국수와 기타 음식을 곁들어 

먹어야 되는 경우, 또 하나는 화자가 국수를 한 그릇 이상 먹어야 된다고 생

각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참조점은 국수의 더 많은 종류의 음식이 되겠

고, 후자의 경우 참조점은 한 그릇 이상의 국수가 된다. 단,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두 화자 모두 한 그릇의 국수는 점심 식사량으로 부족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따라서 ‘就’가 주관량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참조량

을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2.3 ‘이중 관점(view point)’의 영향

주관화의 진행과 참조량의 확립은 ‘就’가 주관량 표시 기능을 갖게 된 중요

한 원인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就’가 왜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본고는 기능상 이러한 립적 

경향이 형성된 데에는, 이동을 나타내는 ‘就’의 어원에서 어떤 의미 특징의 작

에 따라 8살 이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참조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참조량이 

확립되면 화자가 ‘才’를 이용하여 8살이 입학하기에 많은 나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내

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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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就’는 일반적으로 ‘접근하다’라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모두 

간과하였던 부분은 ‘접근하다’가 ‘다가가다’와 ‘다가오다’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점이다.41) 본고는 ‘就’가 이동동사 중에서도 ‘이중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즉, 관점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就’의 행동주체

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42) 아래에서는 관련된 

이론을 살펴본 후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4.2.3.1 이론적 배경

우리는 거의 중심-주변(CENTER-PERIPHERY)도식을 단절되거나 자족적인 방

식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중심과 주변이 주어지면, 원-근(NEAR-FAR) 도식이 

우리의 지각적 또는 개념적 원근법을 따라서 펼쳐져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43) 

따라서 사람들은 사물이나 어떤 공간적 장면을 관찰할 때 반드시 하나의 시각

에서 관찰하게 된다.44) 이를 인지언어학에서는 관점(viewpoint)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음에서 영어의 예문을 통해서 관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45) 

(33) a. The roof slopes steeply upward. 

지붕이 위로 급하게 경사져 있다. 

b. The roof slopes steeply downward. 

지붕이 아래로 급하게 경사져 있다. 

(33a)에서 화자의 관점은 지붕의 아래 끝에서 지붕 위로 시선을 이동하는 반

면에 (33b)의 화자의 관점은 지붕의 꼭 기에서 지붕의 아래 끝으로 시선을 이

41) 이는 곧 ‘就’가 한쌍의 역동어(reversive)로 사용할 수 있는 의미이다. 임지룡(2011:164)에 

따르면 역동어(reversive)는 맞선 방향으로 이동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립어를 말한다. 

역동어의 보기로는 ‘가다/오다’, ‘들어가다/나오다’, ‘오르다/내리다’, ‘올라가다/내려오다’, 

‘전진하다/후퇴하다’ 등이 있다.

42) 김응모(1993:13)에 따르면 이동에는 정향성(定向性)을 띠는데, 이 정향성(oriantal)은 <상

향성>, <하향성>, <좌향성>, <우향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이동동사의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가 된다. 

43) 김두식, 나익주 역(2010:127) 참조.

44) 李福印(2008:242) 참조.

45) 나익주 역(2005:2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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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있다.

관점은 관찰점(vantage point)46)과 지향(orientation)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내

포한다. 관찰점이란 장면을 보는 위치이다. 행위자가 집을 보면서 걸어가면 집

에 한 그의 관찰점은 조금씩 이동하게 된다.47) 관찰점이 달라짐에 따라 사

물에 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4) Follow my instruction carefully. Enter the woods by the south gate. 

Follow the path until you come to the big oak tree. You will find 

the box behind it. 

제 지시를 주의 깊게 따르세요. 남문 옆 숲으로 들어오세요. 큰 참나무를 

만날 때 까지 그 길을 죽 따라 오세요. 그러면 그 참나무 뒤에서 그 상

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언어적으로 표현된 공간관계를 화자의 위치성에 의존하게 되면 관찰점은 해

석의 영향을 받게 된다. (34)에서 ‘behind’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청자

의 관찰점이다.48)

‘지향’은 화자가 바라보는 방향과 관찰자의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 화자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주어진 관찰점에서 다른 지향으

로 장면을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9) Talmy(2000)는 지향을 전향적

(prospective)방향과 후향적 (retrospective)방향으로 나누었다. 다음의 예문에서 

전향적 방향과 후향적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35) a. George finished the champagne before he went home.

조지는 집에 가기 전에 샴페인을 다 마셨다. [전향적]

b. Before he went home, George finished the champagne.

조지는 집에 가기 전에 샴페인을 다 마셨다. [후향적]

이 두 예문은 모두 조지가 처음에 샴페인을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갔

46) 관측점(perspective point)이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47) 김종도 역(1999:130) 참조. 

48) 예문 및 설명은 김두식, 나익주 역(2001:111)을 참조하였다. 

49) 김종도 역(1999:130), 김종도(2002: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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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 두 예문의 차이는 두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과 관련 있는데, 이는 다음의 도식으로 논증할 수 있다.50)

 

 

 전향적 방향                         후향적 방향

<도식 4-2> 향  방향과 후향  방향51)

‘전향적 방향’의 그림에서 보듯이 화자는 사건의 연쇄는 첫째 사건 즉, 사건 

A의 원근화법으로부터 관찰하고 있다. 이는 원근화법 지점이 시간상 앞선 사

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 방향이라고 부르며, 화자는 앞선 사건을 

참조점으로 삼아 뒤따르는 사건 쪽을 바라보고 있다. ‘후향적 방향’ 그림에서 

화자는 사건의 연쇄는 두 번째 사건, 즉 사건 B(집으로 가기)의 원근화법으로

부터 관찰된다. 이는 원근화법 지점이 시간상 나중 사건(집으로 가기)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후향적 방향이라고 부르며, 화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전개

되는 사건을 참조점으로 삼아 앞서 전개된 사건 쪽을 바라보고 있다.52)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6) a. 他进房间来了。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b. 他进房间去了。
그가 방으로 들어갔다. 

50) 임지룡, 김동환 역(2008:564) 참조. 

51) 그림의 출처는 임지룡, 김동환 역(2008:564)이다. 

52) 임지룡, 김동환 역(2008:5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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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의 상황은 그가 방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 객관적인 장면이지만, 개념화

자가 설정한 ‘관찰점’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36a)에서는 ‘들어

오다’에 의해서 개념화자인 관찰자가 방 안에 있음을 나타낸다. (36b)에서는 

‘들어가다’에 의해서 개념화자가 ‘방’ 밖에 있음을 나타낸다.53) 이처럼 화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관찰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관찰점은 

사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崔希亮(2001:8)에 따르면 활동 장면의 관찰점이 용기의 내부에 있다면, 내부

시점장면(internal-perspective)이라고 불렀고, 관찰점이 용기의 외부에 있다면 외

부시점장면(external-perspective)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화자가 내부시점을 가지

는 경우에는 (36a)처럼 ‘进来’로 표현하고 있으며, 반면에 외부시점을 가지는 

경우에는 (36b)처럼 ‘进去’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행위자가 화자가 있

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来’를 사용하고, 반 로 행위자가 화자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去’를 사용하는 것이다. 54) 

4.2.3.2 ‘就’와 관점

‘접근하다’는 관찰점과 지향에 따라 ‘다가가다’와 ‘다가오다’로 분절될 수 있

다. 따라서 ‘就’의 이중 관점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53) 임지룡(2008:391) 참조.

54) ‘관점’은 이와 같이 구체적인 공간상의 지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개념화자의 사회

적, 심리적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a. 친구들이 내 결혼식에 올 것이다. 

b. 나는 네 결혼식에 갈 것이다. 

c. (전화) 김 교수님, 제 조교가 교수님 연구실에 갔습니까?

d. (전화) 김 교수님, 제 조교가 교수님 연구실에 왔습니까?

범언어적으로 ‘오다’는 화자를 지향하며, ‘가다’는 화자를 벗어나는 립적 이동 동사이

다. 따라서 (c)에서는 전형적인 관찰점이 사용되고 있다. 그 반면, (d)에서 ‘오다’를 사용

한 것은 청자의 관찰점을 취한 것으로서, 이는 화자가 청자를 배려하고 친 감을 확보

하기 위한 의도라 하겠다. 청자의 관찰점을 취하는 것은 그 관찰점을 화자와 청자가 공

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공손성의 관습화된 전략이라 하겠다. 임지룡

(2008:3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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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방향

 : 지향

A: 행동주체(Agent)

G: 목적지(Goal)

    VP: 관찰점(Vantage point)

<도식 4-3> 동사 ‘就’의 이  55)

위의 <도식 4-3>에서 VP₁과 VP₂는 화자의 관찰하는 위치(관찰점)를 나타나

며 A를 향한 두 개의 굵은 화살표는 화자가 관찰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A는 

행동주체을 나타내며 G는 목적지를 나타낸다. VP₁과 VP₂ 중에서 선택한 관찰

점을 가지고 화자는 개념적 내용을 부호화하게 되는데, 이는 ‘就’의 의미를 달

리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A가 G로 향해 접근하는 것을 

VP₁관찰점에서 관찰한다면 ‘다가가다’로 표현하게 되고, VP₂관찰점에서 관찰

한다면 ‘다가오다’로 표현하게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7) 荊軻遂就車而去。 (西漢 《戰國策》)

荊軻는 마차를 타고 떠났다.

(38) 有群人就臣車側。 (南朝 《宋書》)

어떤 무리가 소신의 마차 곁으로 다가왔다.

(37)은 VP₁을 관찰점으로 취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행위주체 ‘荊軻’를 관찰했

을 때의 표현이고, (38)은 VP₂를 관찰점으로 취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행동주체 

‘(一)群人’을 관찰했을 때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就’는 이중적 관점에 의해 

문장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관찰점과 지향의 변화는 다른 영상을 

도출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표현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56)

‘다가가다’와 ‘다가오다’는 비록 목표를 향해 ‘접근한다’라는 측면에서 공통

55) 논의의 편의를 위해 관찰자, 이동 주체, 목표가 같은 직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56) 김종도(2002:55)에서 다룬 ‘in front of’, ‘behind’의 도식과 설명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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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지만, 이중 관점에 의해 서로 다른 의미적 차이가 나타난다. ‘다가가다’

는 화자의 입장에서 행위주체가 목표에 가까이 갈수록 화자에게서 멀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반면에 ‘다가오다’는 화자의 입장에서 행위주체가 화자와 가

까워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인지적 관점에서 ‘다가가다’는 멀어짐에서 심리

적 거리가 길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다가오다’는 가까워짐에서 심리적 

거리의 짧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양 범주에 적용되면 각각 주

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

자. 

(39) a. 据统计, 人类在每89次生育中, 就有一次̇ ̇是双胞胎。
통계에 따르면 인류의 매 89번의 출산에서 한 번이나 쌍둥이가 태

어난다.

b. 据统计, 人类在每89次生育中, 就̇有一次是双胞胎。
통계에 따르면 인류의 매 89번의 출산에서 한 번만은 쌍둥이가 태

어난다.

(39)의 어기부사 ‘就’의 수식을 받고 있는 ‘一次’는 주관적 량으로도 주관

적 소량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주어진 객관적 정보에 ‘就’를 첨가함으로써 

화자는 쌍둥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예상보다 높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즉, 주어진 객관적 정보에 ‘就’를 첨가함으로써 ‘一次’는 주관적 량의 기능을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화자의 관점을 개입하면 동일한 문장인 경우에도 

주관적 량이나 주관적 소량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4.3 소결

본장에서는 부사 ‘就’의 주관량 표시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한 원인을 분

석하였다. 단일수량구조와 이중수량구조에서의 주관량 표시 상황에 한 분석

을 통해 ‘就’는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증

명되었다. 정리하자면, 수량사가 시간부사 ‘就’의 뒤, 어기부사 ‘就’의 뒤나 범

위부사 ‘就’의 앞에 위치할 때 주관적 량을 나타내고, 시간부사 ‘就’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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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부사 ‘就’의 앞이나 범위부사 ‘就’의 뒤에 위치할 때 주관적 소량이 나타

나는 경향이 보인다.

‘就’가 주관량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주관화의 진행과 참조량의 확립 기능

과 관련된다. ‘就’는 객관적 이동 사건을 표현하였는데, 주관화의 진행에 따라 

주관성을 갖게 되었고 그 범위가 확 되며 정도가 점차 강화되었다. 선행 연

구는 객관량을 주관량의 형성 기제로 삼고 있지만 본고는 ‘就’가 참조량을 확

립시키는 기능 때문에 주관량 표지사가 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

은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 ‘就’가 참조점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서 기인한

다. 

‘就’가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이유에 해서 본

고는 어원의미의 ‘이중 관점’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관량 표지사 ‘就’

는 이동동사 ‘就’에서 발전하였다. 동사 ‘就’의 ‘접근하다’라는 의미는 인지언

어학의 ‘관점’ 이론에 따르면 ‘다가오다’와 ‘다가가다’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만약 화자의 관점에서 행위의 주체가 자신(화자)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표현

하게 되면 화자와 행위주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이것

이 수량범주에 사상되면 ‘주관적 소량’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달리, 화자의 관

점에서 행위의 주체가 화자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표현하게 

되면 화자와 행위주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것이 수량범

주에 사상되면 ‘주관적 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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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부사 ‘就’가 어떠한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용법을 갖게 되었는

지, 현재 어떤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지, 또한 이런 기능이 어디서 연유되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통시적 시각과 공시적 시각

을 결합하여 부사 ‘就’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기능 및 주관량 표시 기능을 고찰

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사 ‘就’는 동사에서 발전하였고 가장 먼저 출현한 하위부류인 시간부

사 ‘就’는 魏晉南北朝 시기에 출현하였다. 이때 시간부사 ‘就’는 동작행위가 짧

은 시간에 발생하였거나 화자의 예상보다 빨리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시간

부사 ‘就’의 생성에는 은유 기제와 재분석 기제가 작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시간부사 ‘就’가 ‘빠르다’의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간적 ‘접근’을 나

타내는 동사 ‘就’가 은유 기제를 통해 시간영역으로 사상되었기 때문이다. ‘就’

가 동사에서 시간부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就’가 처한 통사적 

위치, 공기성분과의 상호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就’가 출현한 연동구조 

‘就+V+O’는 가변 요소 ‘V’와 ‘O’의 변화에 따라 ‘O’가 ‘V’와 관계가 더 긴

해지는 동시에 ‘就’와의 의미 관계는 느슨해진다. 재분석을 통해 ‘就+V+O’ 구

조가 연동구조에서 부사어 수식구조로 바뀌면서 ‘就’가 부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접속부사 ‘就’는 魏晉南北朝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접속부사 

‘就’는 시간부사 ‘就’에서 발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은유와 유추 기제가 작용하

고 있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건 발생의 선후관계는 은유를 통해 

논리영역으로 사상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접속부사 ‘就’가 선행사건과 후

행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추와 일

반화 기제의 작용으로 ‘就’는 논리적 인과관계에서 가정 관계, 조건 관계 등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맥에 쓰이게 되었다.

고 중국어 문헌에서 추출한 언어자료에서의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범위

부사 ‘就’는 宋代에 출현하였고, 어기부사 ‘就’는 南宋 시기에 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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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화의 ‘단일방향성’ 이론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범위부사의 출현시기가 

어기부사의 출현시기보다 앞서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본고 역시 범위부사 

‘就’가 어기부사 ‘就’보다 먼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범위부사 ‘就’

는 환유 기제와 재분석의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동사 ‘就’는 ‘어떤 목표로의 

접근’이라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어떤 목표’는 환유를 통해 ‘범위’라는 일반적

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같은 의미의 획득은 재분석 기제를 통하여 범위부

사로서 기능하게 되는 토 가 되고 있다. 어기부사 ‘就’는 범위부사 ‘就’에서 

은유와 유추 기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범위부사 ‘就’의 수량영역에 

한 범위 한정은 은유를 통해 감정 영역의 범위 한정으로 사상될 수 있다. 또

한 범위부사 ‘就’는 동작동사와 공기하는 상황에서 유추 기제의 작용에 의해 

관계동사와 공기하게 되면서 어기부사로 발전하게 된다.

‘就’는 문법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법 기제의 작용으로 네 가지 의미로 구별

되는 부사의 용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네 가지 용법을 가진 부사는 덜 

추상적인 의미에서 고도로 추상화 된 의미로 발전하였으며, 하위부류 간에는 

의미지속성이 존재하고 있다. ‘就’의 문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부사의 네 가

지 용법은 상호 내재적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문법화 연쇄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이른 단계에 놓이는 시간부사 ‘就’와 접

속부사 ‘就’는 어원의미 ‘접근성’의 영향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늦은 단계에 놓

이는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는 어원의미 ‘목표지향성’의 영향을 받았

다.

(2) 현 중국어 부사 ‘就’는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는 연결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연

결 기능은 동사 ‘就’의 어원의미의 특징 중 하나인 ‘접근성’에서 비롯되었다. 

공간의 접근성이 목표지점과의 거리적 ‘축소’ 의미로 확장됨에 따라 시간부사 

‘就’는 시간적 긴축을 나타내는 연결 기능을 획득할 수 있다. 시간부사 ‘就’는 

주로 두 시점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예컨  발화시점과 사건시점을 연결하

거나, 참조시점과 사건시점을 연결하고 있다. 접속부사 ‘就’는 선행절과 후행절

을 논리적 관계로 연결시키면서 사건 발생의 필연성을 획득시켜 주고 있다.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에는 유일화 기능이 있다. 문장에서 ‘就’가 없

는 경우와 달리, 범위부사 ‘就’가 들어가면 ‘就’의 수식을 받는 성분에 유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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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여된다. ‘就’의 유일성은 ‘就’의 수식을 받는 성분에만 작용하므로 그 외

의 다른 성분들은 배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범위부사 ‘就’가 통제

하는 성분에 초점을 두어, 이와 관련된 범위부사 ‘就’의 의미기능을 ‘유일화 

기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就’의 어원의미의 특징 중 하나인 ‘목

표지향성’과 관련이 있다. 북경 학교 말뭉치를 통한 문헌조사에 따르면, ‘就’

가 ‘이동’을 의미하는 문장에서 이동주체는 특정 목적지를 이미 정해두고 있으

며, ‘就’는 ‘그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동사건에서는 화

자가 목적지에 초점을 두는 경우 이동 과정보다는 목적지에 현저성이 부여된

다. 이에 따라 범위부사 ‘就’는 자신이 수식하는 뒤의 성분을 하나의 범주로 

제한하여 수식성분에 한 유일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 간에는 상호 내재적 관계가 존재한다.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은 [+동질성]과 [+배타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결

은 연쇄와 관련되는 반면 유일화는 ‘제한시키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연결은 무엇인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과 달리 유일화는 어떤 성분

을 제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결기능과 유일화 기능의 

의미적 차이점이 ‘就’의 어원의미인 ‘접근성’과 ‘목표지향성’과 내재적으로 연

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인지언어학의 현저성 이론에 의하면, ‘접근성’이 부각될 

경우 ‘就’가 ‘연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목표지향성’이 부각될 경우 

‘就’는 ‘유일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두 기능 간의 립은 결국 

‘이동’이라는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부사 ‘就’는 화용적 측면에서 주관량 표시 기능을 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원인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선 단일수량구조와 이중수량구조

에서의 주관량 표시 상황에 한 분석을 통해 ‘就’는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

량을 모두 표시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량사가 시간부사 

‘就’의 뒤, 어기부사 ‘就’의 뒤나 범위부사 ‘就’의 앞에 위치하는 경우 주관적 

량을 나타낸다. 반 로 시간부사 ‘就’의 앞, 어기부사 ‘就’의 앞이나 범위부

사 ‘就’의 뒤에 위치하는 경우 주관적 소량을 나타낸다. ‘就’가 주관량의 기능

을 가지게 된 것은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주관화 진행 및 참조량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 원래 ‘就’는 객관적 이동사건을 표현하다가 주관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관성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주관성의 범위가 확 되면서 주관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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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객관량을 주관량

의 형성 기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就’가 참조량을 확립시키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주관량을 표시할 수 있는 토

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就’가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어원 의미

의 ‘이중 관점’과 연관이 있다. 주관량 표지어 ‘就’는 이동동사 ‘就’에서 발전

하였다. 이동동사 ‘就’는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인지언어학의 ‘관점

(view point)’ 이론에 따르면 이는 ‘다가오다’와 ‘다가가다’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화자가 취한 관점이 행위주체가 화자 자신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이는 행동주체와 화자의 거리가 축소되고 있음으로 인지하

게 된다. 이를 양 범주에 반영하면 주관적 소량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화자

가 취한 관점이 행위주체가 화자 자신과 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이

는 행위주체와 화자의 거리가 길어지고 있음으로 인지된다. 이를 양 범주에 

반영하면 주관적 량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就’는 고 중국어에서 이동동사로 쓰였으며 

기본의미는 ‘접근하다’로 해석된다. 현 중국어에서 부사 ‘就’는 연결 기능, 유

일화 기능, 주관량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就’의 어원의미특징에서 기인한다. 첫째, 이동동사 ‘就’는 2가

동사로서 이동주체와 종점의 두 논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화자가 이동주

체와 종점 간의 이동과정을 초점으로 볼 때 연결기능을 가지게 되고 종점에 

초점을 두게 되면 유일화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기본의미인 

‘접근하다’라는 의미 역시 ‘就’가 연결 기능과 유일화 기능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就’가 주관량에서 주관적 량과 주관적 소량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인지언어학의 이론인 ‘관점’과 관련이 있다. 화자가 인식하는 이

동주체와의 공간적 관계에 따라 주관량 표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통시적인 시각에서 동사 ‘就’가 부사 ‘就’로 발전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변화

에 주목하여 부사 ‘就’가 나타내는 여러 의미의 생성 요인과 문법화 기제에 

해 고찰하였다. 또한 부사 ‘就’의 다양한 용법 간의 통시적, 공시적 관련성을 

밝혔다. 이러한 고찰 과정이 ‘就’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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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現代漢語副詞“就”的語義功能與語法化硏究

首 大学 中文系

朱纪霞

副词“就”在现代汉语中使用频率极高且用法纷繁复杂。既往的众多研究已经取得了一

定的成果，但仍然存在很多不足之处，比如：从历时的角度来看，没有理清其语法化历

程；从共时的角度来看，没有明确地阐释出其功能特点及其相关的根本原因。故本文以语

法化与认知语言学的理论为依据，将历时研究与共时研究相结合，着重考察现代汉语副词

“就”的语法化过程、语义功能及语用上的标记功能，以期对副词“就”有一个全面而立体的

认识。
副词“就”源于表“靠近”义的移动动词“就”，有时间副词、连接副词、范围副词和语气

副词这四种次级分类。本文首先从历时的角度，分别考察了副词“就”的各次级分类的形成

时期、各时期的演变特征及语法化机制。经考察，发现四个次级分类的语法化是依循两条

途径形成)的，途径一为：动词“就”→时间副词“就”→连接副词，是在语源义“靠近”的语义

特点“接近性”的影响下形成的；途径二为：动词“就”→范围副词“就”→语气副词“就”，是在

语源义“靠近”的语义特点“目标指向性”的影响下形成的。这两条途径都遵循了语法化的“单
一方向”发展原理，且每条途径内部成员之间存在着清晰的历时语义继承关系。

时间副词“就”出现于魏晋南北朝，其语法化机制是隐喻和重新分析。通过隐喻，“就”
得以由表空间移动而虚化为表时间意义，而重新分析机制则促使动词“就”获得副词功能。
当动词“就”出现在连动句中前一个动词的位置上时，随着其语义泛化的进行，其后的动词

也发生语义变化。同时当【+移动性】不再是“就”的必要性语义特征时，后续动词与日渐

结构复杂化的宾语的语义联系得到强化，从而使得“就”与该宾语的语义关系变得疏松，由

此“就”进化成了修饰其后动宾结构的状语，获得了副词的语法功能。连接副词“就”也出现

于魏晋南北朝，由时间副词“就”发展而来，至明清时期发展到可表达多种逻辑关系。通过

隐喻，“就”得以由表时间关系而虚化为表逻辑关系，即时间的先后时间顺序可以折射到逻

辑领域里的因果关系，而看似语义繁杂的连接副词“就”实际上在认知上是一脉相通的，即

都是由时间领域里的【接近】这一语义特征通过隐喻衍生而来的。类推是促使其语法化的

另一个机制，通过类推，“就”从最初表因果关系而扩展到能表假设、条件等多种逻辑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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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范围副词“就”产生于宋代，是在转喻和再分析机制的影响下由动词“就”发展而来。由

于动词“就”表示“靠近某一目标”，因此在转喻机制的作用下其中的“目标”得到强化，同时

再分析功能使得“就”成为起限定作用的状语。语气副词“就”出现于南宋时期，由范围副词

发展而来。隐喻机制的映射使其由范围领域转化到表达发话者意志、态度的语气，从而完

成由抽象到更为抽象的感情领域的转化。
其次，本文在既往研究的基础上，从共时角度对现代汉语副词“就”的语义功能进行了

探究。经考察认为副词“就”有“衔接功能”和“唯一化功能”。以往的一些研究也发现“就”有
“衔接功能”，但存在以偏概全之嫌，并且没有具体分析所衔接的成分。而本文认为只有时

间副词“就”和连接副词“就”有“衔接功能”，并对衔接内容进行了具体描述。同时我们认为

语气副词“就”和范围副词“就”有“唯一化功能”，这与之前的研究所说的“排他性功能”有异。
本文还分析了“衔接功能”和“唯一化功能”之间存在的内在联系，即衔接功能与唯一化功能

皆含有【排它性】、【同质性】。而同时也指出，二者间有不相容的部分，比如唯一化功能不

能直接推导出有关【衔接】的信息。对于这两种功能所形成的根本原因，以往研究大多忽略

了“就”作为一个移动动词所具有的一些独特的语义特征，而我们则充分利用语源义的特

点，针对其对副词“就”的功能之形成所造成的影响进行了分析。本文指出衔接功能源于

“就”的【接近性】特征，而唯一化功能则源于“就”的【目标指向性】特征。那么，在“靠近”特征

与“目标指向”特征共存的状态下，这两种特征对副词“就”的功能之形成如何产生影响？本

文认为这一点通过认知语言学理论可以得到很好的解释。结合“显著”原理，可知当显著性

呈现于“靠近”这一行为的过程时，“就”会起“衔接功能”，而当显著性呈现于“目标”时，“就”
会起“唯一化功能”。

最后，本文着眼于副词“就”表主观量的话语标记功能，从语用角度分析了“就”具体如

何表主观量并分析了其表主观量的原因。大部分学者都认为“就”能表主观量，但在到底表

大量还是表小量上，一直存在着意见分歧。本文通过分别考察副词“就”与单量式数量结

构、双量式数量结构的结合情况，认为“就”既可表主观大量，也可表主观小量。并且本文

根据副词“就”的各次级分类表主观量的情况，针对“就”表主观量的语法特点总结出相应的

规律。继而分别从历时角度和共时角度，对“就”表主观量的原因进行了考察。首先，我们

发现“就”能表主观量，是伴随“就”主观化进行而产生的结果。纵观“就”的语义发展过程，
可知主观化程度不断加深，使得“就”最终发展成一个主观量标记词。其次，既往研究认为

主观量的产生源于参照量，而本文则提出“就”能表主观量是因为“就”有确立参照量的功

能。而这一功能，源于表空间移动的“就”与参照点密切相关。至于“就”为什么既能表主观

大量，又能表主观小量，本文认为这与其语源义所含有的“双重视点”有密切的关系。主观

量标记词“就”是由移动动词“就”语法化而来的，而移动动词“就”意为“靠近”，根据认知语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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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中的“视点”理论，该意义可分化为“靠近过来”与“靠近过去”。简言之，其中包含的视点

之别恰与“来”与“去”的视点之别有一致性。如果说话者采取的视点是行动主体向着说话者

的方向移动，那么认知上就是行动主体与说话者的距离缩短，折射到数量范畴，就是“主
观小量”。反之，说话者采取的视点是行动主体背离说话者的方向移动，在认知上就意味

着行动主体与说话者的距离拉长，折射到数量范畴，就是“主观大量”。
综上所述，本文从历时和共时角度对副词“就”的形成以及语义功能标记功能进行了全

方位的考察，并运用语法化和认知语言学理论对诸多现象背后的的原因进行了分析论证，
并做出了一定的阐释。因此，本文在加深对副词“就”的认识方面，以及有关类型学的某些

共性研究上具有一定的意义。

關鍵詞 : “就”, 語法化, 語源義, 接近性, 目標指向性, 排它性, 雙重觀點, 語義功

能, 唯一化, 銜接, 主觀量, 主觀化, 參照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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