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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구문문법의 관점으로 본 

중국어 이중타동구문 연구

  이 타동구문은 논항구조 구문(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의 하나로서 

‘동작주(agent)’, ‘피동작주(patient)’, ‘수용자(recipient)’의 세 논항을 필요로 한다. 

지 까지 국어 이 타동구문에 한 연구는 주로 동사 뒤에 두 개의 명사성 

성분이 오는 ‘이 목 어’라는 통사  에서 다루어졌고, 부분 이 목

어문에 사용되는 동사를 분류하거나 간  목 어와 직  목 어 간의 통사⋅

의미 계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Goldberg(1995)의 

구문문법 이론을 통해 국어 이 타동구문의 체 인 특징을 조망하고, 나

아가 동사와 별개로 구문 자체가 지닌 독립 인 고유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

다.  

  2장에서는 구문문법 이론에 한 소개를 다루었다. 먼  이 이론의 토 가 

되는 Fillmore(1982)의 ‘틀 의미론’과 Lakoff(1987)의 ‘이상  인지모델(ICM)’, 그

리고 Langacker(1987)의 ‘바탕(Base)’ 개념을 언 하 으며, Goldberg(1995)가 서

술한 ‘구문’의 개념과 정의도 살펴보았다. 한 이 타동구문이 각 문장 성분

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참여자역과 구문의 논항역이 일

일로 응하는 일련의 융합 계를 통해 구성되는 원리를 설명하 다. 

  3장에서는 국어 이 타동구문이 나타내는 ‘수여’ 의미와 ‘획득’ 의미의 개

념을 정의하고 구문의 심의미로서의 합성을 살펴보았다. 한 국어 모

어 화자를 상으로 한 인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국인들은 수여 의미와 획

득 의미를 독립 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 로 본고

는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를 ‘양방향으로의 성공 인 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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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bidirectional transfer)’이라고 주장하 다. 

  4장에서는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에서 시 연결(instance links)된 

수여 구문과 획득 구문이 다의성 연결(polysemy links)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 孟琮(1999) 《汉语动词用法词典》의 

1223개 동사 에서 이 타동구문을 구성하는 동사 175개를 추출하여 이 동사

들이 구성하는 국어 이 타동구문의 다양한 의미들을 분류하 다. 그 결과, 

수여 구문은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정보를 달하거나 허가나 동의 혹은 호칭

을 달하는 의미로 확장이 이루어지며, 획득 구문은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

해를 입게 하는 의미와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가를 지불하거나 상호간의 동

의를 바탕으로 수용자에게서 피동작주를 달받는 의미, 그리고 요청을 통해 

수용자에게서 피동작주를 얻길 바라는 의미로 확장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본 논의의 결과와 함께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지 하고 앞으로

의 과제를 제시하 다.     

주요어: 구문문법, 이 타동구문, 심 의미, 수여, 획득, 상속 연결

              

학  번: 2010-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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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Goldberg(1995)의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을 바탕으로 국

어의 이 타동구문(ditransitive construction)1)을 분석하 다. 

  이 타동구문은 논항구조 구문(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의 하나로 ‘동

작주(agent)’, ‘피동작주(patient)’, ‘수용자(recipient)’의 세 논항을 필요로 한다. 

동작주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의 주체를 의미하며, 피동

작주는 어떤 동작의 효과를 겪는, 특히 어떤 상태의 변화를 겪는 실체를 뜻한

다. 수용자는 동작주 외에 수행되는 동작에 참여하는  다른 실질 주체를 나

타낸다.2) 즉, 이 타동구문이란 이 타동사건에 참여하는 참여자(participants)간

의 계에 을 두는 문장 형식으로 ‘이 목 어문(double-object sentence)’보

다 더 구문 체의 어법 의미의 독립성을 부각하는 용어이다.3) 본 연구는 이

러한 ‘이 타동’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사와 동사 뒤에 두 개의 명사 성분이 

뒤따르는 국어 ‘VP+NP1+NP2’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문문법 이론을 본 연구에 용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给’, ‘教’, ‘取’, ‘抢’ 등 기본 으로 달이나 이  의미가 제되어 

있는 동사들뿐 아니라 동사 자체에 달이나 이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扔’, 

‘拿’, ‘打’ 등의 동사들도 이 타동구문에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함이다. 

1) 통 으로 타동성(transitivity)은 동작주(agent)의 어떤 의도 인 행동이 피동작주(patient)

에 옮겨지거나 달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타동성이 의미 으로 실 되는 문장 

형식을 타동구문이라고 한다. Hopper & Thompson(1980: 251), 정미(1999: 120) 참고.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이 타동구문은 타동 사건에 참여하는 동작주(agent), 수용자

(recipient), 피동작주(patient) 사이에 타동성이 의미 으로 실 되는 문장 형식을 말한다. 

2) 각 의미역에 한 설명은 시정곤 외(2000: 53-54)에서 인용.  

3) 张伯江(1999: 176)은 이 목 어문과 이 타동구문은 모두 동사와 동사 뒤에 오는 두 가

지 독립 인 명사성분에 련된 표 이지만, 하나는 분해 인 에서 쓰이고  하나

는 체 인 에서 구 되어 그 둘에는 실질 인 구분이 존재한다고 하 다.



2  구문문법의 으로 본 국어 이 타동구문 연구 

        (1) 我给了他一本书。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2) 他们教了我们几句很简单的韩语。                    (百度)

           그들은 우리에게 몇 마디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쳤다.

  문 (1)에서 ‘给’는 달 동작을 시행하는 주체인 동작주 ‘我’와 달하는 

피동작주 ‘一本书’, 그리고 피동작주를 받는 수용자 ‘他’로 구성된다. 문 (2)

에서도 가르치는 행  ‘教’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가르치는 동작의 주체인 

동작주 ‘他们’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 수용자 ‘我们’, 그리고 가르치는 피동작

주 ‘韩语’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타동구문을 이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동사 자체에 달이나 이 의 의미가 내포되지 않은 경우의 동사

라 하더라도 이 타동구문을 구성한다.  

         (3) 他扔了垃圾。

            그는 쓰 기를 버렸다.

         (4) 他扔我一个球。                         沈家煊(2000: 291)

            그는 나에게 공을 던졌다.                

  국어 동사 ‘扔’은 기본 으로 문 (3)에서처럼 버리는 행 의 주체인 동

작주 ‘他’와 버리는 물건인 피동작주 ‘垃圾’의 두 가지 논항을 필수 으로 요

구하는 이가동사4)이다. 이 경우의 ‘扔’은 (땅바닥이나 허공을 향해) 물건을 던

지거나 버리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 인 달이나 이 의 의미를 가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가동사도 문 (4)에서처럼 이 타동구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때, 피동작주 ‘球’가 동작주 ‘他’에게서 수용자 ‘我’에게

로 달되는 의미가 생겨난다.5) 이러한 상은 동사의 어휘 의미와는 독립

4) ‘결합가(valence)’는 본래 자연과학용어로서 일련의 문법학자들에 의해 동사 연구에 인용

되었다. 어떤 동사에 필수 으로 사용되는 의미성분을 논항(argument)이라고 하며, 하나

의 동사와 결합하는 논항의 수를 결합가라고 지칭한다. 하나의 논항과 결합해야 하는 

동사는 일가동사, 두 개의 논항과 결합해야 하는 동사는 이가동사, 세 개의 논항과 결합

해야 하는 동사는 삼가동사라 한다. 김난미 외 역(2007: 248, 250) 참조.

5) 马庆株(1998: 284)에는 ‘扔’과 같은 동사를 본래는 이가동사이나 이 목 어구문에서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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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문 자체가 나타내는 달 의미에 의한 것이다. 

  둘째,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central sense)를 제시하기 함이다. 

가령, 어의 이 타동구문은 동작주의 자발 이고 의지 인 동작을 통해 수

용자에게 피동작주를 달한다. 

        (5) Jack gave me a book. 

           잭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6) She told us the truth.                          (Google) 

           그녀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었다.

  문 (5)에서는 구체 인 사물인 ‘a book’이 동작주 ‘Jack’에게서 수용자 ‘me’

에게로 달되었고, 문 (6)에서는 언어 행 를 통해 ‘the truth’라는 추상 인 

사물이 동작주 ‘she’에게서 수용자 ‘us’에게로 달되었다. 

  한편, 국어 이 타동구문은 어떠한 피동작주가 동작주에게서 수용자에게

로 달되는 ‘수여(给予)’ 의미뿐 아니라 피동작주가 수용자에게서 동작주에게

로 달되는 ‘획득(获得)’ 의미 한 나타낸다.6)     

        (7) 我送你们一只美丽的花篮。                        (CNC)7)

           내가 희들에게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보냈다.

        (8) 老王拿了我两只大戒指。                           (CCL)

           라오 왕은 내게서 큰 반지 두 개를 가져갔다.       

동사가 되며, 이가동사일 때는 ‘주다’라는 의미가 없고 삼가동사일 때는 ‘주다’라는 의미

가 있다는 식으로 분석하는 어떤 이들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이

가동사인 ‘扔’이 왜 3개의 명사성분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뿐 더러, 삼가동사

가 될 때 왜 ‘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沈家煊(2000: 292) 참조.

6) 朱德熙(1979: 82)는 1) 与者(A)과 受者(B) 방이 존재하며, 2) 与者(A)는 주고 受者(B)는 

받는 사물(C)이 존재하고, 3) A는 능동 으로 C를 A에서 B로 이시키는 개념을 ‘수여

(给予)’라고 정의하 고, 1) 得者(A)와 失者(B) 방이 존재하며, 2) 得者는 얻고, 失者는 

잃는 사물(C)이 존재하고, 3) A는 능동 으로 C를 B로부터 A로 이시키는 개념을 ‘취

득(取得)’이라고 정의하 다. 본고에서 서술하는 ‘수여(给予)’와 ‘획득(获得)’이라는 개념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7) ‘CCL’은 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북경 학 코퍼스)의 약자 표기이고, ‘CNC’는 

‘cncorpus’(国家语委现代汉语语料库)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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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我借她双桅船。                                  （CNC)

          a. 내가 그녀에게 돛단배를 빌려주었다.

          b. 내가 그녀에게서 돛단배를 빌렸다.

  문 (7)은 어의 이 타동구문처럼 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동

작주 ‘我’가 ‘你们’에게 자발 으로 아름다운 ‘花篮’를 달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8)은 ‘老王’이 ‘两只大戒指’를 ‘我’에게 달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我’에게서 의도 으로 가져갔다는 획득의 의미를 나타낸다. 문 (9)는 하

나의 이 타동구문이 두 가지 의미로 의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9a)는 (7)

과 같이 동작주 ‘我’가 ‘她’에게 ‘双桅船’를 빌려주었다는 수여의 의미를 나타

내고, (9b)는 문 (8)처럼 동작주 ‘我’가 ‘她’에게서 ‘双桅船’를 빌려갔다는 획

득의 의미를 나타낸다. 본고는 이와 같이 국어 이 타동구문에서 양방향의 

달이 이루어짐을 근간으로 구문의 심 의미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국어 이 타동구문이 심 의미로부터 어떻게 확장되며, 확장된 의

미들은 체 으로 어떠한 의미망을 형성하는지 조망하기 함이다. 기존 연

구들은 이 타동구문이 동사와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기술하기보다 이 구문

에 쓰이는 술어를 의미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을 두었다. 그러나 이

러한 근으로는 각각의 동사가 이 타동구문을 이룰 때 각각의 구문이 서로 

어떠한 련이 있는지,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

는지는 답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Goldberg(1995)의 구문문법 이론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단하고 이를 

연구방법으로 도입하 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Goldberg(1995)의 구문문법은 우선 인간의 인지경험에 기반한 이론이라는 

에서 인지언어학의 기본 입장을 공유한다. 그리하여 형식 문법의 에서는 

설명이나 기술로 그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하여 그 원인에 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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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 이 있다. 한 인지이론의 추상 ⋅ 념 인 연구방법에서 탈피해 고

도화된 형식 구조를 지향한다는 에서 형식 문법의 장 도 갖추고 있다.8)   

  그의 연구에서 이 타동구문은 논항 구조 구문(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의 하나로서 한 언어에서 (clause)을 표 하기 한 기본 방법으

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X가 Y에게 Z를 받도록 하다’라는 이 타동구문의 의

미가 ‘ 군가가 의도 으로 무엇을 구에게 달하는 것’이라는 경험 으로 

윤곽화된 장면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oldberg 1995: 5).  한편으로 구

문문법은 동사와 구문의 융합 계를 구체 이며 부호화⋅형식화된 방식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와 련하여서는 해당 동사들이 이 타동구문에 사용되어 

어떻게 구문의 논항과 결합하여 달 혹은 이 의 의미를 갖는지를 고도의 형

식화된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컨 , 동사는 틀-상세 의미역들과 결합하고 

구문은 동작주(agent), 피동작주(patient), 목표(goal)와 같은 일반 인 의미역에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Sem        CAUSE-RECEIVE      < agt    rec   pat >

                    R                                의미역 융합

 R: instance,      PRED            <                 >   

   means       

                 

 Syn                V               SUBJ   OBJ   OBJ2

 [그림 1] 이중타동구문

  [그림 1]은 이 타동구문을 나타내는 형식화된 구조로서, 이 구문에 연결된 

의미는 ‘동작주가 피동작주를 수용자에게 받게 하다(CAUSE-RECEIVE <agt pat 

rec>)’이다. 이 구문에 사용되는 개별 동사는 ‘PRED(predicate)’에 나타나는데 

8) 구문문법은 Fillmore, Kay, Lakoff, Goldberg 등이 참여한 1980년  인지과학 로젝트에

서 처음 시작되었다. 1990년 에 틀 의미론에 기 한 FrameNet을  개발(1만어휘, 17만 

문장)하고 산화된 코퍼스를 활용하여 어휘 논항구조의 의미역을 표기하는 등 목할 

만한 진 을 보여주었으며 Goldberg(1995)에서는 어휘보다는 문장(구) 층 에 더 심을 

가지고 구문에서 논항-의미역 정보를 인가할 수 있는 논항구조의 분석을 시도하 다. 

강병규(2012: 5-6,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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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사의 참여자역 <       >9)과 구문의 논항역 <agt pat rec>의 융합 계

는 굵은 선이나 선으로 표시된다.10) 

  본 연구는 이러한 구문문법의 이론  장 을 바탕으로 국어 이 타동구문

을 분석하 다. 먼  제 2장에서는 구문문법의 태동에 향을 미친 이론  기

반(Fillmore 1982, Langacker 1987, Lakoff 1987)  구문의 정의와 동사와 구문

의 융합 등의 기본개념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국어 이 타

동구문이 나타내는 수여 의미와 획득 의미의 개념을 정의하고 张伯江(1999)와 

张国宪(2001)의 주장  본고의 인지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구문의 심의미를 

제시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孟琮(1999) 《汉语动词用法词典》의 1223개의 동사 

에서 이 타동구문을 구성하는 동사를 추출한 후, 추출한 동사들이 구성하

는 국어 이 타동구문의 다양한 의미들을 분류하고자 한다. 한 분류된 의

미들이 수여 구문과 확장구문에서 확장되는 양상을 상속 연결(inheritance link)

을 통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국어 이 타동구문은 동사 뒤에 두 개의 명사 성분

이 뒤따르는 ‘VP+NP1+NP2’ 구조로 제한하여 다루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한 

이 타동구문이라는 용어 역시 의 제한된 의미로 서술하 음을 밝힌다.   

1.3 선행연구 검토

  동사 뒤에 두 개의 명사구가 오는 구조에 하여 黎錦熙(1924)가 처음 ‘双宾

语’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국어의 이 목 어문 연구의 시작이 된 이래, 

지 까지 국⋅내외에 다량의 연구가 있어왔다. 기존의 통 인 시각에서 이

러한 구문은 ‘双宾语结构(double-object structure, 이 목 어 구조)’ 혹은 ‘双宾

语句式(double-object sentence, 이 목 어문)’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논항구조

9) 여기서는 이 타동구문에 사용된 동사항목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동사의 참여자역이 

비어있는 상태이다. 

10) 동사의 참여자역과 구문의 의미역이 필수 으로 융합되면 굵은선으로 표시하고, 필수

 융합 계가 아닌 구문에 의해 허가된 의미역은 선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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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 structure)에 한 연구 성과를 이 목 어 연구에 도입하면서 동작행

가 실 되기 해 필수 으로 수반하는 논항성분과 그 계를 다루는 ‘双及

物(ditransitive, 이 타동)’ 등의 용어로도 불린다. 여기에 ‘구문(construction)’의 

개념에 해 재조명을 시도하는 일련의 구문문법 학자군은 ‘이 타동구문

(ditransitive construction, 双及物构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방법론 인 측면에서는 1970년  이후로 서양의 언어학 이론들이 국 

문법연구에 용되면서 이 목 어문 한 다양한 방법론으로 연구되기 시작

하 다. 1970년 에 들어서서 주로 구조주의 언어학의 에서 연구가 시도

되었으며 1980년 에는 결합가(valence) 이론과 격문법(case grammar) 이론이 

도입되었다. 1990년 에는 변형생성문법, 구문문법, 인지문법 등의 다양한 이

론들이 용되어 이 목 어문에 해 참신하고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었다.1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 의

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3.1 동사의 분류에 관한 연구 

  먼  朱德熙(1979)는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동사 ‘给’로 구성되는 “주어

+동사+给+간 목 어+직 목 어”, “주어+동사+직 목 어+给+간 목 어”의 

세 문형과 이것들과 하게 련이 있는 이 목 어문에 사용되는 동사를 

세 가지로 분류하 다. 马庆株(1983)는 이 목 어문을 형성하는 동사들의 의

미를 13가지 유형으로 나 었으며 목 어의 통사  특성도 분석하 다. 李临

定(1984)은 이 목 어 동사의 의미⋅통사  특징에 근거하여 술어를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임명화(1991)에서는 동사와 두 빈어가 만들어내는 의미

에 따라 이 목 어에 사용되는 동사를 아래와 같이 8 가지로 분류하 다. 김

철(1998)은 이 목 어문에 사용되는 동사는 크게 의미상 ‘给’가 더해지는 

것과 더해질 수 없는 것으로 나 어지며, 구체 으로는 ‘주다’, ‘진술’, ‘취득’, 

‘동격’의 의미로 분류된다고 하 다. 张伯江(1999)은 국어　이 　타동구문을　

이루는　동사를 ‘现场给予类’, ‘瞬时抛物类’, ‘远程给予类’, ‘传达信息类’, ‘允諾指

11) 기정(2003: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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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类’, ‘命名类’로 분류하 다. 金南美(2000)는 통사⋅의미⋅화용의 삼개평면 

이론의 에서 이 목 어문을 조망하 으며, 이 목 어 동사의 통사 ⋅

의미  특징에 따라 ‘给予类’, ‘告知类’, ‘取得类’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陆

俭明(2002)은 수여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VNN’ 구조에서 간  목 어와 직  

목 어간에 의미  종속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 어문으로 분석하는 

기 을 제시하 다. 그는 한 비수여류의 의미이면서 이 목 어문을 구성하

는 동사 104개를 추출한 후에, 동작주와 수용자의 손익 계를 기 으로 그것

을 6가지로 분류하 다. 기정(2003)은 이 목 어문에 사용되는 동사를 필수

으로 요구하는 논항의 수에 따라 먼  삼가동사와 이가동사를 나 고, 이어 

삼가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를 수여동사, 고지동사, 호칭동사로, 취득동사, 향

동사로 분류하고 이가동사는 수여동사와 소모동사로 분류하 다. 남양우

(2011)는 취득구문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크게  취득의미가 있는 동사와 취득

의미가 없는 동사로 나 었고, 동사의 통사 ⋅의미  특징에 따라 세부 인 

분류를 시도하 다.

朱德熙(1979) 马庆株(1983) 李临定(1984) 임명화(1991) 김현철(1998)

⋅给予类 

⋅取得类

⋅不表示给予 ,

也不表示取得

类

给予类 取得类

标称类 结果类 

原因类 时期类

交换类 使动类 

场所类 度量类 

动量类 时量类 

准予取类 

‘给’类 ‘送’类 

‘拿’类 ‘吐’类 

‘吓’类 ‘问’类 

‘托’类 ‘叫’类 

‘欠’类 ‘限’类 

‘瞒’类

수여류 취득류 

요구류 채무류 

호칭류 결과류

사역류 기타류

⋅주다

⋅취득

⋅진술

⋅동격

张伯江(1999) 金南美(2000) 陆俭明(2002) 전기정(2003) 남양우(2011)

⋅现场给予类 

⋅瞬时抛物类

⋅远程给予类

⋅传达信息类

⋅允諾指派类

⋅命名类

⋅给予类 

⋅告知类 

⋅取得类

⋅施事获取

⋅与事/受事获取

⋅与事受益

⋅与事损伤

⋅施事/与事所得

⋅施事所得 /与

事损伤

⋅3가동사

수여, 고지, 호

칭, 취득, 쌍향

⋅2가동사

준수여, 소모

⋅[+취득] 동사

강탈. 절취, 사

취, 횡령, 체포  

획득, 선택류

⋅[-취득] 동사

채무, 조사, 문

의, 요청, 일반

[표 1] 동사의 분류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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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구는 이 목 어문의 통사  특징과 의미  특징을 모두 고려하여 

이 문형에 사용되는 동사를 체계 으로 분류하 다는 장 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분류를 한 단편 인 나열로 그치기 쉬워 국어 이 목 어

문의 의미와 동사의 상호작용  계에 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구문문법  근을 취한 张伯江(1999), 기정(2003), 남양우(2011)를 제외한 다

른 연구에서는 동사 분류시 일부의 동사들이 삼가동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목 어 문형에 사용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1.3.2 구문의미에 관한 연구

  1990년 에 들어서 동사의 의미뿐 아니라 특정 구문이 가지는 구문의 의미

를 상정하는 Goldberg(1995)의 구문문법 이론을 이 목 어 연구에 용하기 

시작하 다. 그 에서도 특별히 국어 이 타동구문이 어와 달리 수여와 

획득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상에 주목하면서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소개되었다. 

  그 , 张伯江(1999)은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를 ‘수여’라고 하

으며, ‘취득’의 의미는 환유를 통해 수여 의미에서 생(引申)된 것으로 보았

다. 张国宪(2001)은 역사 문헌을 통해 통시 인 근을 시도하면서, ‘동사+간  

목 어+직  목 어’의 통사 구조를 이루는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는 

‘수여’가 아니라 ‘강제 인 획득’이라고 하 다. 한, 宋文辉․阎浩然(2007)은 

张伯江(1999)과 张国宪(2001)의 상반된 논의를 다시 검하면서, 역사상 출  

시기(历史上出现在)와 구문의 확장 정도(句式扩展上占优势), 사용 빈도(频率上

占优势), 논리상의 우 (理解上占优势)라는 4가지 기 을 근거로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를 ‘수여’라고 하 다. 石毓智(2004)에서는 고  국어 

동사의 달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제시하 으며 국어의 이 타동구문이 

동작 동사의 방향에 따라 수여나 획득의 두 가지 의미로 실 된다고 설명하

다. 张建(2007)은 박사학  논문에서 이 타동구문을 ‘给予’, ‘告使’, ‘置放’, ‘表

称’, ‘使动’, ‘结果’의 여섯 가지로 세분하 고, 원형의미로부터 각 의미들의 가

깝고 먼 정도를 통사 ⋅의미 으로 규명하 다. 



10  구문문법의 으로 본 국어 이 타동구문 연구 

  국내에서는 기정(2003)이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는 양방향의 

이 으로 수여와 획득 의미가 모두 나타난다고 하 으며, 수여 구문과 획득 

구문에 사용되는 동사를 결합가를 기 으로 체계 인 분류를 시도하 다. 남

양우(2011)는 이 타동구문을 이루는 동사들이 의미에 따라 취득구문과 수여 

구문에 귀속됨을 밝혔으며, 그  취득 구문을 연구 상으로 하여 동사의 취

득여부에 따른 통사⋅의미  특징을 제시하 다. 

학자 张伯江 
(1999)

张国宪
(2001)

石毓智
(2004)

宋文辉等
(2007) 

张建
(2007)

기정
(2003)

남양우
(2011)

심 

의미
수여 획득

수여

획득
수여 수여 수여 획득 수여 획득

[표 2] 구문의 중심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

  구문문법이 도입되면서 국어 이 타동구문의 구문의미에 한 연구가 이

루어졌지만, 체계 인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를 들어, 수여나 획득  어느 

한 의미가 심 의미라고 주장하는 논의들은 그 의미에서 다른 의미가 생되

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거나 생략하 으며, 수여나 획득의 두 가지 의

미를 모두 심 의미로 다루는 논의의 경우에는 그 배경과 논증 과정에 해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국어 이 타

동구문의 심 의미를 설정함에 있어서 실제 국어 모어 화자의 인지실험 결

과를 바탕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논의를 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1.3.3 개사 구문의 변환관계에 관한 연구

  이 외에도 국어의 이 목 어문과 개사 구문의 변환 계에 련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덕균(1994)는 이 목 어문  개사 ‘给’가 사용된 구문의 인지  

성에 해 다루었고, 김덕균(1997)에서는 ‘给’의 격 계에 한 연구를 진

행하 다. 刘丹青(2001)은 언어유형론  에서 국어 이 타동구문이 

‘VN1N2’의 이 목 어 구조 외에도 ‘VN2N1’(남경방언, 동방언)나 ‘VN2给N1’, 

‘V给N1N2’등의 4 가지 구조로 나타나며 이 에서 ‘VN1N2’ 구조가 국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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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동구문 에서 가장 유표 이라고 하 다. 张国贤(2001)은 취득구문에서 

이 목 어문과 ‘向’이 사용된 개사구문은 타동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수

용자의 수동성이 강할수록 통사 으로 목 어의 치를 선호하며 수용자의 수

동성이 약할수록 통사 으로 개사의 목 어의 치에 자리한다는 것을 밝혔

다. 김은정(2008)은 국어 이 목 어문과 ‘向’, ‘从’, ‘给’, ‘把’가 사용된 개사

구문과의 변환 계를 살펴보았고, 그 화용  차이를 한정성과 을 가지고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동사의 타동성이 강할수록 수용자의 수동성 한 

높아지는 원리에 입각하여 확장된 국어 이 타동구문의 통사 ⋅의미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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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문문법의 기본 개념12)

2.1 이론의 토대: 틀 의미론적 의미항목

  구문 문법의 기본 인 개념은 Fillmore & Kay(1993)와 Kay & 

O'Connor(1988), Lakoff(1987), Lambrecht(1994) 등에서 발 된 것으로서 구문을 

언어의 기본 단 로 설정하며 언어를 구성하는 구조의 체를 나타내는 것에 

심을 둔다.13) 한, 구문문법 이론은 의미에 한 화자 심의 ‘해석’을 

시하는 인지언어학의 큰 흐름을 이어받아 동사가 구문 의미와 융합하는 과정

에 틀 의미론  의미항목들을 용한다. 따라서 일차 으로 Fillmore(1982)의 

틀 의미론(frame semantics)과 Lakoff(1987)의 이상  인지모델(idealized cognitive 

models), Langacker(1987)의 ‘바탕(base)’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구문문법의 이론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1 Fillmore(1982)의 틀 의미론(Frame Semantics)

  틀 의미론은 단어의 의미를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

운 단어나 구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뜻을 덧붙이거나 어떤 텍스트의 부분의 의

미를 체의 의미로 조합하는 원리 한 특징짓는 방식을 제공한다(Geeraerts 

2006: 373). 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해

서는 1) 매일의 태양의 이동에 의해 생기는 자연스런 주기(cycle), 2) 언제 하

루의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가 시작되는지 계산하는 표 화된 수단, 3) 7일

로 이루어진 습화된 역법상의 주기와 그 주기에서 무엇이 구체 인 첫 번째 

구성원인지에 한 습, 4) 일주일 주기 에 일하는 날과 쉬는 날 배당에 

12) 구문문법의 개념을 소개  설명함에 있어서 체 으로 Goldberg(1995)와 손 숙⋅정

주리 역(2004)을 인용하거나 참조하 음을 밝힌다.

13) Goldberg (1995: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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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 인 행이라는 지식 틀을 필요로 한다(Fillmore & Atkins 1992).   

  한 틀 의미론은 개별 단어, 구, 문법  구문의 의미로부터 체 문장의 의

미를 구축해가는 측면에서는 합성성(compositionality)14)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문문법이 기본 으로 제하고 있는 가정처럼 문장의미는 단어에서

부터 단순한 기호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 이상의 문법  단

가 모여 구문을 형성하고 그러한 구문은 구문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와는 독

립 으로 구문 특정 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을 인정한다.15) 

  2.1.2 Lakoff(1987)의 ‘이상적 인지모델(ICM)’과 Langcker 

(1987)의 ‘바탕(Base)’ 개념 

  Lakoff(1987)는 실 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심  공간을 구조화

하는 이상  인지모델(idealized cognitive models)을 설명하 다. 를 들어, ‘어

머니’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1) 출생 모델 2) 유 자 모델 3) 양육 모델 4) 

혼인 모델 5) 유 학  모델을 통하여 정의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어머니’라

는 개념은 의 모델들을 다 결합한 복합 모델을 포함하며 때때로 환경과 선

택에 의해 세부 인 모델에 따른 개념이 뽑힌다.16) 

  Langacker(1987)는 지시된 요소가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것을 알리기 해 서

술의 규모와 지시 상을 각각 바탕(base)와 윤곽(profile)이라고 불 다. 서술의 

바탕은 그것이 속하는 역이며, 윤곽은 바탕 안에서 하게 부각된 하부구

조이다.  

 

14) Frege(1884)의 합성성 원리(compositionality principle)는 “그 언어의 통사  구조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합성되어 구의 의미를 이루고, 그러한 구의 의미가 합성되어 궁극 으

로는 문장의 의미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동(2000: 66) 참조.  

15) 이기동(2000: 66) 인용. 

16) 각각의 모델을 통하면 ‘어머니’라는 개념은 1) ‘낳은 사람’ 2) ‘유  자질을 기여한 

여자’ 3) ‘아이를 먹이고 키운 여자’ 4) ‘아버지의 아내’ 5) ‘가장 가까운 여자 조상’으

로 다르게 정의된다. 손 숙⋅정주리(2004: 59-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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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빗변                         직각 삼각형

[그림 2] 

  [그림 2]에서 (a)는 빗변을 나타내고, (b)는 직각 삼각형을 나타낸다. 빗변과 

직각 삼각형은 동일한 배경 틀(바탕)과 련되는 데 빗변인가 직각 삼각형인

가는 윤곽화되는 틀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단어들과, 단어 이외의 개념들은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틀 배경과의 련선상에서 그 의미의 본질이 악된다. 

구문문법은 바로 상기 소개한 이론을 토 로 하여 동사와 구문의 상호작용에 

을 두고 특정한 구문의 틀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경험 으로 가

능한 해석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2.2 구문의 개념

  구문(construction)은 일 이 언어학에서 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기 

촘스키의 생성문법에서도 구문 명세 규칙과 제약에 한 규범이 있었으나 후

기로 와서는 일반원리를 앞세우고 특정구문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화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1980년 , 1990년  들어서는 의미론과 화용론

 자질에 심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특정한 구문의 양상에 주목하게 되었는

데, 이에 모든 특이한 고유자질을 개별 어휘항목에 첨가하는 방식이 두되었

다. 이에 해 구문문법학자들은 특정동사와 독립 으로 존재하는 형식과 의

미의 응물로서 구문의 치를 재확립하고 구문을 어휘항목과는 별개의 독립

인 존재로 악하고자 하 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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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berg(1995: 4)에서는 C가 형식과 의미의 짝(Fi, Si)이고 Fi의 어떤 양상 

혹은 Si의 어떤 양상이 C의 성분이나 이미 확립된 다른 구문으로부터 엄 하

게 측될 수 없는 경우, C를 구문이라고 정의하 다.18) 

  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에서 각각의 어휘 항목을 합성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의 바른 의미가 도출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0) He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그의 재채기로 냅킨이 탁자 으로 떨어졌다.

        (11) She baked him a cake.                (Goldberg 1995: 9)

            그녀는 그에게 이크를 구워주었다. 

                      

  문 (10)에 사용된 동사 ‘sneeze’는 ‘재채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가동사

로 재채기를 일으키는 동작주 논항 ‘he’만을 필수 성분으로 취한다. 한 문 

(11)의 ‘bake’는 ‘(빵 등을) 굽다’라는 의미로서 빵을 굽는 주체인 동작주 ‘she’

와 굽는 행 로 인해 향을 받는 피동작주 ‘cake’의 두 논항을 필수 으로 가

진다. 

  그런데 문 (10)은 재채기 동작으로 인하여 냅킨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지

게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동작주 논항 ‘he’는 원인자(cause) 논항

이 되며, 상(theme) 논항인 ‘the napkin’과 목표(goal) 논항 ‘the table’ 한 필

수 으로 요구된다. 문 (11)의 문장 의미 역시 단순히 익을 구웠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에게 익을 구워주었다는 달 의미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동작

주 논항 ‘she’와 피동작주 논항 ‘cake’ 외에도 익을 달받는 수용자 ‘him’ 

역시 필수 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동사 ‘sneeze’와 ‘bake’의 고유의 의미로는 문 (10)에서 나타나는 사

역 이동의 의미와 문 (11)에서 발견되는 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으며, 

17) Goldberg(1995: 1) 참조.

18) C is a CONSTUCTION iffdef C is a form-meaning pair <Fi, Si> such that some aspect of 

Fi or some aspect of Si is not strictly predictable from C's component parts or from other 

previously established construc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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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합성만으로는 이러한 문장의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를 구문문법의 에서 설명해보면, 문 (10)은 원인자(cause), 목표

(goal), 상(theme)의 세 논항 골격을 갖춘 사역 이동구문으로서 ‘원인자가 

상을 어떤 목표(방향)를 향해 이동하게 한다’라는 구문 의미를 갖는다. 그 결

과, ‘sneeze’와 같은 자동사도 이 구문과 결합하면 구문에 의해 사역 이동의 의

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문 (11)은 동작주(agent), 수용자(recipient), 피동

작주(patient)의 세 논항을 갖는 이 타동구문으로서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

동작주를 받게 하다’는 구문 의미를 갖는다. ‘bake’와 같이 달 의미가 없는 

동사도 일단 이 구문과 결합하게 되면 구문에 의해 달 의미를 부여받게 된

다. 따라서  문 (10)의 목표 논항 ‘the table’와 상 논항 ‘the napkin’, 그리

고 문 (11)의 수용자 논항 ‘him’은 동사의 어휘의미에 의해 허가된 것이 아

니라 각각의 구문에 의해 논항을 부여받은 것이다. 구문의 논항 부여  동사

와 구문이 융합되는 방식에 해서는 다음 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3 동사와 구문의 융합 

  구문문법 이론에서는 어휘부와 별개로 문장의 구문이나 패턴에 특별한 의미

를 부여하고 있다. 구문도 단어와 같이 독립 인 문법 기능을 가지며 구문 형

식(form)과 구문 의미(meaning)를 지닌다. 즉, 이 타동구문은 추상 인 틀

(frame)로 표 되며 개별 동사나 명사는 이 구문의 틀 속에 들어가 구체 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19)

  이 때, 구문에 사용되는 개별 동사는 참여자역(participant role)을 결정하고, 

구문은 논항역(argument role)을 결정한다. 동사의 참여자역은 구체 인 문장 

속에서 실 이 되며 구문의 논항역은 더 일반 인 의미역을 일컫는다.  

19) 강병규(2012: 3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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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at kicked at the ball.

            팻은 그 공에 발길질했다. 

        (13) Pat kicked the football into the station.

            팻은 축구공을 역 안으로 찼다.

        (14) Pat kicked Bob the football.           (Goldberg 1995: 11)

            팻은 밥에게 축구공을 찼다.

    

  문 (12)-(14)에는 동사 ‘kick’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나 동사가 결합한 구문

의 틀은 각각 능동구문, 사역 이동구문, 이 타동구문으로 다르게 실 되었다. 

  먼  차는 동작(kick)이 실 되기 해서는 실제로 무언가를 차는 사람

(kicker)와 동작의 향을 받는 물건(kicked)이 필요하다. 즉, 어휘층 에서 동사 

‘kick’은 이 두 가지의 참여자역과 결합하며 이것은 구문의 유형과 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반면, 구문은 논항역을 결정하며 동시에 논항역이 통사

으로 실 되는 틀로서 기능한다. 문 (12)의 능동구문은 동작주 논항 ‘Pat’과 

피동작주 논항 ‘the ball’과 결합하며, 문 (13)의 사역 이동구문은 동작주 논

항 ‘Pat’, 상 논항 ‘the football’, 목표 논항 ‘the station’과 결합하며, 문 (14)

의 이 타동구문은 동작주 논항 ‘Pat’과 수용자 논항 ‘Bob’, 그리고 피동작주 

논항 ‘the football’으로 구성된다.  

(12) 능동 구문 (13) 사역 이동구문 (14) 이 타동구문

동사의 

참여자역
<kicker, kicked> <kicker, kicked> <kicker, kicked>

구문의 

논항역
<agent, patient> <cause, goal, theme>

<agent, recipient, 

patient>

[표 3] 동사의 참여자역과 구문의 논항역 

  정리하면, 이러한 어휘정보(동사의 참여자역)와 구문정보(논항역)가 융합

(fusion)되어 각 구문의 틀을 구성하게 된다. 이 때, 구문에서 필요한 의미를 

채우기 해서 문 (13)의 수용자 논항 ‘Bob’처럼 새로운 논항성분이 얼마든

지 추가될 수 있다([그림 3] 참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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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       CAUSE-RECEIVE    <    agt    rec    pat     >  

                    R   

 R: instance,      Kick          <   kicker        kicked    >  

   means       

                

 Syn                V               SUBJ   OBJ   OBJ2

[그림 3] 합성 융합 구조: 이중타동 + Kick

  한편, ‘강탈하다’, ‘훔치다’의 뜻을 가진 동사 ‘rob’과 ‘steal’는 모두 ‘도둑

(thief)’, ‘목표물(target)’, ‘훔친 물건(goods)’의 세 가지 참여자역과 결합하지만 

그 통사 으로 실 되는 양상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15) Jesse robbed the rich (of all their money).

            제시는 부자들에게서 돈을 모두 다 강탈했다.

        (16) *Jesse robbed a million dollars (from the rich). 

        (17) Jesse stole money (from the rich).

            제시는 부자들한테 돈을 훔쳤다.

        (18) *Jesse stole the rich (of money).       (Goldberg 1995: 45)

  문 (15)-(16)에서 동사 ‘rob’은 목표물인 ‘the rich’가 목 어로 실 된 (15)

의 경우는 성립하고, 훔친 물건인 ‘a million dollars’가 목 어로 실 된 (16)의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반 로, 문 (17)-(18)에서 동사 ‘steal’은 훔친 물건 

‘money’가 목 어로 실 된 (17)의 경우는 성립하나 목표물 ‘the rich’가 목 어

로 실 된 (18)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참여자역의 통사  실 이 윤곽

화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동사 ‘rob’의 윤곽화된 참여자역은 

‘목표물’과 ‘도둑’이며, 동사 ‘stole’의 윤곽화된 참여자역은 ‘훔친 물건’과 ‘도

20) ‘kick’ 동사의 참여자역은 <kick kicked>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사가 이 타동구문에 융

합될 때, 이 타동구문의 세 논항역 <동작주 피동작주 수용자>  해당 동사의 참여자

역에 나타나지 않은 의미역을 부여받게 된다. 즉, 동사 ‘kick’의 경우에는 참여자역에 

‘kickee’항이 없지만, (이 타동)구문에 의해 수용자역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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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이다. 이 게 윤곽화된 참여자역은 구문의 논항역과 융합되어 직 인 문

법기능을 수행하므로 문 (15)에서는 목표물인 ‘the rich’가 목 어로 실 된 

반면, 문 (17)에서는 훔친 물건인 ‘money’가 목 어로 실 된 것이다.21)

  이와 같은 상을 이제 이 타동구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19) She handed me a small wooden toy.          (COCA)22)

            그녀는 나에게 나무로 만든 작은 인형을 건네주었다.

        (20) *Paul handed a letter.                       (Goldberg 1995: 53)

  동사 ‘hand’는 건네주는 사람인 ‘hander’와 받는 사람 ‘handee’, 그리고 건네

진 물건 ‘handed’의 참여자역과 결합한다. 이 세 가지 참여자역은 구문의 논항

역인 동작주와 수용자, 피동작주와 각각 융합됨으로써 문 (19)처럼 이 타동

구문을 이루게 된다. 한 세 참여자역은 모두 윤곽화되므로 참여항 ‘handee’

가 통사 으로 실 되지 않은 문 (20)은 성립하지 않는다([그림 4] 참조).23)  

    

 Sem       CAUSE-RECEIVE    <    agt    rec    pat     >  

                    R   

 R: instance,     Hand           <  hander handee handed  >  

   means       

                

 Syn                V               SUBJ   OBJ   OBJ2

[그림 4] 합성 융합 구조: 이중타동 + Hand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 ‘hand’처럼 세 개의 참여자역과 결합하지만 어휘 으

21) Goldberg(1995: 45)에 따르면, 윤곽화 되는 성분은 굵은 씨로 나타낸다.

22) COCA(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는 미국 어 코퍼스  가장 크고 

균형잡힌 코퍼스라고 소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문은 2012년 4월 5일 추출

한 자료이다.  

23) 윤곽화된 참여자역 ‘handee’는 구문의 논항역  수용자역과 융합되어 통사층 에서 직

인 문법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따라서 해당 성분이 빠진 문 (20)은 성립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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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개의 참여항만 윤곽화되는 경우에 합성 융합이 어떻게 구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21) We mailed a package.                          (COCA)

            우리는 소포를 보냈다.

        (22) Dorian mailed Suzy a few photos she'd taken.     (COCA)

            도리안은 수지에게 그가 은 몇 장의 사진을 보냈다.

  먼  동사 ‘mail’의 참여자역은 보내는 사람인 ‘mailer’와 받는 사람 ‘mailee’, 

보낸 물건 ‘mailed’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에서 ‘mailer’와 ‘mailed’의 두 참여

자역만 어휘 으로 윤곽화되므로 참여항 ‘mailee’가 통사 으로 실 되지 않은 

문 (21)도 성립하게 된다. 한편, 동사 ‘mail’이 이 타동구문에 융합되는 과정

을 살펴보면, 먼  비윤곽화된 ‘mailee’항은 구문의 논항역에 연결되어 수용자

역의 윤곽화 지 를 부여받게 된다. 이로 인해 문 (22)처럼 이 타동구문의 

통사  실 이 가능해진다([그림 5] 참조).

    

 Sem       CAUSE-RECEIVE    <    agt    rec    pat     >  

                    R   

 R: instance,      Mail          <  mailer  mailee  mailed   >  

   means       

                

 Syn                V              SUBJ   OBJ   OBJ2

[그림 5] 합성 융합 구조: 이중타동 +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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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의 중심 의미

  Goldberg(1995: 38)는 어의 이 타동구문이 어떤 고정된 한 의미가 아닌 

다양한 의미 집합을 이룬다고 하 다. 

        (23) They fed me steak.                             (Naver)

            그들은 나한테 스테이크를 제공했다.   

        (24) I promise you that.                             (COCA)

            네게 그걸 약속하지.

        (25) I got her a house.                              (COCA)

            나는 그녀에게 집을 얻어주었다.

        (26) Ferran had reserved us a table on the patio.       (COCA)

            페란은 우리에게 테라스의 자리를 약해두었다.

        (27) The flics permit him only one option.            (COCA)

            경찰들은 그에게 한 가지 사항만 허락해주었다.         

        (28) His father denied him food.                     (Google)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음식을 주지 못하게 하 다.

  문 (23)은 동작주인 ‘they’가 수용자인 ‘me’에게 스테이크를 제공했다는 사

실을 나타내고 문 (24)는 동작주인 ‘I’가 수용자 ‘you’에게 약속한 그것을 

달할 것을 나타낸다. 문 (25)는 수용자인 ‘her’가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동작

주인 ‘I’가 도움을 의도하 다는 의미를 지니며, 문 (26)은 동작주 ‘Ferran’의 

약으로 수용자인 ‘us’가 미래의 어느 시 에 테라스의 자리를 쓰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문 (27)은 동작주인 ‘the flics’가 수용자 ‘him’에게 한 가지 사항만

을 허용해주었다는 뜻을 가지며, 문 (28)은 거  동사에 속하는 ‘deny’가 사

용되어 동작주인 ‘his father’가 수용자 ‘him’에게 음식을 달하지 못하게 하

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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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성공 으로 피동작주를 받게 하다. ( 심의미)

(2)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물을 달하는 것이 만족조건안에서 

의미되다.

(3)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받도록 의도하다.

(4) 동작주가 미래의 어느 시 에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물을 받게 하다.

(5)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다.

(6)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다.

[표 4] 영어의 이중타동구문의 의미집합

  그러나 이 게 다양한 어 이 타동구문의 의미집합이 한 가지 심 의미

를 기반으로 확장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즉, 어의 이 타동구문은 동작주

의 의도에 따라 피동작주가 수용자에게 성공 으로 달된 것을 심 의미

(central sense)로 삼는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자발 인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성공 으로 달하는 경우를 ‘수여’라고 命名하고 다음과 같이 도

식화한다.

           

         

         동작주                   수용자

                       

                     피동작주

          

[그림 6] 수여 의미 도식

  국어 이 타동구문에서도 이러한 수여 의미가 존재한다. 다음의 를 보

도록 한다.

 

        (29) 队里给他一个助手。                              (CNC)

            에서 그에게 조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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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我送你三包东西。                                (CNC)

            나는 에게 물건 세 꾸러미를 보냈다.  

        (31) 邓君分我一床棉被。                              (CNC)

            덩쥔은 내게 솜이불을 나눠주었다.

        (32) 我们还他刀子。                                  (CNC)

            우린 그에게 칼을 돌려주었다.

        

  의 문 (29)-(32)는 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어 이 타동구문의 표

인 로서 문 (29)에서는 동작주 ‘队’에서 수용자 ‘他’에게 피동작주 ‘一个

助手’를 보내주었고 문 (30)은 동작주 ‘我’가 ‘你’에게 ‘三包东西’를 보냈음을 

나타낸다. 문 (31)은 동작주 ‘邓君’이 ‘我’에게 ‘一床棉被’를 나눠주었음을 의

미하고 문 (32)는 피동작주 ‘刀子’가 동작주 ‘我们’에서 수용자 ‘他’에게로 

달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외에 국어 이 타동구문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33) 敌占领我腹地村庄。                               (CNC)

            이 내 거  지역을 령했다.

        (34) 汉武帝没收他们钱财和奴婢。                       (CNC)

            한무제는 그들에게서 재산과 노비를 몰수했다. 

        (35) 老和尚眼快，早己闪了身子，等他砍过空，再夺他底剑。(CNC)

            늙은 은 이 리하여 진작에 몸을 피한채 틈을 노려 

            그의 에서 검을 빼앗았다.

        (36) 刘小姐骗你三百块。                            (CNC 변형)

            리유 아가씨는 한테서 삼백원을 속여 빼앗았다. 

  문 (33)은 원래 수용자 ‘我’의 할지 던 ‘腹地村庄’이 동작주 ‘敌人’에 

의해 령당하 음을 나타내고 문 (34)는 동작주인 ‘汉武帝’가 수용자 ‘他们’

에게서 ‘钱财和奴婢’를 몰수해갔음을 의미한다. 문 (35)는 동작주인 ‘老和尚’

이 수용자 ‘他’에게서 ‘剑’을 빼앗았음을 나타내고 문 (36)은 동작주인 ‘刘小

姐’가 ‘你’을 속여 ‘三百块’를 얻게 되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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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의 문과 같이 동작주가 의도를 가지고 수용자에게서 피동작

주를 성공 으로 빼앗아가는 경우를 ‘획득’이라고 命名하고, 그 도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동작주                   수용자

                       

                     피동작주

          

[그림 7] 획득 의미 도식

  정리하면, 국어의 이 타동구문은 달의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것은 어처럼 피동작주의 달이 동작주에게서 수용자에게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수용자에게서 동작주에게로 달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두 의미가 서

로 독립 인 의미인지 아니면 한 의미가 다른 한 의미에서 생되는 것인지에 

해 기존의 견해  본고의 인지실험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에 근해

보고자 한다. 

3.1 상반된 주장

  구문문법의 견지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부분 수여와 획득  어느 한 의미

를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로 제시하 다. 여기서는 张伯江(1999)과 

张国宪(2001)의 논의를 통해 그 근거와 이유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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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수여’ 의미

  张伯江(1999: 181-182)은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를 수여로 보았고, 

술어와 피동작주(patient)의 환유(metonymy)24)를 통해 획득의 의미가 생한 것

으로 보았다. 

   

        (37) 老王买了我一把旧椅子。

            선생님은 나에게서 낡은 의자를 사갔다.  

        (38) 他偷了东家一头牛。                    (张伯江 1999: 181)

            그는 东家에게서 소 한 마리를 훔쳤다.

  그는 문 (37)의 피동작주 ‘一把旧椅子’와 문 (38)의 피동작주 ‘一头牛’는 

환유를 통해 각각 ‘一把旧椅子의 손실’과 ‘一头牛의 손실’을 나타내며, 동사 

‘買’와 ‘偷’ 한 환유를 통해 각각 ‘사는 행 로 (수용자에게) 손실을 주다’는 

의미와 ‘훔치는 행 로 (수용자에게) 손실을 주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

하 다. 즉 동작주가 수용자에게서 어떤 피동작주를 빼앗거나 획득한 것은 곧 

수용자에게 그만큼의 손실을 달한 것이므로 획득의 의미는 수여 의미에서 

생하 다고 주장한 것이다.

  周国光(1997)과 宋文辉․阎浩然(2007)의 연구 결과 한 张伯江(1999)의 주장

에 힘을 실어 다. 먼  周国光(1997)은 1-5살에 해당하는 한족 어린아이 90명

(남자아이 43명, 여자아이 47명)을 상으로 국어 이 타동구문의 사용양상

을 고찰하 다.25) 그 결과 추출된 총 548개의 문 에서 ‘수여(给予)’ 의미의 

이 타동구문은 485개, ‘취득(取得)’ 의미의 이 타동구문은 56개로 나타났다. 

宋文辉․阎浩然(2007)는 老舍의 《二马》(약 14만자) 작품에 나타나는 국어 이

24) 임지룡⋅김동환 역(2010: 169)은 환유(metonymy)를 한 낱말의 문자  의미가 지시하는 

것과 비유  의미 간에 ‘인 성’ 계(relation of ‘contiguity’)를 수반하며, 환유  연결

의 한 구성소는 다른 구성소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 

25) 周国光(1997)은 6개월을 한 구간으로 매 구간당 10명의 아동을 배정하 고, 아이들의 

자발 인 발화를 객 으로 기록하는 찰법(观察法)과 일정한 화제를 주고 발화를 

이끌어내는 화제법(话题发)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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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동구문을 분석한 결과,  수여 의미를 나타내는 이 타동구문은 51개인데 반

해 획득 의미를 나타내는 이 타동구문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周国光(1997) 宋文辉․阎浩然(2007)

수여의 485 51

획득의 56 0

[표 5]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의 사용현황 조사

  3.1.2 획득 의미

  이에 반해, 张国宪(2001: 515)은 상고시기 역사 문헌 자료를 통해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를 획득 의미로 분석하 다. 그는 역사 자료에서 ‘동사

+간  목 어+직  목 어’ 어순은 우세(優勢)한 문형으로서 획득 의미의 동

사 뿐 아니라 수여 의미의 동사 역시 이 문형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한 수여 

의미의 동사는 ‘동사+직  목 어+간  목 어’의 어순에도 사용되었음을 밝

혔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상이  남방 방언에서도 찰됨을 논증하면서 

 표  국어에서 이 타동구문으로 사용되지 않는 동사들이  남방 방

언의 ‘동사+직  목 어+간  목 어’ 어순에 사용되어 수여의 의미를 나타내

는 상을 언 하 다.  

  특히, 동작이 발생한 이후에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제작 동사(creative verb) 

계열은  표  국어에서 이 타동구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39) *老李织了我一双手套。

        (40) *老李画了我一张画。                         (张宁 2000)

  그러나 남방방언의 ‘동사+직  목 어+간  목 어’ 어순에서는 수여의 의

미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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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我做阿姆双暖鞋。

        (42) 我做双暖鞋阿姆。                         (汪国胜 2000) 

           나는 할머니한테 따뜻한 신발을 만들어 주었다.   

        (43) *我扎二姐个风筝。    

        (44) 我扎个风筝二姐。26)                       (汪化云 1993)

            나는 둘째 언니한테 연을 만들어 주었다.

  문 (41)-(42)는 湖北省의 大冶 방언이며, 문 (43)-(44)는 湖北省의 黄冈 방

언이다. ‘做(만들다)’와 같은 제작 동사는 (41)의 ‘동사+간  목 어+직  목

어’ 어순의 이 타동구문에 사용될 수 없지만, (42)와 같은 ‘동사+직  목 어

+간  목 어’ 어순에 사용되어 동작주 ‘我’가 수용자 ‘阿姆’에게 ‘双暖鞋’를 

만들어주었다는 수여 의미를 나타낸다. 동사 ‘扎(만들다)’ 역시 (43)의 ‘동사+

간  목 어+직  목 어’ 어순에서는 성립되지 않지만 (44)과 같이 ‘동사+직

 목 어+간  목 어’의 어순에서는 동작주 ‘我’가 ‘二姐’에게 ‘一个风筝’을 

만들어주었다는 수여 의미를 나타낸다.  

  한 张国宪(2001: 515)은 먼  상고 국어에서 수여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가 ‘동사+직  목 어+간  목 어’의 구조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과 수

여 의미의 동사가 사용된 ‘동사+직  목 어+간  목 어’의 구조는 이후 개

사가 더해지거나 생략된 형태로 통사 인 변화과정이 있었던 것에 반해 획득 

의미의 동사가 사용된 ‘동사+간  목 어+직  목 어’의 구조는 어떠한 통사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을 근거로  ‘강제 인 획득(强制的索取一转移)’

을 ‘동사+간  목 어+직  목 어’ 구조의 기본 인 의미로 제시하 다.   

 

3.2 인지실험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周国光(1997)은 1-5살에 해당하는 한족 어린아이 90명(남

26) 문 (39)-(44)는 张国贤(2001: 515-5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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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이 43명, 여자아이 47명)을 상으로 국어 이 목 어문(双宾结构)의 사

용 양상을 고찰하 고, 그 결과 총 548개의 문 에서 수여 의미는 485개, 

취득 의미는 56개임을 밝혔다(3.1.1참고).27)

  그러나 그가 주장한 바 로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의미가 수여라면, 

겸향동사(兼向动词)가 사용된 아래와 같은 문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45) 我分了小明一碗汤。

            a. 나는 샤오 에게 국을 배 해주었다.

            b. 나는 샤오 에게서 국을 배 받았다.  

        (46) 我借了他一本书。

            a.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빌려주었다.

            b. 그는 나에게서 책 한 권을 빌려갔다.

  문 (45)-(46)를 보면,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즉, 피동작주가 동

작주에게서 수용자에게 달되기도 하고,  수용자로부터 동작주에게 달되

기도 한다. 컨 , (45)에서 주어 ‘我’는 ‘小明’에게 ‘一碗汤’을 배 해  사람

(수여의 의미)일 수도 있고 ‘小明’으로부터 ‘一碗汤’을 배 받은 사람(획득의 

의미)일 수도 있다. 문 (46)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어 ‘我’는 ‘他’에게 ‘一本

书’을 빌려  사람(수여의 의미)이기도 하고  ‘他’에게서 ‘一本书’을 빌린 사

람(획득의 의미)이기도 하다.

  

27) 그러나 그의 논문은 직  목 어가 명사 성분 뿐 아니라 술어 성분으로 충당된  경우

도 연구 상으로 하고 있다. 한, 통사성분이 다 실 되지 않은 ‘不饱和结构’―이 목

어 동사가 계하는 통사성분이 모두 실 되었으면 ‘饱和结构’, 그 지 않으면 ‘不饱

和结构’―까지 다루는 담화층 의 연구라는 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컨 , 수여 의

미를 나타내는 문은 포화구조와 불포화구조로 다 나타났지만, ‘취득’ 의미를 나타내

는 문은 하나같이 불포화구조로 실 되었다는 에서 담화환경 등 화용  요소의 

향이 비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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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실험 #1]

겸향동사가 사용된 이중타동구문의 중심 의미는 무엇인가?

[1] 我借了他一件衣服。

[2] 我租了他一间房子。

  총 33명의 국어 모어 화자에게 의 [1]과 [2]에 나타나는 수여와 획득의 

두 가지 의미  어떤 의미가 더 기본 인 의미인지 선택하게 한 결과, 다음

과 같이 집계되었다.

[1] 我借了他一件衣服。  [2] 我租了他一间房子。

수여 4 3

획득 19 23

둘 다 9 6

무응답 1 1

계 33 33

[표 6] 겸향동사 '借'와 '租'의 실험 분석결과

 

  이는 동사 ‘借’와 ‘租’로 이루어진 이 타동구문이 아무런 담화맥락이 주어

지지 않은 경우에, 획득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동사 ‘借’

가 사용된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를 살펴본 卢建(2003: 400)의 실험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卢建(2003: 400)의 실험]

‘借’가 사용된 이 타동구문의 심의미와 완료태 여부의 향 

 

  [1] 张三借了李四一本书。

[2] 张三借李四一本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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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了’가 부가된 (49)의 문장 실험에서 체 40명 에 획득 의미를 선택

한 사람은 34명(85%), 수여 의미를 선택한 사람은 6명(15%)으로 획득 의미의 

선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了’가 부가되지 않은 (50)의 문장 실험에서도 

체 40명 에 획득 의미를 선택한 사람은 24명(60%), 수여 의미를 선택한 사

람은 16명(40%)으로 획득 의미가 수여 의미에 비해 여 히 더 높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하 다. 

[본고의 실험 #2]

다음 구문에 들어갈 동사 10개를 서술하시오.

 

[1] 张三     李四什么东西。

                 장산은 이사에게 어떤 물건을       .

  다음으로 총 20명의 국어 모어화자에게 의 실험 문 [1]을 제시하여 

빈칸에 들어갈 동사 10개를 서술하도록 하 고, 이들 동사가 이 타동구문에

서 수여 의미를 나타내는지, 획득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 다.

획득 수여

추출된 개수 84 61

평균 4.2 3.05

[표 7]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에 들어가는 동사 10개의 분석결과

  그 결과, 의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획득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수여 

의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28)

28) 피실험자들의 구체 인 응답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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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 수여

평균 4.2 3.05

분산 3.221053 3.734211

측수 20 20

공동(Pooled) 분산 3.477632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38

t 통계량 1.950096

P(T<=t) 단측 검정 0.029285

t 기각치 단측 검정 1.685954

[표 8]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에 들어가는 동사 10개의 통계자료

  한 통계 분석 결과, 단측 검정에 있어서 해당 피실험자들은 획득과 수여

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국어의 이 타동구문은 겸향동사가 사용된 

문장실험에서는 획득의 의미가 심 의미가 되는 비율이 높았고, 립 인 의

미의 이 타동구문의 문을 제시하고 빈칸에 들어갈 동사 10개를 추출하여 

분류한 결과, 구문의 의미가 획득으로 나타나는 동사가 수여를 나타내는 동사

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 다. 본 실험은 20-40  사이의 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어 모어 화자들을 상으로 하 다. 그 결과 국어 이 타동구문은 

수여 의미 뿐 아니라 획득 의미 한 분명하게 인지되고 있었으며, 획득 의미

는 수여 의미로부터 환유된 개념이 아니라 국어 이 타동구문의 구문의미를 

이룰만한 독립 인 의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소결

  

  기존 연구는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를 수여 혹은 획득의 한 의미

로 설정하고 나머지 다른 의미가 심 의미에서 생한 것으로 제시하 다. 

그러나 국어 모어 화자를 상으로 인지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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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수여 의미 뿐 아니라 획득 의미도 이 타동구문의 독립 인 의미로 인

지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石毓智(2004: 87)는 물체를 달하는 동작 행 에 한 개념화의 과정

을 살펴보면서, 고  국어와  국어에서 모두 물체를 ‘甲’에서 ‘乙’로 

달하는 것과 ‘乙’에서 ‘甲’으로 달하는 것이 동일한 행 로 간주된다고 설

명하 다. 여기서는 고  국어의 를 살펴본다. 

        (47) 久假不归。                                  (孟子⋅尽心上)

            오랫동안 빌려쓰고 돌려주지 않는다. 

        (48) 唯器与名不可以假人。                      (左传⋅成公二年)

            유독 기(礼器)와 술잔(名爵)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수 없다.

        (49) 权辞让不受。                                (三国志․吴主传)

            孙权은 받지 않으려고 정 하게 사양한다.

        (50) 因能而受管。                            (韩非子․外储说左上)

            재능에 따라 을 다.

        (51) 远方莫不致其珍。29)                            (荀子⋅解蔽)

            먼 곳에서 좋은 물건을 올리지(致珍) 않는 자가 없다.

        (52) 忠言拂于耳, 而明主听之, 知其可以致攻也。30) (韩非子․外储说上)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명한 군주는 그것을 듣고 다스림을 얻

는다.                           

 

  고  국어 ‘假’는 (47)의 ‘借入’의 동작과 (48)의 ‘借出’의 동작을 하나의 

행 로 나타내며, 고  국어 ‘受’ 역시 (49)의 ‘接受’의 동작과 (50)의 ‘给予’

의 동작 행 를 하나로 인식한다. 고  국어 ‘致’ 역시 (51)의 ‘送达’의 동작

과 (52)의 ‘得到’의 동작을 동일한 행 로 받아들인다.   

  지 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 의

미를 ‘양방향으로의 성공 인 이 (a successful bidirectional transfer)’이라 정의

한다.   

29) 致珍: 奉献最美好的东西

30) 문 (52)-(57)은 石毓智(2004: 8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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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味           致使-转移         <   施事       与事      受事  >

                    

关系: 例示,       谓语            <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그림 8]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의 중심 의미

  국어 이 타동구문은 [그림 8]과 같이 피동작주의 달이 양방향으로 이

루어진다. 따라서 어의 이 타동구문의 심 의미가 ‘CAUSE-RECEIVE(致使-

接受)’인 것과 달리 ‘CAUSE-TRANSFER(致使-转移)’로 제시되었다. 이 심 의

미를 기반으로 동작주가 의도를 가지고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성공 으로 

달하는 수여 구문과 동작주가 의도를 가지고 수용자에게서 피동작주를 성공

으로 빼앗는 획득 구문이 다음과 같이 시 연결(inheritance instance links, 이

하 II)된다.31) 

31) 한 구문은 상속(inheritance)을 통하여 다른 구문으로 연결된다. 이 때 상속받는 모든 정

보, 곧 지배 구문과 피지배 구문 사이에 공유된 정보는 이탤릭체로 표시된다. 주요한 

상속 유형으로는 다의성 연결(polysemy links), 은유  확장 연결(metaphorical extension 

links), 부분 계 연결(subpart links), 시 연결(instance links) 등이 있다. 그 에서 

시 연결은 한 특정 구문이 다른 구문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될 때 설정되는 계를 의

미한다. Goldberg(1995: 73, 75, 7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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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味     致使-转移  <  施事      与事      受事  >

                

关系: 例示,  谓语    <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II: 획득-이 타동구문           

意味     致使-转移  <  施事      与事      受事  >

               获得  

关系: 例示,  谓语    <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意味     致使-转移  <  施事      与事      受事  >

               接受 

关系: 例示,  谓语    <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II: 수여-이 타동구문           
                                            중국어 이중타동구문

[그림 9] 수여 구문과 획득 구문의 예시 연결(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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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의 확장

  국어 이 타동구문에서 심 의미는 ‘양방향으로의 성공 인 달’이며, 

이 심 의미를 기반으로 수여와 획득 구문이 상속(inheritance)된다. 한 이 

수여 구문과 획득 구문에서 각각 다의 인 의미망으로 확장이 이루어진다. 여

기서는 孟琮(1999)이 편찬한 《汉语动词用法词典》의 1223개의 동사  동사 뒤

에 두 개의 명사성 성분을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선별하고, 선별된 동사가 사

용된 이 타동구문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주

된 목 이다. 이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요하다.

    1) 국어 이 타동구문은 수여와 획득 구문에서 어떤 의미들로 확장되는

가?  

    2) 각각의 구문은 통사⋅의미 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4.1 동사에 따른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의 의미 분류

  본 논문에서는 孟琮(1999)이 편찬한 《汉语动词用法词典》의 1223개의 동사 

에서, 동사 뒤에 두 개의 명사성 성분을 가지는 175개 동사를 추출하 고,32) 

이 동사들이 이 타동구문을 이룰 때 나타내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32) 孟琮(1999)은 이 목 어를 취하는 동사를 총 76개로 제시하 다. 그러나 기정(2003: 

82)에 의하면, 이 76개의 동사는 그가 제시한 수여동사, 호칭동사, 고지동사에 해당하

여 국어 이 타동구문의 수여 의미만을 나타낸다. 이에 본고는 孟琮(1999)에서 ‘非给

予义双宾结构里的动词’ 104개를 분류한 陆俭明(2002: 322-323)을 참고하여 국어 이

타동구문의 획득 의미 한 다루었다. 복된 동사 ‘安排’, ‘赢’, ‘分’, ‘借’, ‘租’는 한 

번씩만 처리하여 총 175개 동사(의미항 기 : 186개)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부록 2]

와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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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받게 하다’

给(주다) 供(제공하다) 还1,2(돌려주다/보답하다) 送1,2(물건을 사람에게 주다/

증정하다) 投1,2(집어 넣다/편지 등을 부치다) 递(건네다) 换(바꾸다) 借1(잠시 

빌려주다)退还(반환하다) 退(돌려주다) 赔(배상하다) 赔偿(손실을 보상하다) 

偿还(상환하다) 赏(상을 주다) 租1(임 하다) 奖励(표창하다) 缴(납부하다) 

幇(돕다) 幇助(물질 ⋅정신 으로 지원하다) 招待( 하다) 支援(지지하고 

원조하다) 照顾(특별히 심을 갖다) 让1,2,3(양보하다/권하다/양도하다) 敬(공

손하게 바치다) 孝敬(돈이나 물건을 드려 공경하다) 献(드리다) 抚养(부양하

다) 优待(우 하다) 辅导(학습을 도와 지도하다) 卖(팔다) 寄(부치다) 救济

(구제하다) 开(임  등을 지불하다) 搭(한데 모으다) 倒(부어 오르다) 找(거슬

러주다) 扔(던지다) 吐(뱉다) 塞(쑤셔 넣다) 找(거슬러주다) 喂1,2(동물에게 먹

이를 주다/음식을 먹이다) 交(넘기다)

 [2]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정보와 련된 피동작주를 받게 하다’

报告(보고하다) 告诉(알리다) 传1,2( 달하다/ 수하다) 通知(통지하다) 表扬

(칭찬하다) 回(회답하다) 回答(문제에 해 설명하다) 交代(인계하다) 敎(가

르치다) 奉承(알랑거리다) 改(고치다) 改正(바로잡다) 纠正(교정하다) 修改

(수정하다)

 [3]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받도록 허가하다’

答应(수락⋅동의하다) 答復( 답하다) 分1(분배하다) 分配1,2(일정한 규정에 

따라 나 다/배치하다) 拨(일부를 떼어주다) 安(더하다) 安排(배치하다) 安插

(어떤 치에 배정하다) 安置( 한 치를 찾아주다) 批(하부 문서에 해 

의견을 거나 비평하다) 修(수리하다) 修理(수리하다) 放(일정 기간 공부나 

일을 쉬다) 发(보내다) 贴(붙이다) 掰(쪼개다) 补充(부족이나 손실에 일부를 

더하다) 补助(경제 으로 보조하다) 补(보충하다) 

 [4]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라고 부르다’

 叫(부르다) 称(부르다)

 [5] ‘동작주가 수용자에게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피동작주를 얻다’

骗(속여 빼앗다) 抢(빼앗다) 霸占(무력으로 령하다) 拔(뽑다) 铲(삽이나 괭

이 등으로 떠내거나 없애다) 逮(붙잡다) 逮捕(체포하다) 斗(투쟁하다) 夺(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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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다) 剁(잘게 다지다) 发现(발견하다) 俘虏(포로로 잡다) 勾引(어떤 세력과 

결탁하거나 나쁜 길로 꾀다) 拐(방향을 바꾸다) 扣(구류하다) 扣留(압류하다)  

挪(융통하다) 挪用(횡령하다) 捆(묶다) 没收(몰수하다) 敲诈(사기로 갈취하

다) 敲(속여 빼앗다) 撬(힘껏 한쪽으로 젖히다) 驱逐(몰아내다) 杀(죽이다) 

贪污(횡령하다) 算计(음해하다) 偷(훔치다) 吞(횡령하다) 挖( 다) 占领( 령

하다) 抓(붙잡다) 捉(포획하다) 查(조사하다) 抽查(추출하여 검사하다) 审问

(심문하다) 盘问(자세히 따져 묻다) 

 [6]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의 피해를 입히다’

打(깨뜨리다) 打破(깨다) 摆(배열하다) 拆(헐다) 拆除(철거하다) 罚(벌하다) 

处罚(처벌하다) 处分(처분하다) 耽误(시간을 지체하다가 일을 그르치다) 花

(소비하다) 烧(태우다) 少(빚지다) 撕(뜯다) 咬(물다) 砸(깨뜨리다) 糟蹋(못쓰

게 하다) 输( 결에서 실패하다) 欠(빚지다)

 [7] ‘동작주가 수용자에게서 피동작주를 얻다’

吃(먹다) 出版(출 하다) 承担(담당하다) 盛(물건을 담다) 穿(입다) 得(얻다) 

调( 견하다) 读(읽다) 端(받쳐 들다)  夹(집다)  捡( 다) 剪(자르다) 接(받

다) 接受(받아들이다) 借2(잠시 빌려쓰다) 砍( 다) 扛(메다) 买(사다) 拿(가

지다) 赊(외상으로 사다) 收(받다) 抬(들다) 摘(따다) 租2(임 하다) 踩(밟다) 

搬(옮기다) 用(사용하다) 运(운송하다) 赢(이기다) 分2(분배하다) 采购(구매하

다) 选(선택하다) 挑(고르다) 采用(채용하다) 雇(고용하다) 提拨(발탁하다) 

挑选(선택하다) 

 [8] ‘동작주가 수용자에게서 피동작주를 얻길 바라다’

问(묻다) 托(부탁하다) 委托( 탁하다) 请(청하다) 邀请( 청하다) 求(부탁하

다) 要(요구하다) 请敎(가르침을 청하다) 请示(상부에 지시를 바라다)

[표 9]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의 의미 분류

   표에서 [1]은 국어 이 타동구문의 한 시인 수여 구문으로 구체 인 

피동작주를 장에서 직  달하는 동사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2]는 정보의 

달이라는 추상 인 수여 의미를 나타내며, 주로 정보와 련된 동사들이 사

용되었다. [3]은 허가⋅동의⋅승낙의 달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4]는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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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름이 붙여지는 호칭의 달과정이 나타난다. [5]는 수여 구문과 함께 

국어 이 타동구문의  다른 시인 획득 구문으로서, 주로 강제성을 동반

하는 동사들이 사용되었다. [6]은 동작주의 동작 행 로 인해 수용자가 손해를 

입는 의미가 나타난다. [7]은 요구나 요청, 문의를 통해서 동작주가 수용자에

게서 어떠한 피동작주를 획득하길 바라는 의미가 심이 되며, [8]은 동작주가 

동작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었음을 나타내는데, 일반 으로 정당한 가의 

지불이나 상호간의 동의가 바탕이 된다. 이 분류는 수여 구문 혹은 획득 구문

의 확장 연결 과정을 살펴보는 기 가 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 에

서는 이러한 분류의 기 이 되는 근거를 살펴보고 수여 구문과 획득 구문을 

심으로 국어 이 타동구문의 체 인 의미망을 연결해본다. 

4.2 수여 의미의 확장 

  아래의 문들이 어떠한 공통 과 차이 을 가지는지 살펴보겠다. 

        (53）在上海工作的英国教师亨利⋅巴林给了他一本马克思的 《资本论》。

            상해에서 일하는 국 교사 헨리⋅바린은 그에게 마르크스의 《자

본론》을 주었다.

        (54) 我告诉你一个好消息。

            내가 한테 좋은 소식을 해 께. 

        (55) 你们要答应我一件事！

            당신들께서 제게 일을 허락해주셔야죠.            

        (56) 人家叫他物理学家。

            사람들은 그를 물리학자라고 부른다. 

  문 (53)은 수여동사 ‘给’가 사용된 이 타동구문의 형 인 수여 구문이

다. 국 출신인 동작주 ‘亨利⋅巴林’이 수용자인 ‘他’에게 《资本论》이라는 

‘书’를 성공 으로 달한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문 (54)는 추상 인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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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好消息’가 동작주인 ‘我’에게서 ‘你’에게 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문 

(55)는 어떤 일에 한 허가가 동작주인 ‘他们’으로부터 ‘我’에게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낸다. 문 (56)에서는 동작주인 ‘人家’이 ‘他’를 ‘物理学家’라고 부름

으로써 호칭의 달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문은 달 상과 방식에 있어서 직 성이나 구체성의 은유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모두 동작주에게서 수여자에게 피동작주가 달된다는 

에서는 공통 이다. 따라서 수여 의미는 [표 9]의 [1]에 나타나는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받게 하다’는 의미를 근간으로 하여 [2]의 정보 달, 

[3]의 허가 달, 그리고 [4]의 호칭 달의 의미로 다의성 연결(inheritance 

polysemy links, 이하 IP)을 이룬다.33)

33) 다의성 연결(IP)이란 한 구문의 특정의미와 여기서 확장된 다른 의미 사이의 의미 계

를 나타낸다. 어의 이 타동구문의 다양한 의미집합 역시 다의성 연결을 이룬다. 다

의성 연결에 한 설명은 Goldberg(1995: 7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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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味     致使-转移  <亨利·巴林  他   资本论 >

               接受 

关系: 例示,   给     <  给者   收者    东西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IP: 허가-수여    

意味     致使-接受   < 你们    我   一件事  >

                

关系: 例示,  答应    < 答应者  收者  被答应者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IP: 호칭-수여

                                

意味     致使-接受  <   我     你    消息  >

                

关系: 例示,  报告    < 报告者 听者 被报告者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IP: 정보-수여    

意味     致使-接受  <  人家    他  物理学家 >

                

关系: 例示,   叫     <  叫者         被叫者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그림 10] 수여 구문의 다의성 확장 연결(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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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면, 수여 구문과 여기서 확장된 구문들은 어떠한 통사 인 특징을 가

지는지 살펴보겠다. 먼  [1]의 형 인 수여 의미에서 출발하여 [2]의 정보의 

달, [3]의 허가 달, [4]의 호칭 달 의미에 이르기까지 각각에 해당하는 

문을 2-3개씩 추출하여 이를 검토해보도록 한다.34)  

 

        (57) a. 我交了王教授一份作业。                       

               그는 선생님께 숙제를 제출했다. 

            b. *他给王教授交了一份作业。

        (58) a. 他递了我一支铅笔。

               그는 나한테 연필을 건네주었다.

            b. ？他给我递了一支铅笔。

        (59) a. 老刘卖了小张一套旧书。

               라오 리유는 샤오 장에게 고서 한 세트를 팔았다.

            b. *老刘给小张卖了一套旧书。

  문 (57)-(59)의 이 타동구문은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받게 하

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은 명확한 방향과 목 이 나타나

기 때문에 그 목 물을 특정하게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피동작주를 

받는 수용자를 강조하는 (b)의 ‘给+VP+NP1+NP2’식으로 변환이 되지 않는다.

        

        (60) a. 侦查员报告团长一件事。

               정찰원은 단장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b. *侦查员给团长报告一件事。

           c. *侦查员报告一件事给团长。

        (61) a. 秀阿姨回答我一个问题。

               수 아 마는 내게 문제를 답해주었다. 

            b. *秀阿姨给我回答一个问题。

           c. *秀阿姨回答一个问题给我。

34) 문 (57)-(67)은 张伯江(1999: 179-180)에서 변형하 으며, 통사  제약에 한 그의 설

명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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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a. 直美告诉飞龙一件事情。 

               즈메이는 페이롱에게 한 사건을 알려주었다.

            b. ？直美给飞龙告诉一件事情。 

           c. *直美告诉一件事情给飞龙。 

  문 (60)-(62)의 이 타동구문은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정보와 련된 피동

작주를 받게 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报告’, ‘回答’, ‘告

诉’ 등은 장성과 목표성이 분명하다는 에서는 문 (57)-(59)의 경우처럼 

(b)의 ‘给+VP+NP1+NP2’식으로 변환이 되지 않으나, 달되는 피동작주가 구체

인 사물이 아니라 은유를 통한 추상 인 피동작주라는 에서 달의 경로

가 구체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c)와 같이 이동의 경로가 윤곽화되는 

‘VP+NP2+给+NP1’식의 변환이 불가능하다.

        (63) a. 山峰答应我两张电影票。

               산펑은 내게 화표 두 장을 주기로 동의했다. 

            b. *山峰答应两张电影票给我。

        (64) a. 人民军安排我们两间营房。

               인민군은 우리에게 병사(兵舍) 두 칸을 배정하 다.

            b. ?人民军安排两间营房给我们。

        (65) a. 公司分我们一套房子。

               회사에서 우리에게 집 하나를 배정하 다.         

            b. ?公司分一套房子给我们。

  문 (63)-(65)의 이 타동구문은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받도록 

허가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答应’, ‘安排’, ‘分’ 등은 

달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도달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동작의 도달 과정을 화하는 (b)의 ‘给+NP2+VP+NP1’식으로 변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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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a. 爸爸叫她宝贝。

               아빠는 그를 귀염둥이라고 부른다.

            b. *爸爸给她叫宝贝。

            c. *爸爸叫给她宝贝。

            d. *爸爸叫宝贝给她。

        (67) a. 我们称他王教授。

               우리는 그를 왕 교수님이라고 부른다.

            b. *我们给他称王教授。

            c. *我们称给他王教授。

            d. *我们称王教授给他。

  문 (66)-(67)의 이 타동구문은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라고 부르

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叫’와 ‘称’은 동사 자체가 달

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b), (c), (d)  개사 ‘给’가 사용된 어떤 형식

으로도 변환이 불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작주에서 수용자에게로 피동작주의 달이 일어

나는 수여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에서는 ‘交’, ‘递’, ‘卖’ 등의 동사와 결합하는 

이 타동구문이 가장 형 인 수여 의미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报告’, ‘回答’, 

‘告诉’ 등 정보 달동사와 결합하는 이 타동구문, ‘答应’, ‘安排’, ‘分’ 등의 

허가 동사와 결합하는 이 타동구문, ‘叫’, ‘称’ 등의 호칭 동사와 결합하는 이

타동구문으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4.3 획득 의미의 확장

  국어 이 타동구문이 획득의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는 두 가지 기

은 ‘동작주의 이익’과 ‘수용자의 손해’라는 개념이다. 먼 , 획득 구문은 피동

작주의 이 을 통해 동작주가 일련의 이익을 갖게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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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我买了她两包瓜籽。                              (CNC)

            나는 그녀에게서 과쯔 두 지를 샀다.

        (69) 现在我只收你一块钱本钱。                        (CNC)

            그럼 한테 1원 본 만 받을게.  

 

  문 (68)은 구매 행 를 통해 동작의 주체인 ‘我’가 ‘两包瓜籽’를 얻게 되었

음을 나타내고 문 (69)은 동작주인 ‘我’가 ‘你’에게서 ‘一块钱’을 받을 것임

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동작주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작주의 행동으로 인하여 수용자에게 손실이나 손해를 끼친 것은 분

명하게 나타난다.

        (70) 我孩子打了王家五个碗。                 陆俭明(2002: 322)      

          우리 애가 왕 씨네 그릇 다섯 개를 깨뜨렸어. 

        (71) 我表哥少了我爸爸两三千块钱。

            사  형은 우리 아빠한테 이삼천을 빚졌어.  

 

  문 (70)은 ‘五个碗’을 깨뜨린 행 로 인해서 행 를 일으킨 ‘我孩子’에게 

모종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王家’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 드러난다. 

문 (71)에서도 ‘我表哥’이 ‘两三千块钱’을 빌리고 갚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돌려 받아야 할 ‘我爸

爸’에게 손해가 있음을 시사한다.

  朱德熙(1979: 82)는 이러한 개념을 ‘取得’이라고 정의하면서 得者와 失者 

방이 존재하고, 得者는 얻고 失者는 잃는 사물이 존재하며 得者는 능동 으로 

사물을 失者에게서 자신에게로 이 시킨다고 하 다. 이와 련하여 본 논문

의 ‘획득’ 개념을 좁게는 동작주가 피동작주를 수용자에게서 능동 으로 이

시키는 행 로 정의하고, 넓게는 동작주에게 이익을 야기하거나 수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개념을 포함시킨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획득 

구문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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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我敲诈了老王一顿饭。                   (张建 2007: 83)35)

            나는 라오왕을 속여 밥 한 끼를 얻어먹었다. 

        (73) 他罚我五千。                                    (CNC)

            그는 나한테 5천의 벌 을 물렸다.          

       （74）他们采用了我们那种做法。                        (CNC)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 방법을 채택했다. 

        (75) 我们请了清华十位电脑专家。           陆俭明(2002: 322)36)

            우리는 청화 학 컴퓨터 문가 열 명을 청했다.

       

   문에서 (72)는 동작주인 ‘我’가 ‘老王’을 속이는 수단을 써서 ‘一顿饭’

를 얻어먹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동작주가 자신의 이익을 해 

강제  수단을 포함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수용자에게서 피동작주를 빼앗았

다는 의미는 국어 이 타동구문에서 형 인 획득 의미가 된다. 이 획득 

의미를 기반으로 문 (73)에서는 동작주인 ‘他’가 ‘我’에게 ‘罚金 五千’을 물

려 손해를 입게 하 다는 피해의 달이 드러나고, 문 (74)는 동작주인 ‘他

们’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하여 수용자인 ‘我们’에게서 ‘那种做法’을 채택하

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75)는 동작주인 ‘我们’가 ‘清华大學’로부터 ‘十位电脑

专家’를 청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35) 남양우(2011: 56)에서 재인용.

36) 남양우(2011: 6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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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味     致使-转移  <   我    老王  一顿饭   >

               获得 

关系: 例示,  敲诈    <敲诈者   来源  被敲诈者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IP: 일반-획득   

意味     致使-获得 <  我们    清华  电脑专家 >

                

关系: 例示,   请    < 邀请者   来源  被邀请者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IP: 요청-획득

                                

意味     致使-获得  <  他们   我们  那种做法 >

                

关系: 例示,  采用   <  采用者        被采用者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IP: 피해입힘( 의의 획득) 

 

                               

意味     致使-获得  <  我      你    五千  >

                

关系: 例示,   罚     <  罚者   来源  被罚者 >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接宾语 直接宾语

            

      

[그림 11] 획득 구문의 다의성 확장 연결(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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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per & Thompson(1980: 252)에 따르면, 목 어의 인 향을 받을수록 

동사의 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37) 획득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에서는 수용자

가 동작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클수록 被자문으로의 변환이 쉽다.  

  

        (72') 老王被我敲诈了一顿饭。

              라오왕은 내게 속아 밥을 샀다.

        (73') 我被他罚五千。

              나는 그로 인해 5천의 벌 을 물게 되었다. 

        (74') *我被他们采用了那种做法。  

        (75') *清华被我们请了十位电脑专家。   

          

  의 문을 보면, 형 인 획득 의미를 나타내는 (72)와 수용자가 피해를 

입는 (73)의 경우에 被자문이 성립한다. 자는 동작주가 강제  수단을 비롯

한 각종 수단(물리  근이나 꾀 등)을 동원하여 피동작주를 얻으려 하므로 

동작주의 의도성(volitionality)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피 향성

(affectedness) 역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동작주의 동작 

행 가 수용자에게 직 인 손실이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陈平(1994: 163-164)에서는 주어(主语)와 목 어(宾语)의 의미역의 계가 ‘동

작주 > 경험자 > 도구 > 계사 > 장소 > 동반자 > 피동작주’의 순서로 나타나

며 동작주는 주어에 응하고 피동작주는 목 어에 응한다고 하 다. 즉, 원

형 인 동작주일수록 주어로 실 이 되며 원형 인 피동작주일수록 목 어로 

실 이 된다. 이 타동구문에서 수용자역은 피동작주와 가까운 지 에 치하

며, 수용자의 수동성이 클수록 목 어의 치로 실 될 가능성이 높고 수용자

의 수동성이 작을수록 동작의 지배력 한 작아져 목 어의 치가 아니라 

치사의 목 어로 실 될 가능성이 높다.38)

      

37) Hopper&Thompson(1980: 252)은 타동성(transitivity)이 언어에 부호화되는 방식을 참여자

(participants), 동작성(kineses), 상(aspect), 순간성(punctuality), 의도성(volitionality), 정성

(affirmation), 서법(mode), 동작주성(agency), 목 어의 피 향성(affectedness of object), 목

어의 개별성(individuation of object)의 변인을 통해 제시하 다. 

38) 张国宪(2001: 5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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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a. 那般家伙抓了王家三个人。                 (CNC 변형)

　　　　   　       그 놈들이 왕 씨네 3명을 잡아갔다. 

            b. *那般家伙向王家抓了三个人。

        (77) a. 我砸他杠子。                                  (CNC)  

               내가 그한테서 막 를 부러뜨렸어.   

        　　 b. ?我向他砸杠子。               

        (78) a. 我取他一块钱。                           (CNC 변형)

               나 한테 1원 받았어.

            b. 我向他取了一块钱。

               나 한테 1원 받았어.

        (79) a. 我托了妈妈一件事。

               나는 어머니께 한 가지 부탁을 했다. 

           　 b. 我向妈妈托了一件事。               (남양우 2011: 102)

               나는 어머니께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문 (76)은 강제 이고 물리 인 수단이 사용되어 동사의 타동성과 수용자

의 수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수용자 ‘王家’가 당한 피해와 수동성의 정도

가 크기 때문에 ‘王家’는 동사의 목 어의 치로 실 이 되고 치사 ‘向’의 

목 어로는 실 이 불가능하다. 문 (77) 한 동작주 ‘我’의 동작으로 인해 

‘杠子’가 부러짐으로써 수용자인 ‘他’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수용자는 (a)처럼 

동사의 목 어의 치로 실 이 되고 (b)와 같은 치사 ‘向’의 목 어로는 실

되지 않는다.39) 반면, (78)과 (79)의 동사 ‘取’, ‘托’의 경우는 동작행 로 인

해 수용자가  향에 놓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문의 수용자 ‘他’와 ‘妈

妈’는 (a)처럼 동사의 목 어의 치와 (b)의 치사의 치(b)로 모두 실 된

다. 그 다면 (78)과 (79)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더불어 수용자의 수동성

과 함께 살펴 야할  다른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9) 문 (89b)-(92b)에서 치사 ‘向’은 ‘from’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 (90b)는 본 논의

의 흐름상 비문이 되어야 하나 ‘向’이 ‘to’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정문이 되므로 문

의 합성을 ‘?’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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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他们挑选了首尔大五个学生。

            그들은 서울 에서 다섯 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81) 他们公司雇了中国人五个。 

            그들 회사는 국인 에서 다섯 명을 고용했다.  

        (82) 我吃了他三个苹果。

            나는 그에게서 사과 세 개를 얻어 먹었다.

        (83) 我要了安娜一件外套。

            나는 안나에게 외투를 달라고 했다.

        (84) 他请示了上级一个意见。                  金兰美(2000: 52)

            그는 상  기 에 의견을 물었다.

        (85) 梅兰委托师兄一件事。

            매란은 동문선배에게 이 일을 의뢰했다.

  문 (80)-(82)는 (78)과 같이 ‘동작주가 수용자에게서 피동작주를 얻다’는 의

미를 나타내고 문 (83)-(85)는 (79)에서처럼 ‘동작주가 수용자에게서 피동작

주를 얻길 바라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자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동작주가 

정당하게 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상호간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 일정한 이익

을 취하게 된다. 를 들어, (80)은 어떤 로그램에 지원한 ‘首尔大学生’ 에

서 ‘五个人’을 선발하 다는 의미가 되며 (81) 역시 ‘公司’에 지원한 ‘中国人’ 

에서 ‘五个人’을 고용하 다는 뜻을 나타낸다. (82)는 경우에 따라 ‘我’가 수

용자 ‘他’의 동의 없이 ‘三个苹果’를 빼앗아 먹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체로는 ‘他’에게서 얻어먹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능동성이 비교  강하여 동작주가 얻기 바라는 이익이 항상 보장되

는 것은 아니다. 컨 , (83)에서 ‘安娜’는 ‘一件外套’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84)의 ‘上級’ 역시 ‘諮問’ 여부를 실행⋅결정하는 주체이며 (85)

의 ‘师兄’은 경우에 따라 후배 ‘梅兰’의 요청을 들어주거나 거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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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국어 이 타동구문의 심의미인 ‘양방향으로의 성공 인 달

(cause-transfer)’은 먼  수여 구문과 획득 구문으로 시 연결(II)되고 두 구문

은 다의 인 의미로 확장 연결(IP)된다. 먼  수여 구문은 동작주가 수용자에

게 피동작주를 성공 으로 달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 추상 인 정보의 

달 의미와 허가의 달, 그리고 호칭의 달 의미로 확장된다. 한 획득 구

문은 동작주가 수용자에게서 자신에게 피동작주를 성공 으로 달한다는 의

미를 가지며 여기서 수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의의 획득 의미와 동작주가 

정당한 가를 지불하거나 상호간에 동의가 바탕이 된 획득 의미, 그리고 요

청을 통한 획득 의미로 확장이 이루어진다. 국어 이 타동구문의 체 도식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意味  致使-接受 < 施事 与事 受事 >

                

关系:    谓语   <                >

例示,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宾 直·宾

                                

   

意味  致使-转移 < 施事 与事 受事 >

            接受    

关系:    谓语   <                >

例示,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宾 直·宾

        II: 수여 구문    

                     意味  致使-转移 < 施事 与事 受事 >

                

关系:    谓语   <                >

例示,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宾 直·宾

                 II: 획득 구문

                 

   

意味  致使-转移 < 施事 与事 受事 >

            失去    

关系:    谓语   <                >

例示,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宾 直·宾

                              

意味  致使-失去 < 施事 与事 受事 >

                

关系:    谓语   <                >

例示,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宾 直·宾

                                

  

意味  致使-接受 < 施事 与事 受事 >

                

关系:    谓语   <                >

例示,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宾 直·宾

意味  致使-接受 < 施事 与事 受事 >

                

关系:    谓语   <                >

例示,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宾 直·宾

   IP: 호칭-수여

                                

 중국어 이중타동구문

                            

4. 국어 이 타동구문의 확장  51

                                        

                     IP: 정보-수여        IP: 허가-수여

                 

                                        

                                     

                   IP: 일반-획득

                                       IP: 요청-획득 

                                                  IP:  피해입힙( 의의 획득)

 [그림 12]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의 확장

意味  致使-失去 < 施事 与事 受事 >

                

关系:    谓语   <                >

例示,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宾 直·宾

                                

   
意味  致使-失去 < 施事 与事 受事 >

                

关系:    谓语   <                >

例示, 手段                        

句法     动词    主语  间·宾 直·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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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어 이 타동구문은 논항구조의 에서 ‘동작주(agent)’, ‘수용자

(recipient)’, ‘피동작주(patient)’의 세 가지 의미역을 가지는 구문을 의미하며, 통

사 으로는 여러 구조로 실 된다.40) 본 논문에서는 ‘VP+NP1+NP2’ 구조를 집

으로 조명하되, 구조주의나 생성문법을 용하여 동사의 의미에 따라 술

어를 분류하거나 ‘NP1’과 ‘NP2’ 간의 통사⋅의미  계를 고찰한 기존 연구에

서 나아가 동사와 구문의 상호 작용에 한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는 Goldberg(1995)의 구문문법 이론을 논의의 기반으로 

삼아 이 타동구문이라는 국어의 특정 구문형식과 동사가 어떻게 련을 맺

으며 구문 자체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고찰하 고, 다음과 같은 유의미

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어 이 타동구문은 특수한 구문으로 달의 의미가 없는 동사들

은 구문에 의해 논항역을 부여 받아 이 타동구문에 사용된다. 를 들어, 동

사 ‘扔’, ‘买’, ‘吃’, ‘打’ 등은 본래 동작주와 피동작주의 두 가지 논항역을 갖

지만 이 타동구문에 사용될 때는 구문의 수용자 논항역을 부여받아 피동작주

가 동작주에게서 수용자에게로 달되거나, 수용자에게서 동작주에게로 달

되는 국어 이 타동구문을 형성한다. 

  둘째, 국어 이 타동구문은 수여나 획득  어느 한 의미가 구문의미로 

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과정을 포 하는 ‘양방향으로의 성공 인 이

(a successful bidirectional transfer)’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어 이 타동구

문은 달 상의 이 이 동작주에게서 수용자에게로 이 되기도 하고 수용자

에게서 동작주로 이 되기도 한다. 구문문법을 도입한 기존 연구들은 부분 

수여와 획득의 어느 한 의미를 심 의미로 설정하여 이 심 의미에서 다른 

한 의미가 생⋅확장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먼  인

40) 刘丹青(2001: 387)은 국어 이 타동구문의 통사구조는 ‘VP+NP1+NP2’의 이 목 어 

구조 외에도 ‘VP+NP2+NP1’(남경방언, 동방언)나 ‘VP+NP2+给+NP1’, ‘VP+给+NP1+NP2’ 

등의 4 가지 구조를 포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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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실험을 통해 국어 이 타동구문의 구문의미에 한 국인 모어 화자들의 

직 을 검토하 고, 동작의 달과정에 한 고  국인의 사유방식 한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수여와 획득과정은 동등한 지 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의미에 귀속되어 생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 다. 

  셋째, 국어의 이 타동구문은 수여 구문과 획득 구문을 기반으로 여러 다

른 의미로 확장된다. 먼  자발 인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피동작주를 성공

으로 달함을 나타내는 수여 구문은 수용자에게 정보를 달하거나 허가나 

동의를 달하며 호칭을 달하는 의미로 각각 확장된다. 한 동작주가 수용

자로부터 강제 인 수단을 동원하여 성공 으로 자신에게 피동작주를 달함

을 나타내는 획득 구문은 수용자로 하여  피동작주에 피해를 입게 하는 의

미, 동작주가 수용자에게 가를 지불하거나 상호간의 동의를 바탕으로 수용

자에게서 피동작주를 달받는 의미, 그리고 요청을 통해 수용자에게서 피동

작주를 얻길 바라는 의미로 각각 확장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 히 한계가 존재한다. 먼 , 본 연구에서는 孟琮

(1999)이 편찬한 《汉语动词用法词典》의 1223개의 동사 에서 이 타동구문을 

구성하는 동사를 추출하고, 추출한 175개의 동사를 바탕으로 국어 이 타동

구문의 의미를 분류하 다. 본 사 은 동사의 용법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 어를 취하는 동사 별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지만, 실제 언어 사용 

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국어 이 타동구문의 수여 의미와 획득 의미를 주요 의미로 삼고 있

으나 사역 의미나 결과 의미 등에 하여도 추가 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추후에 코퍼스 분석을 통해 국어 이 타동구문를 구성하는 동사의 종류 

 빈도 등 실제 언어생활이 반 된 폭넓은 자료를 확보할 뿐 아니라 최신의 

구문문법 이론(Goldberg 2006)을 보완하여 통사층면과 의미층면  담화층면까

지 다각 인 구문의미의 분석을 시도한다면, 이후 지속가능한 논의가 될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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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o. of Word Types: 39 (Total No. of Word Tokens: 145)

번호
획득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수여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동사 빈도 동사 빈도

1 借 12 给 12

2 买 12 送 10

3 拿 12 还 9

4 偷 7 借 7

5 抢 7 卖 6

6 要 7 扔 3

7 问 6 寄 2

8 吃 4 传 1

9 用 3 修 1

10 打 2 发 1

11 砸 2 叫 1

12 请 2 告诉 1

13 分 1 奖励 1

14 取 1 帮 1

15 扣 1 帮组 1

16 抓 1 教 1

17 欠 1 答 1

18 求 1 读 1

19 要求 1 递 1

20 询问 1

합계 84 61

【부 록】

[1]  [표 7]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에 들어가는 동사 10개의 분석결과에 대한 

보충자료41)

41) 본 실험은 20명의 국인 모어화자들에게 실시되었으므로 총 200개의 token이 수집되

었으나, 본문 [표 9]에 제시되지 않은 동사들은 제외한 145개의 token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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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용례

1 安(더하다) 安他一个罪名 

2 安排(배치하다) 安排他两间房 

3 掰(쪼개다) 掰［给］你一块馒头 

4 幇(돕다) 幇他十块钱

5 幇助(물질 ⋅정신 으로 지원하
다)

幇助他几块钱 

6 报告(보고하다) 报告上级一件事 

7 拨(일부를 떼어주다) 拨他们二百块钱

8 补(보충하다) 再补你两块钱

9
补充(부족이나 손실에 일부를 더
하다) 补充你们两个连

10 补助(경제 으로 보조하다) 补助他二十块钱

11 偿还(상환하다) 偿还对方二百元

12 称(부르다) 我们称他老叁

13 传1( 달하다)/
传2( 수하다)

传他一个好救/
传他一千的好手艺 

14 搭(한데 모으다) 搭[给]他点儿东西 

15 答应(수락⋅동의하다) 他想要叁本间典，我只答应他两本 

16 答復( 답하다) 答復他两个问题，其他一律不谈

17 倒(비스듬히 기울여 안에 있는물
건이 밖으로 나오다)

倒[给]我一杯水 

18 递(건네다) 递我一本书 

19 发(보내다) 发我两份文件 

20 放(일정기간 공부나 일을 쉬다) 放你们两天假 

21 分(배치하다) 分我一项工作

22
分配1(일정한 규정에 따라 나 다) 
/分配2(배치하다) 

分配老张一套新房/分配他一项紧急
任务 

23 奉承(알랑거리다) 奉承他两句好话，他就高兴了 

24 辅导(학습을 도와 지도하다) 辅导他英文

25 告诉(알리다) 告诉你一件喜事

26 给(주다) 老师给我一个任务 

27 供(제공하다) 每月供他二百元

28 还(돌려주다/보답하다) 还他两本书/还小刘一个礼 

29 换(바꾸다) 你换我五十斤大米

30 回(회답하다) 回了我一封电报 

[2] 孟琮(1999)에서 【이중목적어(双宾)】항목이 소개된 76개 동사와 그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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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回答(문제에 해 설명하다) 回答我一个问题

32 寄(부치다) 寄他二百块钱 

33 奖励(장려하다) 奖励你一块手表

34 交(넘기다) 他交老师五块钱学费

35 交代(인계하다) 他临走时交代我一项任务

36 敎(가르치다) 伍老师敎我外语 

37 缴(납부하다) 他缴我两个月会费 

38 叫(부르다) 叫我老李/叫她阿姨 

39 借1(잠시 빌려주다)/借2(잠시 빌려
쓰다)

借我两把铁锹/借他儿把椅子 

40 敬(공손하게 바치다) 敬他一杯茶 

41 救济(구제하다) 救济我五十块钱 

42 开(임  등을 지불하다) 开了我五天工钱 

43 卖(팔다) 卖他二斤鱼 

44 盘问(자세히 따져묻다) 盘问他一件事 

45 赔(배상하다) 赔我一块玻璃

46
赔偿(타인이나 집단에 끼친 손실
을 보상하다) 赔偿我厂一万元 

47 批(하부문서에 해 의견을 거
나 비평하다) 批我叁天假

48 请敎(가르침을 청하다) 请敎您一个问题

49 请示(상부에 지시를 바라다) 请示领导几个问题

50 求(부탁하다) 求你一件事

51 让1(양보하다)/让2(권하다)/让3(양
도하다)

我总是让他两步棋/让他一杯酒/他让
我一套茶具 

52 扔(던지다) 扔我一块砖 

53 塞(쑤셔넣다) 塞我五百元钱 

54 赏(상을 주다) 赏我五百元钱 

55 审问(심문하다) 审问他几个问题 

56 输( 결에서 실패하다) 输对方一个救 

57
送1(물건을 사람에게 주다)/送2(증
정하다) 送他一封信/送你一本书

58 贴(붙이다) 哥哥每月要贴他五十块钱 

59 通知(통지하다) 他通知我明天有人來參观

60 投1(집어넣다)/投2(편지 등을 부치
다) 投老张一票/投报社两篇稿子 

61 吐(뱉다) 吐他一口唾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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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退(돌려주다) 退他两块钱 

63 退还(받거나 산 물건을 반환하다) 退还他百分之一的利息 

64 托(부탁하다) 托你一件事 

65 委托( 탁하다) 委托你一件事 

66 喂1(동물에게 먹이를 주다)/喂2(음
식을 먹이다）

喂山羊一把草/奶奶喂小孙子一口饭

67 问(묻다) 问他一个问题

68 献(드리다) 献他一朵花 

69
孝敬(돈이나 물건을 드려 효도와 
공경을 나타내다) 孝敬老人五百块钱 

70 赢(이기다) 他赢我两盘棋

71 优待(우 하다) 优待你一张电影票 

72 招待( 하다) 招待他一顿西餐 

73 找(거슬러 주다) 找他两毛钱

74 照顾(특별히 심을 갖다) 照顾你们十套新房间

75 支援(인력⋅물력⋅재력이나 실제 
행동으로 지지하고 원조하다) 支援他们县二百吨化肥 

76 租(임 하다) 他只租我一间土方 

동사 용례

1 安插(어떤 치에 배정하다) 一共安插了王家五个人

2 安排(배치하다) 一共安排了王家五个人

3 安置( 한 치를 찾아주다) 一共安置了王家五个人

4 霸占(무력으로 령하다) 一共霸占了王家五亩地

5 拔(뽑다) 一共拔了王家五个白薯

6 摆(배열하다) 一共罢了他们五个人

7 搬(옮기다) 一共搬了王家五张床

8 表扬(칭찬하다) 一共表扬了一班五个人

9 采购(구매하다) 一共采购了方正五台计算机

10 采用(채용하다) 一共采用了他五个建议

11 踩(밟다) 一共踩了王家五垄地

12 查(조사하다) 一共查了王家五个房间

13 拆(헐다) 一共拆了王家五垛墙

[3] 孟琮(1999)의 1223개 동사 중 陆俭明(2002: 322-323)에 소개된 비수여의

미의 이중목적어 동사(非给予义双宾结构里的动词)와 그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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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拆除(철거하다) 一共拆除了王家五间屋

15 铲(삽이나 괭이 등으로 떠내거나 
없애다)

一共铲除了敌人五个据点

16 承担(담당하다) 一共承担了国家五个项目

17 盛(물건을 담다) 一共盛了他两条鱼

18 吃(먹다) 一共吃了她三个苹果

19 抽查(추출하여 검사하다) 一共抽查了一班五份试卷

20 出版(출 하다) 一共出版了王教授五本书

21 处罚(처벌하다) 一共处罚了一班五个人

22 处分(처분하다) 一共处分了一班五个人

23 穿(입다) 一共穿过他三件衣服

24 打(깨뜨리다) 一共打了王家五个碗

25 打破(깨다) 一共打破了他五个碗

26 逮(붙잡다) 一共逮了他们五个人

27 逮捕(체포하다) 一共逮捕了王家五个人

28
耽误(시간을 지체하다가 일을 그
르치다) 一共耽误了他五年时间

29 得(얻다) 一共得了他五百万元

30 调( 견하다) 一共调了北大五个人

31 斗(투쟁하다) 一共斗了王家五个人

32 读(읽다) 一共读过鲁迅五篇杂文

33 端(받쳐들다) 一共端了王家五把椅子

34 夺(빼앗다) 一共夺了齐国三座城

35 剁(잘게 다지다) 一共剁了那家伙三个指头

36 发现(발견하다) 一共发现了王家五个密室

37 罚(벌하다) 一共罚了她五块钱

38 分2(배치하다) 一共分了王家五亩地

39 俘虏(포로로 잡다) 一共俘虏了敌人五个连

40 抚养(부양하다) 一共抚养了王家五个孩子

41 改(고치다) 一共改了他五个句子

42 改正(바로잡다) 一共改正了她五个病句

43 勾引(어떤세력과 결탁하거나 나쁜
길로 꾀다) 一共勾引了王家五个姑娘

44 雇(고용하다) 一共雇了王家五个人

45 拐(방향을 바꾸다) 一共拐了王家五个孩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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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花(소비하다) 一共花了他五百块钱

47 夹(집다) 一共夹了他家三个煤饼

48 捡( 다) 一共捡了王家五块砖

49 剪(자르다) 一共剪了她十公尺布

50 接(받다) 一共接了他三个球

51 接受(받아들이다) 一共接受了他三笔赠款

52 借2(잠시 빌려쓰다) 一共借了他九本书

53 纠正(교정하다) 一共纠正了他五个错误

54 砍( 다) 一共砍了王家三棵树

55 扛(메다) 一共扛了国家五根木头

56 扣(구류하다) 一共扣了他们三条船

57 扣留(압류하다) 一共扣留了他们三个人

58 捆(묶다) 一共捆了他们五个人

59 买(사다) 一共买了农民四只鸡

60 没收(몰수하다) 一共没收了他们五辆车

61 拿(가지다) 一共拿了小王五个苹果

62 挪(융통하다) 一共挪了公司十万元现款

63 挪用(횡령하다) 一共挪用了公司十万元现款

64 骗(속이다) 一共骗了他三十万元现款

65 欠(빚지다) 一共欠了她一百块钱

66 抢(빼앗다) 一共抢了王家三头牛

67 敲(속여 빼앗다) 一共敲了他三十万块钱

68 敲诈(사기로 갈취하다) 一共敲诈了她八万块钱

69 撬(힘껏 한쪽으로 젖히다) 一共撬了北大五个房间

70 请(청하다) 一共请了清华十位专家

71 驱逐(몰아내다) 一共驱逐了美国三个记者

72 杀(죽이다) 一共杀了齐国十万人

73 烧(태우다) 一共烧了他们三间瓦房

74 少(모자라다) 一共少了你8块9毛钱

75 赊(외상으로 사다) 一共了公司三万元货

76 收(받다) 一共收了他三笔赠款

77 撕(뜯다) 一共撕了她几本书

78 算计(계산하다) 一共算计了王家三亩地

79 抬(들다) 一共抬了王家四张桌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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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贪污(횡령하다) 一共贪污了公家九十万块钱

81 提拨(발탁하다) 一共提拔了附中三个干部

82 挑(고르다) 一共挑了北大十个学生

83 挑选(선택하다) 一共挑选了北大十个学生

84 偷(훔치다) 一共偷了王家三辆车

85 吞(횡령하다) 一共吞了公家三十万块钱

86 挖( 다) 一共挖了王家十公斤山药

87 修(보수하다) 一共修了王家五扇门

88 选(선택하다) 一共选了他们三个人

89 修改(수정하다) 一共修改了他五个病句

90 修理(수리하다) 一共修理了王家五扇门

91 邀请( 청하다) 一共邀请了北大八位教授

92 咬(물다) 那狗一共咬了王家三个人

93 要(요구하다) 一共要了他三件衣服

94 赢(이기다) 一共赢了她七千块钱

95 用(사용하다) 一共用了他三百块钱

96 运(운송하다) 一共运了煤矿十万吨煤

97 砸(깨뜨리다) 一共砸了她四个杯子

98 糟蹋(못쓰게 하다) 一共糟蹋了公家三万斤粮食

99 摘(따다) 一共摘了他五嘟噜葡萄

100 占领( 령하다) 一共占领了敌人三个据点

101 抓(붙잡다) 一共抓了王家三个人

102 赚(이윤을 남기다) 一共赚了他五万块钱

103 捉(포획하다) 一共捉了丐帮十二个人

104 租2(임 하다) 一共租了王朝饭店三个房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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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inese Ditransitive Construction: 

A View from Construction Grammar

Kim, Boyeong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Chinese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itransitive construction, one of the 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s, has 

three arguments - ‘agent’, ‘recipient’, and ‘patient’. Earlier studies on Chinese 

ditransitives were conducted at a syntactic level which researched ‘double 

object’ whose verb is followed by two noun properties. And many of them 

focused on classifying the verbs in ditransitive sentences or analyzing the 

syntactic and semantic relationships between direct and indirect objects. The 

present thesis explore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ditransitive 

construction and further investigates the meaning of constructions, independently 

of that of verb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ruction Grammar (Goldberg 

1995).  

  The Construction Grammar is introduced in chapter 2. First, the theoretical 

foundations are presented: the Frame Semantics (Fillmore 1982), the Idealized 

Cognitive Model (Lakoff 1987), and the concept of Base (Langacker 1987). The 

concept of ‘construction’ described by Goldberg and its definition are reviewed 



【Abstract】 65

next. Following that, the principle is explained that a ditransitive construction is 

not just a sum of sentence constituents but a fusion of one-to-one 

correspondence of the participant in the verb and the argument. 

  In Chapter 3, the concepts of ‘giving’ and ‘taking’ in Chinese ditransitives 

are defined and whether they are appropriate as the central senses of the 

constructions is studied. The cognitive test for Chinese native speakers showed 

that Chinese recognize and use the meanings of ‘giving’ and ‘taking’ 

independently. Based on this result,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the central 

sense of Chinese ditransitives as ‘a successful bidirectional transfer’. 

  In Chapter 4 is researched how the constructions of ‘giving’ and ‘taking’  

which are instance linked from the central sense of Chinese ditransitives, are 

extended to have various meanings through polysemy links. I collected 175 

verbs among the total of 1223 from 《Hanyu dongci yongfa cidian》(Chinese 

Verb Usage Dictionary) of Meng Cong(1999) and classified the Chinese 

ditransitive constructions into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the verbs. Based 

on the findings, the ‘giving’ constructions are extended to the meanings of 

delivering information, giving permission, and expressing agreement to the 

recipient or designating him or her. On the other hand, the ‘taking’ shows the 

meaning extension of causing the recipient harm, getting something from him or 

her by paying the price or on a consensus basis, and hoping to get it by 

request.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ed up with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Finally,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ovided at the 

end of the paper.  

Keywords : Construction Grammar, Ditransitive Construction, Central Sense, 

Giving, Taking, Inheritance Links

Student Number : 2010-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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