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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어 부사 ‘倒’는 《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大纲》의 ‘语法大纲’ 의 

乙  단어로서 모국어 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용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외

국인 학습자들이 ‘倒’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지 않다. 

그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倒’의 기본의미에 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

이며 따라서 ‘倒’의 쓰임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倒’의 기본의미를 고찰하고 ‘倒’자문의 정보구조와 립유형에 

해 각각 분석하 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문제 제기와 선행연구에 한 소개  연구방법을 제시하 다.

2장에서는 呂叔湘(1984)이 제시한 ‘倒’의 7 가지 문맥의미에서 출발하여 

‘倒’의 다양한 문맥의미가 공통 으로 나타내고 있는 ‘倒’의 기본의미를 고찰

하 다. 그 결과 부사 ‘倒’의 기본의미는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 의미는 부사 ‘倒’가 ‘상반됨’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에서 허화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사 ‘倒’가 ‘ 상과 실

의 립’을 나타내는데 그 상에 한 내용은 담화환경에 들어있을 수도 있

고 화자와 청자의 공통 인 인식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 상’

은 화자 스스로의 상일 수도 있고 청자의 상일 수도 있으며 제3자의 

상일 수도 있다.

3장에서는 ‘倒’의 의미지향을 밝히고 ‘倒’자문의 정보구조에 해 분석하

다. ‘倒’는 문장에서 상과 립되는 성분을 의미지향하는데 맥락에 따라 

‘倒’가 진술의 서술성분을 의미지향하는 경우를 ‘倒1’로, 진술의 주체성분을 

의미지향하는 경우를 ‘倒2’로 나 어 그 정보구조의 차이에 해 살펴보았다. 

‘倒1’의 문장은 연결부- 부의 정보구조 유형에 속하며 그 문장 유형은 주

제-평언문으로서 하나의 상을 우선 확정한 후 그 상에 하여 진술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倒1’의 문장은 문두 성분이 화제이고 뒤의 성분이 문장의 

자연 으로서 [+돌출]의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倒1’의 화제는 [- 조]의 

특징을 갖는 경우 강세를 받지 못하는 화제이고 [+ 조]의 특징을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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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를 받는 화제 이 된다. ‘倒2’는 부-꼬리부의 정보구조 유형에 속

하며 그 문장 유형은 확인문으로서 어떤 지시체를 열린 명제의 빠진 논항으

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倒2’의 문장은 문두 성분은 화제가 아닌 으로

서 [+돌출]과 [+ 조]의 특징을 갖는 조 이고 꼬리부는 구정보로서 강세

를 받지 못한다. 

4장에서는 ‘倒’자문이 나타내는 상과 실의 립유형에 해 살펴보았

는데 그 립유형은 상반유형과 불일치유형으로 나  수 있다. ‘倒1’은 상

과 실의 상반 계와 불일치 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반면 ‘倒2’은 상

과 실의 불일치 계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차이 을 갖는다.  

이상 ‘倒’에 한 기존의 문맥의미에 한 분석을 통해 ‘倒’의 기본의미를 

밝히고 ‘倒’자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하여 ‘倒’의 기능에 해 살펴보았다. 본

고는 ‘倒’에 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倒’의 기능을 문맥의미가 아닌 ‘倒’

의 기본의미를 습득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倒’를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 한다. 

*주요어:  ‘倒’, 문맥의미, 기본의미, 의미지향, 화제, , 립유형

*학번: 2010-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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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서론

1.1 문제제기

 국어 부사 ‘倒’는 《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大纲》의 ‘语法大纲’ 의 

乙  단어로서 모국어 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용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외

국인 학습자들이 ‘倒’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사용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경우

가 지 않다. 다음은 ‘倒’를 잘못 사용하는 문을 보도록 하자.

 

(1) *有的汉字读音上一样, 可是意思呢, 倒不一样｡ (HSK 한국인 작문오류)

(2) *他学习很刻苦, 昨天病了, 倒坚持来上课｡ (彭小川 1999:133)

(3) *本来想得到一些东西, 倒损失了很多｡ (王海娟 2007:26)

(1), (2), (3)은 모두 ‘倒’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그 이유는 문장의 담화환

경이 ‘倒’를 사용할 수 있는 담화환경과 어 나기 때문이다.1) 

王海娟(2007)은 한국인2)을 상으로 국어 실력에 따라 과 고 으로 

나 어 국어 16개의 상용 부사의 사용  이해 상황에 해 조사3)하 는

데 그  부사 ‘倒’에 한 사용실태에 한 통계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이에 해 2장에서 구체 으로 설명하고 있다.

2) 王海娟(2007)은 북경언어 학, 북경 학, 북경외국어 학  지구 학원의 , 고  수

의 한국 유학생. 등 은 국어를 배운 시간을 기 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를 , 

3년 이상 5년 이하를 고 으로 설정함.

3) 王海娟(2007)의 설문조사는 총 세 부분이다. 1: 학생들의 부사 습득 상황을 악하기 

해 16개의 부사를 주고 배운  있는 부사를 체크하게 한다. 2: 부사의 사용 상황을 

조사기 해 뜻을 쓰고 그 부사로 문장을 만들게 한다. 3: 부사의 이해 상황을 조사하

기 해 부사가 들어간 문장을 번역하게 한다. 그 결과 총 513개의 만든 문장  182

개의 오류문장을 발견하 고 총 1387개의 번역 문장  554개의 역문오류를 발견하

다.



2   국어 부사 ‘倒’ 연구

사용오류 ( ) 사용오류 (고)

확률(%) 48 57  

<도표 1>4)

<도표 1>의 수치를 통해 , 고  한국인 학습자들이 부사 ‘倒’를 사용하는 

데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海娟(2007)에 의하면 그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은 담화환경의 설정이 ‘倒’를 사용할 수 있는 

담화환경과 어 나는 경우이라고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倒’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倒’의 담화환경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倒’의 쓰임에 해 많이 연구하 는데 체 으로 呂叔湘(1984)이 

분류하고 있는 7 가지 상황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의미 항목 문

1 이치나 사리에 어 남 妹妹倒比姐姐高｡ 

2 사실과 상반됨 你说得倒简单, 你试试看｡ 

3 의외의 상황 你一说, 我倒想起来了｡ 

4 환의 어감 房间不大, 陈设倒挺讲究｡ 

5 양보의 의미 质量倒挺好, 就是价钱贵点儿｡ 

6 완만한 어기 你说他不肯去, 这倒不见得｡ 

7 추궁이나 재 의 어기   你倒说句话呀

 <도표 2>5)

<도표 2>와 같이 呂叔湘(1984)은 ‘倒’를 7가지 의미항목으로 분류하여 ‘倒’

의 여러 가지 쓰임에 해 설명하고 있다. 그가 어떤 기 으로 의미를 분류

하 는지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체로 담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

이고 있는 ‘倒’의 문맥의미에 해 분류하고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王海娟(2007:40) 도표 참조.

5) 呂叔湘(1984:129-130) 인용.



1. 서론  3  

‘倒’의 문맥의미란 ‘倒’가 특정한 담화환경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가

리킨다. 

부사 ‘倒’는 담화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문맥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倒’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수 있

다. 가령 呂叔湘(1984)이 제시하고 있는 ‘倒’의 여섯 번째 의미항목과 일곱 

번째 의미항목을 보자. 呂叔湘(1984)에 의하면 ‘倒’는 담화환경에 따라 완만

한 어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추궁이나 재 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완

만’과 ‘추궁이나 재 ’은 서로 립되는 두 의미항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

자들이 ‘倒’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수 있다.  

‘倒’는 비록 다양한 담화환경에서 여러 가지 문맥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倒’의 기본의미에 의해 한 연 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倒’의 기본의미란 ‘倒’의 가장 기본 인 

의미로서 ‘倒’의 여러 가지 문맥의미가 공통 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미

를 가리킨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기존에 설명되었던 ‘倒’의 문맥의미만 습득해

서는 부족하고 ‘倒’의 기본의미에 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단된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담화환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倒’의 문맥의미와 그 

기본의미의 연 성을 분석하고 ‘倒’의 기본의미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은 ‘倒’자문6)의 정보구조에 한 연구를 살펴보자.  

段业辉(1995)는 ‘NP+어기부사+VP’형식에 쓰이는 부사는 NP가 아닌 VP를 

수식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아도 부사 ‘倒’

가 ‘NP+어기부사+VP’형식으로 쓰여서 뒤의 VP성분을 수식하는 경우에만 한

해있다. 하지만 ‘倒’는 ‘NP+어기부사+VP’형식에 쓰여 뒤의 VP성분만을 수식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앞의 NP성분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다음 두 문을 비교해보자.  

6) 吴中伟, 傅传凤 (2005:71)은 ‘倒’가 들어있는 문장을 ‘倒’자문으로 하고 있는데 본고에

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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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我努力逗小红笑, 小红倒'哭了｡ 

내가 열심히 샤우훙을 웃기려고 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울었다.

(5) 小明家的狗死了, 他还没怎么样, '小红倒哭了｡ 

샤우 네 집 개가 죽었는데 그는 괜찮은데 오히려 샤우훙이 울었다.

문 (4)와 (5)는 모두 ‘小红’이 울었다는 내용에 해 진술하고 있지만 

‘倒’가 수식하는 성분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倒’가 뒤의 VP성분을 수식하는 경우만을 연구하고 앞

의 NP성분을 수식하는 경우에 해 간과하여 왔기 때문에 ‘倒’의 의미와 기

능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보

구조의 분석을 통해 부사 ‘倒’가 ‘NP+어기부사+VP’형식에 쓰여 수식하는 성

분이 무엇인지에 한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倒’의 기본의미  정보구조에 한 분석을 통해 ‘倒’의 쓰임

에 한 통합 인 설명에 다가갈 수 있기를 기 한다.  

1.2 선행연구

기존의 ‘倒’에 한 연구는 주로 문맥의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석기 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彭小川(1999)은 ‘倒’의 기본 인 의미가 ‘ 조’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彭

小川은 呂叔湘(1984)이 분류한 7 가지 의미 항목들  1번 의미항목은 결과

나 행동이 이치나 사실 는 상한 바와 비를 이루고 있고, 2번 의미항목

에서는 말한 것 는 생각한 것이 사실과 비를 이루고 있고, 3번 의미항목

은 두 상황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으며, 4, 5번 의미항목도 근본 으로 한 사

물의 두 방면의 비교를 나타내고, 6, 7번 의미항목은 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 생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倒’는 기본 으로 ‘ 조’를 나

타낸다고 주장하 다.

吴中伟, 傅传凤(2005)는 彭小川(1999)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 조’는 ‘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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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미가 아니라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 다. 吴中伟 등은 ‘倒’자문을 진술

하는 내용과 립되는 항목의 존재여부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즉 진술 내용

과 립되는 항목이 존재하면 ‘그 립 항목의 존재’를 나타내고 존재하지 

않으면 ‘화자의 상과 립됨’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王俊毅(2007)는 ‘倒’를 진술성 ‘倒’와 단(评判)성 ‘倒’ 두 가지로 나 어 

분석하고 있다. 진술성 ‘倒’는 상과 상반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사실을 진술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어기를 강화시키고 객 성을 띤다는 등 특징을 갖고 

있다. 단성 ‘倒’는 립되는 성분이 문장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객

인 사실보다는 화자가 사건사물에 한 주 인 단이나 설명, 평론에 

을 둠으로써 화자의 어기를 완화하게 표 하는 기능을 한다. 

이상 彭小川(1999), 吴中伟, 傅传凤(2005), 王俊毅(2007) 등은 모두 문맥 속

에 두 립 항목의 존재 여부에 의해 ‘倒’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은 ‘倒’의 문맥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문맥 속의 립 항목의 존재여부가 

‘倒’의 기본의미와 필연 인 계가 있는지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문장  립 항목의 립 정도에 의해 부사 ‘倒’를 분류하는 경우

이다.

郭志良(1999:60)은 부사 ‘倒’가 실과 상의 립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면

서 상과의 립정도에 의해 실이 상과 약간 빗나간 경우를 ‘倒1’로 하

고 상과 완  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倒2’로 나 어 설명하고 있

지만 기존의 ‘倒’에 한 다양한 의미 분류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한 바가 

없다.

沈安怡(2010)는 ‘倒’의 조 항목의 립 정도에 따라 선명한 조를 나타

내는 ‘倒’를 ‘倒1’로, 선명한 조가 아닌 화자의 주 인 어기를 나타내는 

‘倒’를 ‘倒2’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郭志良(1999)과 沈安怡(2010)는 두 립 항목의 립정도에 의해 ‘倒’를 분

류하고 있는데 이는 ‘倒’의 일부 문맥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존의 ‘倒’에 한 연구는 체 으로 담화환경에 의한 ‘倒’의 문맥의미에 

한 분석이기 때문에 ‘倒’의 기본의미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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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倒’의 문맥의미에 한 분석을 통해 그 기

반이 되는 ‘倒’의 기본의미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2장에서

는 다양한 담화환경 속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倒’의 여러 가지 문맥

의미가 공통 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본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주로 呂

叔湘(1984)이 ‘倒’의 문맥의미에 해 분류하고 설명한 내용에서 출발하여 이

에 한 더욱 심층 인 분석을 하여 ‘倒’의 기본의미에 해 고찰하고자 한

다. 

한편 ‘倒’자문에서 ‘倒’가 수식하는 성분이 무엇인지에 한 분석을 통해 

‘倒’의 쓰임에 해 더욱 명확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3장에

서는 의미지향 분석법으로 ‘倒’의 의미지향을 분석하고 ‘倒’를 ‘倒1’과 ‘倒2’

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倒1’과 ‘倒2’의 정보구조유형  문장 유형을 살

펴보고 화제와  개념을 비롯한 정보구조의 이론으로 ‘倒1’과 ‘倒2’의 정

보구조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논의하 던 ‘倒’의 기본의미와 ‘倒’의 분류에 

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倒1’과 ‘倒2’의 실과 상의 립 유형의 차

이에 해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倒’의 기본의미를 밝히기 해 쓰인 문은 呂叔湘(1984)이 ‘倒’

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문을 심으로 ‘倒’의 문맥의미에 해 설명하고 있

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문을 다루고 있다. 한 ‘倒’의 기능  성향을 

악할 수 있는 문을 ‘北京大学 汉语语言学研究中心’의 ‘现代汉语语料库’에서 

참조하 으며 일부 필자가 작문한 문장을 사용하 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근법으로 ‘倒’의 기본의미에 해 고찰하고 그 맥락

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보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습득하는 한국인들이 

‘倒’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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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倒’의 기본의미

이 장에서는 다양한 담화환경 속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倒’의 문맥의미

가 공통 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倒’의 기본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  呂叔湘(1984)이 ‘倒’의 문맥의미를 설명하기 해 제시한 문에서 출

발하여 ‘倒’의 문맥의미와 기본의미의 연 성을 살펴보고 ‘倒’의 기본의미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2.1 ‘倒’의 문맥의미와 기본의미

呂叔湘(1984)은 ‘倒’가 쓰이는 담화환경에 의해 ‘倒’의 의미항목을 이치나 

사리에 어 남, 사실과 상반됨, 의외의 상황, 환의 어감, 양보의 의미, 완만

한 어기, 추궁이나 재 의 어기를 나타내는 등 7 가지로 나 어 설명하고 있

다. 이제 呂叔湘(1984)에서 분류하고 있는 ‘倒’의 7 가지 문맥의미에서 출발

하여 ‘倒’의 기본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  첫 번째 ‘倒’가 ‘도리어’의 뜻으로 ‘이치나 사리에 어 남’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 살펴보자. 다음 를 보자.

(6) 妹妹倒比姐姐高｡ (呂叔湘 1984)

동생이 오히려 언니보다 키가 크다.

呂叔湘(1984)에 의하면 (6)에서 ‘동생이 언니보다 크다’는 사실은 ‘이치나 

사리에 어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倒’의 문맥의미는 ‘이치와 사리에 어

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치나 사리’는 궁극 으로 화자의 상의 

기 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자는 일반 인 ‘이치나 사리’에 의거하여 

‘언니가 동생보다 키가 클 것’이라고 상하게 된다. 이런 화자의 상은 ‘동



8   국어 부사 ‘倒’ 연구

생이 언니보다 키가 크다’는 사실과 립 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倒’는 

‘ 실과 화자의 상이 립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倒’가 得자문에 쓰여 ‘사실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 분

석해보자. 다음 를 보자.

(7) 你说得倒简单, 你试试看｡ (呂叔湘 1984)

말이 쉽지,  어디 한번 해 .

呂叔湘(1984)에 의하면 (7)에서 상 방이 말한 것과 사실이 상반되는 경우

이기 때문에 ‘倒’는 ‘사실과 상반됨’을 나타낸다고 하 다. (7)의 문맥에서 화

자가 그 일에 해 어렵게 생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자가 

‘쉽게 말한 것’은 화자가 상한 것과 립되기 때문에 ‘倒’는 ‘ 상과 실

의 립’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문을 보자.

(8) 他想得倒容易, 事情哪儿有那么好办！ (呂叔湘 1984)

생각이 쉽지, 일이 어디 그 게 쉽나? 

(8)도 마찬가지로 화자는 ‘어렵다’고 상했는데 ‘그’는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화자의 상과 립된다. 따라서 이때 ‘倒’도 마찬가지로 

‘ 상과 실의 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 번째 ‘倒’가 ‘의외로’의 뜻으로 의외의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 살

펴보자. 다음 를 보자.

(9) 有这样的事, 我倒要听听｡ (呂叔湘 1984)

이런 일이 있었어? 어디 좀 들어보자.

 

呂叔湘(1984)은 (9)에서 의외의 일이 일어난 상황에 해 화자가 불신의 태

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의외의 상황에 한 불신의 

태도는 화자가 자신의 상에 한 확신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倒’

는 상과 립되는 상황의 발생에 한 불신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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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문을 보자.

(10) 我的脸比城墙还厚呢, 哼, 倒要看看他们能把我怎么样｡ (CCL) 

 내 얼굴이 성벽보다도 두꺼운데, 흥, 어디 한번 보자, 그들이 체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10)은 (9)와 마찬가지로 의외의 상황에 한 화자의 불신의 태도를 나타내

고 있는 것이다. 즉 화자는 ‘나는 얼굴이 두꺼워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상한 것에 한 확신과 동시에 자신의 상과 립되

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외의 상황’에 한 불신의 태도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倒’는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면서 그 실에 

한 불신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문을 보자.

(11) 你一说, 我倒想起来了｡ (呂叔湘 1984)

 네가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呂叔湘(1984)에 의하면 (11)은 ‘상 방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다’라는 

상치 못한 의외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화자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사실은 원래 생각나지 않는 상황과 립되는 의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倒’도 마찬가지로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倒’가 복문의 뒤 에 쓰여 ‘ 환의 어감’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 살펴보자. 다음 를 보자.

(12) 房间不大, 陈设倒挺讲究｡ (呂叔湘 1984)

 방은 작지만 장식은 매우 꼼꼼하게 해놓았다. 

呂叔湘(1984)은 (12)에서 ‘방’과 ‘장식’이 환의 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

에 부사 ‘倒’는 ‘ 환의 어감’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倒’가 ‘ 환’

이라는 문맥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서 모든 ‘ 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모두 부사 ‘倒’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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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今年夏天, 上海的气温高达39度, 可哈尔滨倒只有34度｡(沈安怡 2010:19)

 

(13)과 같이 상하이와 하얼빈의 기온을 조하는 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

는데 부사 ‘倒’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에 해 沈安怡(2010)는 

‘倒’는 실과 상이 립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

시 말해 문  상하이와 하얼빈은 비록 문장에서 립되는 두 항목이지만 

상과 실이 립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倒’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

서 ‘倒’는 환의 문맥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는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는 것을 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12)를 보면 ‘방의 크기’에 한 진술은 ‘장식에 한 진술’과 환의 

계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장식’에 한 진술과 립되는 상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방이 크

지 않다’는 것은 ‘장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상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倒’는 ‘ 상과 실의 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 번째 ‘倒’가 복문의 앞 에 쓰여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 살펴보자. 다음 를 보자.

(14) 质量倒挺好, 就是价钱贵点儿｡ (呂叔湘 1984)

 물건은 꽤 괜찮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

呂叔湘(1984)은 (14)의 ‘倒’는 ‘좋은 품질’과 ‘비싼 가격’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 지만 이는 양보의미를 나타내는 담화환경에서 ‘倒’가 갖고 

있는 문맥의미를 가리킨다. ‘倒’가 양보의 문맥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문장 

 ‘质量’과 ‘价钱’의 양보의미 계는 ‘倒’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

니고 속사 ‘就是’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다음 를 보자.

(14') a. 质量挺好, 就是价钱贵点儿｡ 

    물건은 꽤 괜찮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

 b. * 质量倒挺好, 价钱贵点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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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는 (14)에서 부사 ‘倒’를 생략하 지만 문장에서 여 히 ‘품질’과 ‘가

격’의 양보의미 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4)에서 속사 ‘就是’를 생략

한 (14'b)는 비문이다. 이로서 알 수 있다시피 (14)에서 ‘质量’과 ‘价钱’의 양

보 계는 부사 ‘倒’가 아닌 속사 ‘就是’에 의해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양보 계를 나타내는 ‘是’와 ‘倒’를 비교하면서 부사 ‘倒’의 기본의

미를 살펴보자. 다음 문을 보자. 

(15) a. 我倒很想去一趟, 不过还要看有没有时间｡ (呂叔湘 1984)

   정말 가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어떨지 야겠군요.

b. 我是很想去一趟, 不过还要看有没有时间｡ 

   정말 가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어떨지 야겠군요. 

(15a-b)는 모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양보 계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呂

叔湘(1984)은 ‘是’가 ‘비록’의 의미로 쓰이며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고, ‘倒’가 

양보구문에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15a)와 (15b)는 양보의미를 나타

내는 공통 이 있는 한편 ‘是’와 ‘倒’에 의해 담화환경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과 같이 담화환경을 설정해보자.

(16) a. 你不是一直很想去吗?

    계속 가고 싶었던 것 아니야?

b. 是, 我是很想去一趟, 不过还要看有没有时间｡ 

   맞아, 나 정말 가고 싶긴 한데, 시간이 어떨지 야겠어.

b'. ?是, 我倒很想去一趟, 不过还要看有没有时间｡ 

  

(16a)는 ‘가보고 싶었던 것 아니야?’라는 반문의 형식으로 ‘가보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자신의 상을 상 방에게 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a는 b

가 ‘가보고 싶을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 이때 a의 상에 해서 정하는 

동시에 시간이 될 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16b)와 같이 ‘是’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16b')와 같이 ‘倒’를 쓰면 어색한 

느낌이 든다. 왜냐 하면 ‘倒’는 ‘ 상과 립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가령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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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하건  ‘b는 가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는 상황이라면 이때 (16b')와 

같이 ‘倒’를 사용하여 ‘ 실이 a의 상과 립됨’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是’와 ‘倒’는 모두 양보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是’는 정의 의

미를 나타내는 담화환경에 쓰이고 부사 ‘倒’는 실이 상과 립되는 담화

환경에 쓰인다는 차이 이 있다. 다시 문 (14)와 문 (14'a)를 비교해보자.

  (14) 质量倒挺好, 就是价钱贵点儿｡ (呂叔湘 1984)

 물건은 꽤 괜찮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

  (14') a. 质量挺好, 就是价钱贵点儿｡ 

    물건은 꽤 괜찮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

 

(14)와 (14'a)는 부사 ‘倒’의 유무에 따라 담화환경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4)의 경우 ‘倒’가 쓰여서 ‘품질이 좋다’는 상황이 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반면 (14'a)의 경우 ‘倒’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히 ‘좋은 품질’과 ‘비싼 가격’의 양보의미 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사 

‘倒’는 양보 계의 문맥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여 히 ‘ 상과 실의 립’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문을 보자. 

(17) 这个菜颜色倒不错, 只是味道不太好｡ (吴中伟, 傅传凤 2005:71) 

 이 요리는 빛깔은 괜찮은데 맛이 좀 별로다. 

(17)은 요리의 빛깔과 맛의 양보 계를 나타낸다. 吴中伟, 傅传凤(2005)에 

의하면 (17)은 화자가 ‘빛깔’과 립되는 ‘맛’에 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倒’의 기능은 ‘빛깔’과 립 계를 갖는 ‘味道’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다. 하

지만 여기서 ‘倒’가 ‘味道’의 존재를 함축하는 것은 문맥의미에 속하기 때문

에 다음과 같이 생략할 수 있다.  

  (17') 这个菜颜色倒挺不错, 真的是你做的吗?

  이 요리 빛깔이 나름 괜찮네, 이게 진정 당신이 한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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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에서 ‘빛깔’과 립 계를 이루는 항목인 ‘맛’에 한 내용을 생략하

지만 문장은 성립한다. 에서도 설명하 듯이 양보 계를 나타내는 문장에

서 ‘倒’의 문맥의미는 두 립항목의 양보 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여 히 

‘ 상과 실의 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문 (17)과 (17')

는 모두 ‘요리의 빛깔이 좋았다’라는 실에 해 진술하면서 ‘倒’를 사용하

여 ‘요리의 빛깔이 상했던 것과 달리 좋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한

편 (17)과 (17')에서 모두 ‘倒’의 ‘ 상과 실의 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빛깔’과 립하는 ‘맛’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문 (17)과 립항목

이 존재하지 않는 (17')는 정보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7) 

여섯 번째 ‘倒’가 완만한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 살펴보자. 다음 

를 보자.

(18) 咱俩能一起去, 那倒挺好｡ (呂叔湘 1984)

 같이 갈 수 있다니, 잘 네.

(19) 在院子里养点儿金鱼儿, 种点儿花倒挺有意思｡ (呂叔湘 1984)

 정원에서 붕어를 기르고 꽃을 심는 일이 나름 재미있다. 

呂叔湘(1984)에 따르면 (18)과 (19)는 정문에 ‘倒’가 쓰여 완만한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 속한다. 이때 ‘倒’가 나타내는 완만한 어기는 화자가 상했

던 것과 다른 의외의 실에 한 완만한 어기를 나타낸다. (18)에서 화자는 

‘같이 갈 수 있게 된 실이 자신의 상과 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倒’를 

사용하여 완만한 어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19)는 ‘정원에서 붕어를 기르고 

꽃을 심는 일에 해 상했던 것과 달리 재미있다’라는 화자의 상과 실

의 립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倒’를 사용하여 완만한 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문을 보자.

(20) 你说他不肯去, 这倒不见得｡ (呂叔湘 1984)

 그가 안 가려고 한다고? 꼭 그 지는 않을 걸

7) ‘倒’의 정보구조에 해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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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我倒不反对这么办, 只是说要考虑周到一点｡ (呂叔湘 1984)

 나는 이 게 하는 걸 반 하지는 않는데 다만 좀 신 하게 고려하기

를. 

 

呂叔湘(1984)에 따르면 (20)과 (21)은 부정문에 ‘倒’가 쓰여 완만한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 속한다. 이때의 ‘倒’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상했던 것과 다

른 의외의 실에 한 완만한 어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20)에서 화자는 ‘그

가 안 가려고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자의 상과 립되는 실에 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때 ‘倒’는 청자의 상과 실이 립됨을 완만하게 표

하는 기능을 한다. (21)에서는 ‘내가 반 할 것’이라는 청자의 상과 ‘내가 

반 하지 않는다’라는 실의 립 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倒’가 정문이나 부정문에 쓰여서 완만한 어기를 나타내는 것은 

‘ 상과 실의 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王俊毅(2007)는 ‘倒’가 일반 으로 상과의 립을 나타내는데 그 상한 

바가 문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는 상과의 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화자의 완화된 어기를 나타낸다고 하 다. 다음 문을 보자.

 

(22) 李春强说要是出去的话您最想去哪儿？父亲说我倒很想去一趟香港, 中

国自己的地方, 没去过是个遗憾｡ (《永不瞑目》)

 이춘강이 물었다. “나가신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답하셨다. “나는 어째 홍콩을 가보고 싶다. 국 토인데 안 가보면 

유감이지.”

 

王俊毅(2007:45)는 (22)에서 ‘很想去一趟香港’은 참조가 되는 립항목이 없

기 때문에 이때의 ‘倒’는 화자가 ‘홍콩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완곡하게 표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하지만 이 한 문맥 속에서 ‘ 상과 실의 

립’ 계를 찾아볼 수 있다. 

(22)에서 화자는 청자의 상 속에 ‘홍콩’이 없을 것이라고 단하 기에 

‘倒’를 사용하여 ‘자신의 홍콩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청자의 상과 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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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표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청자가 ‘홍콩은 가볼만한 곳’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화

자에게 ‘어디 가고 싶은지’를 물어봤다면 화자는 ‘홍콩에 가고 싶다’라고 답

하는 말에 ‘倒’를 쓸 수 없다. 따라서 ‘倒’가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표 하는 

경우에서도 ‘ 상과 실의 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倒’가 추궁이나 재 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 살펴보자.

(23) 你倒说句话呀！ (呂叔湘 1984)

 빨리 말을 해!

(24) 你倒去不去啊？ (呂叔湘 1984)

  도 체 갈 거야, 안 갈 거야? 

(23)과 (24)에 쓰인 ‘倒’의 문맥의미에 해 呂叔湘(1984)에 의하면 추궁의 

어기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고, 周红(2006)은 ‘倒’가 추궁의 어기를 강조시킨

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23)과 (24)는 ‘倒’의 유무에 의해 추궁의 어기가 결

정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23)과 (24)에 쓰인 ‘倒’를 다음과 같이 생략하

여도 추궁의 어기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23') 你说句话呀！

  빨리 말을 해!

  (24') 你去不去啊？

   갈 거야, 안 갈 거야?

(23')와 (24')는 모두 ‘倒’를 생략하 지만 여 히 추궁의 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3)과 (24)의 ‘倒’는 기존에 존재하는 추궁의 어기를 강화시키

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倒’가 특정한 문맥 속에서 추궁의 어기를 강

화시키는 문맥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여 히 ‘ 상과 실의 립’의 의미를 

제로 하고 있다. 

(23)의 경우 상 방이 말을 할 것이라고 상했는데 상과 달리 말을 하

지 않은 상황에 ‘倒’가 쓰여 재차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 상과의 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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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면서 추궁의 어기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24)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화자는 ‘청자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

황이 자신의 상과 달라서 재차 추궁하면서 답답하고 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倒’는 ‘ 상과 립되는 실’에 한 답답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추궁의 어기를 강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 을 때 ‘倒’는 다양한 담화환경에서 다양한 문맥의미

를 갖고 있지만 그 기본의미는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서론에서 제시했던 ‘倒’를 잘못 사용한 세 문을 분석해보자. 이 

문들이 비문인 이유는 바로 ‘倒’의 기본의미인 ‘ 상과 실의 립’을 나타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有的汉字读音上一样, 可是意思呢, 倒不一样｡ 

  (2) *他学习很刻苦, 昨天病了, 倒坚持来上课｡ 

  (3) *本来想得到一些东西, 倒损失了很多｡       

(1)은 ‘일부 한자들의 독음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객 인 립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倒’를 쓰면 비문이다. (2)에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

도 학교에 나온 것은 상과 어 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倒’를 쓰면 비

문이다. (3)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것은 화자의 상이 아닌 욕구를 나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 ‘倒’의 기본의미인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倒’를 쓰면 비문이다. 

의 세 비문을 다음과 같이 ‘倒’의 기본의미인 ‘ 상과 실의 립’을 나

타내는 경우로 바꾸면 문장은 성립한다.

  (1') 这个汉字读音上一样, 可是意思呢, 倒不一样｡ 

      이 한자는 독음이 같은데 뜻이 다르네.

  (2') 他平时不努力, 昨天病了, 倒坚持来上课｡ 

      그는 평소에는 열심히 안 하더니 어제 아 데 오히려 학교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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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本来以为能得到一些东西, 倒损失了很多｡ 

      뭐 좀 얻을 수 있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이 잃었다.

 

(1')에서 ‘有的’를 ‘这个’로 바꾸면 이는 객 인 사실에서 구체 인 상황

으로 바 어 화자가 구체 인 ‘이 한자’에 한 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倒’

를 쓸 수 있다. 즉 ‘이 한자’에 해 화자가 독음과 의미가 같을 것이라고 

상한 것과 그 지 않은 실의 립 계를 ‘倒’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2')에

서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는 그’라면 아  때 더더욱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상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상과 ‘그가 아 데 학교에 나왔다’는 

실은 립 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倒’를 사용할 수 있다. (3')에서는 

‘想’을 ‘以为’로 바꾸면 화자의 욕구가 상으로 바 기 때문에 ‘倒’를 쓸 수 

있다. 즉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상과 ‘오히려 많은 것

을 잃었다’라는 실이 립되기 때문에 ‘倒’를 통해 화자의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倒’가 동사와 부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는 상에서 출발하여 기존

의 연구를 참고하여 동사로 쓰이는 ‘倒’와 부사로 쓰이는 ‘倒’의 계에 해 

살펴볼 것이다.

2.2 동사 ‘倒’와 부사 ‘倒’

李宗江(2005:36)은 ‘倒’에 한 통시 인 연구를 거쳐 ‘倒’가 동사로서 정상

인 방향과 상반됨을 나타내고 부사로서의 용법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최 의 의미는 상과 상반됨을 나타낸다고 주장하 다. 다음 문을 보자.

 

(25) 献祖合居懿祖之上, ···, 倒居懿祖之下｡ (李宗江 2005)

  献祖의 치가 懿祖의 에 치해야 하는데 懿祖의 아래에 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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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江(2005)은 의 문을 들어 ‘倒’의 동사에서 부사로의 변환과정을 설

명하고 있다. (25)의 ‘倒’는 동사 는 부사로 사용될 수 있다. 동사로 사용되

면 ‘거꾸로 하다(颠倒)’의 뜻으로 ‘献祖’의 치가 원래 ‘懿祖’의 에 있어야 

하는데 그 치가 거꾸로 되었다는 객  사실에 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사로 사용되면 ‘ 상한 바와 달리’의 뜻으로 의외라는 주  

의미를 나타내면서 ‘献祖’에 한 동정의 감정을 드러낸다. 

《现代汉语词典》에서는 4성으로 발음하는 ‘倒’의 의미항목을 동사와 부사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동사

1. 상하 는 후가 거꾸로 됨. 倒影

2. 상반됨 倒彩

3. 상반된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바뀜. 倒车

4. 용기를 거꾸로 는 비스듬히 내

용물이 나오게 함.
倒茶

부사

1. 상과 상반됨. 本想省事, 倒费事了｡ 

2. 실제 사실을 그 지 않음, 반 말

의 어기. 
你说得倒容易,~

3. 양보를 나타냄. 东西倒挺好, 只是价格贵点儿｡ 

4. 재 하거나 추문하는 어기. 你倒说呀！

<도표 3>

 

<도표 3>을 보면 4성으로 발음하는 ‘倒’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 그 의미가 

체 으로 ‘상반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사 ‘倒’는 동사에서 

허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부사 ‘倒’의 ‘ 상과 실의 립’이라는 기본의

미는 ‘상반됨’을 나타내는 동사로서의 본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다음은 ‘倒’가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양상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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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상과의 대립’이 나타나는 양상

이 에서는 ‘倒’가 ‘ 상과의 립’을 나타낼 때 ‘ 상’에 한 내용의 출

 양상에 해 살펴보고 그 상을 하는 주체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

상에 한 내용의 출  양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

다. 하나는 담화환경에 상에 한 내용이 들어있거나 담화맥락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담화환경에 들어있지 않고 화자와 청자의 

공동 인 인식에 의해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다음 두 문을 비교해보자.

(26) a. 那倒是｡ 

   그건 그래.

b. 那是｡ 

   그 지

(26a-b)는 모두 상 방의 의견에 찬성함을 나타내지만 ‘倒’가 쓰인 문 a와 

‘倒’가 쓰이지 않은 문 b는 담화환경이 다르다. ‘那倒是’는 담화환경에 ‘

실과 립되는 상’의 내용을 언 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那是’는 

상 방의 의견에 극 으로 찬성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 

각각의 담화환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27) 见到笔者, 马明宇略感吃惊：“我们都没希望出线了, 你还来干嘛？” 笔

者笑笑说：“你们要善始善终, 我们也要善始善终嘛｡” 马儿听罢连连点

头：“那倒是, 那倒是······” (彭小川 1999:135)

 필자를 보고 마명우는 약간 놀라면서 말했다: 우리가 본선 나갈 희

망도 없는데 왜  왔어? 필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들이 좋게 

마무리 해야 하듯 우리도 좋게 마무리해야 하잖아. 마씨는 듣고 연

속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건 그래, 그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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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李缅宁目光灼灼地盯着钱康：“我是有资格说这话的｡” “那是｡ 那是｡” 

钱康陪笑｡ (CCL)

 이면녕은 뜨거운 으로 강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암요, 맞는 말 이십니다.” 강은 환하게 웃었다.

 

(27)에서 마씨는 ‘필자가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 는데 ‘올 필요가 있다’

는 상 방의 말을 듣고 그 견해에 찬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때 상 방

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그 의견과 립되는 마씨의 생각이 담화환경에 담겨있

기 때문에 ‘那倒是’를 사용해야 하고 ‘那是’로 호환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실과 립되는 상의 내용이 담화환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倒’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문 (28)에서 ‘钱康’이 웃으면서 자신이 이면녕의 말에 

극 으로 찬성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那倒是’를 사

용할 수 없고 ‘那是’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문을 보자.  

  (7) 妹妹倒比姐姐高｡ 

동생이 오히려 언니보다 키가 크다.

(7)은 동생이 언니보다 키가 크다는 실과 립되는 ‘일반 으로 언니가 

동생보다 키가 크다’라는 상은 ‘일반 인 이치나 사리’에 의한 추론이기 때

문에 이는 화자와 청자의 공동 인 인식 속에 들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실과 립되는 상에 한 내용은 청자나 화자의 공동 인 인식 

속에 존재할 수도 있고 담화환경에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은 상을 하는 주체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 ‘倒’가 나타내는 ‘진술

내용과 립되는 상’은 화자 스스로의 상일 수도 있고 청자의 상일 수

도 있으며 제3자의 상일 수도 있다. 다음 문을 보자.

(29) 我来帮他的忙, 他倒这样对待我？ (老舍 《骆驼祥子》)

 내가 그를 도와주러 왔는데 나한테 이 게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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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我倒不反对这么办, 只是说要考虑周到一点｡ (呂叔湘 1984)

 나는 이 게 하는 걸 반 하지는 않는데 다만 좀 신 하게 고려하기

를.

(31) 她原想尕旦会从后面跟来, 不料倒超到前面了｡ (陈熹 2005:11)   

 그녀는 尕旦이 뒤에 따라올  알았는데 상 외로 앞으로 추월하

다.

(29)는 ‘내가 도와줬기에 나한테 감사할 것이’라는 화자의 상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화자 스스로의 상과 립되는 경우에 속한다. (30)은 

청자가 ‘나는 이 게 하는 것을 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한 것이기 때

문에 이는 청자의 상과 립되는 경우에 속한다. (31)에서는 진술의 주체인 

‘그녀’가 ‘尕旦이 뒤에 따라올 것이라고 상했음을 담화환경에서 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제3자의 상과 립되는 경우에 속한다. 

2.4 소결

이상을 통해 부사로서의 ‘倒’의 기본의미가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

는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倒’는 담화환경에 따라 이치나 사리에 어 남, 사실과 상반됨, 의외의 상

황, 환의 어감, 양보의 의미, 완만한 어기, 추궁이나 재 의 어기를 나타내

는 등 다양한 문맥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기본의미는 모두 ‘ 상과 실

의 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倒’는 이 하나의 기본의미를 기반으

로 다양한 담화상황에서 다양한 문맥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부사로서 ‘倒’가 ‘ 상과 실의 립’이라는 기본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상반됨’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와 한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부사 ‘倒’는 동사에서 허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부사 ‘倒’의 기본의미

는 ‘상반됨’을 나타내는 동사의 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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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사 ‘倒’의 기본의미는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는데 그 상

에 한 내용은 담화환경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지 않고 화자와 청자의 

공동 인 인식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倒’가 나타내는 ‘진술내용

과 립되는 상’은 화자 스스로의 상일 수도 있고 청자의 상일 수도 

있으며 제3자의 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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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倒’의 분류 및 정보구조의 분석

이 장에서는 부사 ‘倒’에 해 분류하고 그 정보구조에 해 분석하도록 

한다.

3.1 ‘倒’의 분류

본고에서는 의미지향 분석법에 의해 ‘倒’를 분류하고자 한다. 

《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에 따르면 의미지향(semantic Orientation)은 의와 

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  수 있다. 의 인 의미지향은 사(제3인칭

사와 재귀 사)와 선행사 간의 조응 계, 공범주와 명사성분간의 공지시 계 

즉 둘 는 그 이상의 요소가 동일 상을 지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

으로 의미지향은 문장  어떤 통사성분이 어떤 성분과 의미 으로 가장 직

인 계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8) 

8) 《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2008:232-234)에서 제시한 의의 의미지향과 의의 의미지

향에 한 문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먼  의의 의미지향으로 분석하는 문이

다.

   1) 小李不想让他参加｡ 

   2) 小李是我让他参加的｡ 

   문 1)의 ‘他’는 ‘小李’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小李’와 공지시 계를 맺지 않는다.  

문 2)의 ‘他’는 ‘小李’를 가리키기 때문에 ‘他’는 ‘小李’와 공지시 계를 가진다. 여기

서 말하는 공지시 계는 의의 의미지향을 가리킨다.

   다음은 의의 의미지향으로 분석하는 문이다.  

   1) 今年我和他先后去广州参加过一个会｡ 

   2) 今年我先后去过广州和福州｡ 

   문 1)과 2)는 모두 부사 ‘先后’가 쓰 는데 ‘先后’가 문장에서 의미 으로 가장 직

인 계를 갖는 성분 즉 의미지향하는 성분이 다르다. 문 1)에서 ‘先后’는 앞의 성

분인 ‘我和他’를 의미지향하고 있고 문 2)에서 ‘先后’는 뒤의 성분인 ‘广州和福州’를 

의미지향하고 있다. 이때의 이미지향은 의의 의미지향을 가리키고 하나의 부사는 그 

맥락에 따라 앞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수도 있고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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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부사 ‘倒’가 문장  어떤 성분과 의미 계를 갖는지, 즉 ‘倒’의 

의의 의미지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3.1.1 ‘倒’의 의미지향

‘倒’의 기본의미가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 

‘倒’는 문장에서 진술내용  상과 립되는 성분을 의미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문을 보자.

(32) 我来帮他的忙, 他倒这样对待我？ (老舍 《骆驼祥子》)

 내가 그를 도와주러 왔는데 나한테 이 게 하다니! 

 

(32)의 담화환경을 분석해보면 ‘내가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 게 할 을 몰

랐다’는 화자의 상과 립되는 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상

과 립되는 성분은 ‘这样’이다. 따라서 ‘倒’가 의미지향하는 성분은 ‘这样’이

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를 보자.

(33) 第一遍本来念对了, 犹豫了一下, 翻过来念第二遍, 倒出错了｡ (《羊城晚

报》� 98.01.08)

 처음에 정확하게 읽었는데, 망설이다가 다시 펼쳐서 두 번째 읽을 

때 잘못 읽었다. 

 (33)에서 ‘처음에 정확하게 읽었으니 두 번째는 당연히 정확하게 읽을 것’

이라는 상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과 립되는 성분은 ‘错’

이다. 따라서 ‘倒’는 이런 상과 립되는 성분인 ‘错’를 의미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倒’자문에 흔히 두 개의 립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은 이

런 경우 ‘倒’가 의미지향하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 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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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房间不大, 陈设倒挺讲究｡ 

 방은 크지 않지만 인테리어는 꽤 잘 했다.

 

(34)의 경우를 두고 呂叔湘(1984)은 ‘倒’가 두 립 항목의 환 계를 나

타낸다고 하 고 彭小川(1999)은 ‘倒’가 한 사물의 두 방면을 조하는 것이

라고 보고 있다. 吴中伟, 傅传凤(2005)은 문  ‘倒’가 진술하는 내용 외에 

그 내용과 립 계를 갖는 항목이나 상황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이는 모두 ‘倒’의 문맥의미에 한 분석이고 ‘倒’의 기본의미는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의미와 상 없이 ‘倒’가 

문장에서 의미지향하는 성분은 상과 립되는 성분이다. (34)에서 ‘陈设倒

挺讲究’는 ‘陈设’에 한 상과 립되는 실을 진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과 립되는 성분은 ‘讲究’이다. 따라서 ‘倒’는 문장에서 ‘讲究’를 의미지

향하고 있다. 다음 문을 보자.

(35) 安南的随行人员之一、阿尔及利亚前外长布拉希尔, 脸上开始露出紧张

的神情｡ ······坐在旁边的安南, 倒显得很平静｡ (彭小川 1999:134)

 安南의 동반 인원 의 한명인 알제리  외교부장  布拉希尔의 얼

굴에 긴장한 기색이 드러났다.······ 에 앉아 있는 안난은 오히려 덤

덤하게 보 다. 

  

彭小川(1999)는 문  ‘倒’가 ‘布拉希尔’과 ‘安南’의 립 계를 나타낸다

고 주장하고, 王功平(2003:18)은 문장  ‘布拉希尔’과 ‘安南’은 두 립항목으

로서 다른 문장에 의해 분리되어 있지만 부사 ‘倒’에 의해 그 두 립항목이 

긴 히 연결되었다고 주장하 다. 다시 말해 王功平(2003)은 이때의 ‘倒’의 기

능은 두 립항목을 의미 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

만 ‘布拉希尔’과 ‘安南’의 립 계는 ‘倒’의 문맥의미이기 때문에 ‘倒’가 의미

지향하는 것은 ‘布拉希尔’과 ‘安南’의 립 계가 아니다. 다음 문을 보자. 

  (35') 坐在旁边的安南, 倒显得很平静｡ 

  에 앉아 있는 안난은 오히려 덤덤하게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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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에서는 ‘安南’과 립 계를 이루는 ‘布拉希尔’에 한 진술을 생

략하 지만 문장은 여 히 성립한다. 비록 (35)에서는 ‘安南’과 ‘布拉希尔’이 

립 계를 이루고 있고 (35')에서는 두 항목의 립 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두 문 의 ‘倒’의 기본의미는 모두 ‘安南’이 조 해할 것이라고 상한 

것과 덤덤한 태도를 보 다는 실의 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倒’가 

(35)와 (35')에서 의미지향하는 성분은 모두 상과 립되는 성분인 ‘平静’이

다. 즉 부사 ‘倒’는 문맥 속에 립항목의 존재여부와 상 없이 그 의미지향

하는 성분은 모두 상과 립되는 성분이다.

이상 ‘倒’가 의미지향하고 있는 성분은 진술내용  상과 립 계를 갖

는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의미지향하는 성분의 특징에 의해 ‘倒’를 분

류할 것이다.

 

3.1.2 의미지향에 의한 ‘倒1’과 ‘倒2’의 분류

진술의 내용은 어떤 주체와 그 주체에 한 평가나 서술로 나뉠 수 있다. 

따라서 문장에서 상과 립되는 성분, 즉 ‘倒’가 의미지향하는 성분도 맥락

에 따라 진술의 주체일 수도 있고, 그 주체에 한 평가나 서술 부분일 수도 

있다. 다음 문을 보자.

 

(36) A: 你看过球赛吗？

B: 没看过｡ 倒看过不少赛车｡ 

B': 没看过｡ 赛车倒看过不少｡ (백은희 2005:565)9) 

A:  축구 본  있어?

B, B': 아니, 근데 이싱은 많이 본  있어.

 

(36)에서 ‘赛车’는 문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로서 구정보인 ‘球赛’와는 

‘ 실과 상의 립 계’를 이루기 때문에 ‘倒’는 B와 B'에서 모두 ‘赛车’를 

9) 원문에는 B와 B'에 ‘我倒看过不少赛车’, ‘我赛车倒看过不少’ 등과 같이 주어 ‘我’가 부

가되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의 상 주어 ‘我’의 출 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생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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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지향한다. ‘赛车’는 B에서 ‘倒’의 뒤에 치하여 진술의 서술부분에 속하

고 B'에서 ‘倒’의 앞에 치하여 진술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倒’는 맥락의 

내용에 따라 앞에 있는 주체 성분을 의미지향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평가나 

서술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수도 있다. 다시 서론에서 제시한 문 (4)와 (5)

를 보자.

  (4) 我努力逗小红笑, 小红倒哭了｡ 

  (5) 小明家的狗死了, 他还没怎么样, 小红倒哭了｡ 

의 두 문  ‘小红哭了’라는 내용에서 ‘小红’은 진술의 주체이고 ‘哭了’

는 그 주체에 한 서술이다. 

(4)와 (5)에서 ‘倒’가 의미지향하는 성분은 각각 다르다. (4)에서는 ‘小红이 

웃을 것이다’라는 화자의 상과 ‘小红이 울었다’는 실이 립 계를 이루

고 있기 때문에 ‘哭’가 상과 립되는 성분이다. 따라서 이때의 ‘倒’는 진

술의 서술성분인 ‘哭’를 의미지향하고 있다. 이와 달리 (5)에서는 ‘小明이 슬

퍼했을 것이다’라는 화자의 상과 ‘小红이 울었다’는 실이 립 계를 이

루고 있기 때문에 ‘小红’이 상과 립되는 성분이다. 따라서 이때의 ‘倒’는 

진술의 주체성분인 ‘小红’을 의미지향하고 있다.  

‘倒’가 의미지향하는 성분의 차이에 따라 정보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본고에서는 ‘倒’가 진술의 서술성분을 의미지향하는 경우를 ‘倒1’로, 

진술의 주체성분을 의미지향하는 경우를 ‘倒2’로 나 어 그 문장의 정보구조

에 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3.2 ‘倒’의 정보구조 분석

段业辉(1995)는 어기부사를 ‘어기부사+NP+VP’와 ‘NP+어기부사+VP’ 두 형

식으로 나 어 보고 있다. ‘어기부사+NP+VP’형식의 부사는 문장 체인 

‘NP+VP’를 수식하거나 제한하고, ‘NP+어기부사+VP’형식의 부사는 NP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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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VP를 수식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다음 문을 보자.

(37) a. 幸亏他来了｡ 

   다행히도 그가 왔다.

      b. 他幸亏来了｡ 

         그가 다행히도 왔다.  (段业辉 1995:19)

段业辉(1995:19-20)는 부사 ‘幸亏’가 (37a)에서는 ‘어기부사+NP+VP’형식으로 

쓰여 문장 체인 ‘NP+VP’에 해 수식하고 있고 (37b)에서는 ‘NP+어기부사

+VP’형식으로 쓰여 문장 체를 수식할 수 없고 ‘VP’에 해서만 수식하고 

있다고 지 하 다.

부사 ‘倒’는 일반 으로 ‘NP+어기부사+VP’형식으로 쓰이며 ‘倒+NP+VP’의 

구조는 없다. 다시 말해 ‘倒他’와 같이 ‘倒+NP’의 구조로 쓰일 수 없다. 하지

만 ‘倒’의 앞의 NP성분이 생략되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다음 를 

보자.

(38) 本人虽是资本家, 倒没那么多铜锈气｡ (CCL)

 본인은 비록 자본가이지만 그 게 돈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38)에서 ‘倒’는 ‘倒+VP’형식으로 쓰이면서 앞의 NP성분이 없지만 이는 주

어성분인 ‘本人’이 문맥에 이미 출 하 기 때문에 ‘倒+VP’형식에서 생략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으로 부사 ‘倒’의 사용형식은 ‘NP+倒+VP’

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倒’의 의미가 NP가 아닌 VP를 수식하는 경우에만 

한해 연구하여 왔고 ‘倒’가 앞의 성분인 NP를 수식하는 경우 즉 ‘倒2’의 경

우를 간과하여 왔다. 

王功平(2003:22-23)은 ‘倒’가 들어간 문장은 조의 의미가 있는 성분을 

으로 보면서 의 치가 문두, 문장 내부  문미에 다양하게 치할 

수 있다고 지 하 다.10) 하지만 王功平은 단지 여러 가지 상에 해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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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뿐 이에 한 구체 인 설명  그 문맥 의미차이에 한 분석이 부족

하다는 한계 이 있다. 

다음 에서는 ‘倒1’과 ‘倒2’의 정보구조에 한 분석을 통하여 그 화용의

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일단 정보구조 유형에 해 살펴보고 ‘倒1’과 

‘倒2’의 정보구조 유형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3.2.1 ‘倒’의 정보구조 유형

‘倒1’과 ‘倒2’는 정보구조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에서는 

Vallduvi의 삼분 인 계층  분할법에 의해 그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모두 문장을 정보 인 측면에서 보다 요한 정보를 담은 

부분과 덜 요한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양분하고 있지만 구체 인 분류 기

은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 체 으로 주제(topic)와 평언(comment)

으로 나 는 경우, theme과 rheme으로 나 는 경우, 과 제

10) 王功平(2003)에서 다양한 의 치를 설명하는 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이 문두에 치하는 경우: 

  你住在我们家, 吃我们的, 喝我们的, ……我不提钱, 你倒提起钱来了｡ (张爱玲 《倾城

之恋》)

  王功平은 문  문두 성분인 ‘你’가 ‘我’와 비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는 문

두성분이 문장의 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你’가 구정보인 화제성분

이기 때문에 문장의 화제 으로 보고 문장   다른 이 있는데 이는 문장에

서 가장 돌출되어 나타내는 자연 이다. 이는 3.3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 이 문장 내부에 치하는 경우: 

  你说得倒简单, 你说说看｡ (吕淑湘 1984) 

  王功平은 문  문장 내부 성분인 ‘说得’는 문장의 화제이면서 문장의 유일한 

이라고 지 하 지만, 본고에서는 ‘说得’를 화제로 보지 않고 조 으로 보고 있

다. 이는 3.3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이 문말에 치하는 경우:

  现在, 他们认为, 一个人IQ值的高低与其说于两者共同的基因有关, 倒不如说是与他们

生命的最初9个月共同生活的子宫环境有关｡ (《青年参考》)

  功平은 문  문말 성분인 ‘与他们生命的最初9个月共同生活的子宫环境有关’이 문

장의 이라고 보았다. 이는 일반 인 ‘NP+어기부사+VP’의 형식에서 어기부사가 

VP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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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upposition)로 나 는 경우, 주제(topic)와 (focus)으로 나 는 경우, 

과 열린 명제(open-proposition)로 나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Vallduvi는 주제-평언으로 나 거나 -열린 명제로 나 는 등 이분법  

분류체계는 문장 내의 정보  분할의 모든 가능한 경우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삼항 계층 분할(Trinomial Hierarchical Articulation)로 나 어 이

분법의 한계 을 보완하 다. 즉 문장  정보구조를 분석하는 단 로 구정

보를 나타내는 성분을 바탕부(GROUND)로 하고 신정보를 나타내는 성분을 

부(FOCUS)로 하며, 바탕부는 다시 문장에서의 치에 따라 문두에 치

하는 성분을 연결부(LINK)로 하고 문말에 치하는 성분을 꼬리부(TAIL)로 

나 고 있다. 이러한 정보구조 분석 단 의 출  가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정보구조 유형이 가능하다. 

1. 연결부- 부-꼬리부(LINK-FOCUS-TAIL)

2. 연결부- 부(LINK-FOCUS)

3. 부-꼬리부(FOCUS-TAIL)

4. 부( 체 )(ALL FOCUS)

그  연결부와 꼬리부는 모두 바탕부에 속하는데 이는 화자가 가정하기에 

청자가 알고 있거나 정보성이 약하고 상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부는 

화자가 가정하기에 청자에게 새롭고 정보성이 강하며 상하지 못한 부분을 

가리킨다.11)

다음은 Vallduvi의 삼분 인 계층  분할법에 의해 ‘倒1’과 ‘倒2’의 정보구

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倒1’은 문장의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하기 때문에 앞의 성분은 상과 동

일한 주체를 가리키므로 연결부에 속하고 뒤의 성분은 상과 립되는 실

에 한 진술내용이기 때문에 부에 속한다. 따라서 ‘倒1’의 문장 정보구

조 유형은 연결부- 부의 정보구조 유형에 속한다. 다시 문 (4)를 보자.

11) 백은희 (2005:553, 557-560)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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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我努力逗小红笑, 小红倒哭了｡ 

(4)의  그은 부분에서 ‘小红’은 앞의 에서 이미 언 한 구정보이기 

때문에 연결부에 속하고 ‘哭’는 ‘倒’가 의미지향하는 성분으로서 부이다. 

다음 문을 보자.

‘倒2’는 문장의 앞의 성분을 의미지향하기 때문에 앞의 성분은 상과 

립되는 새로운 정보로서 부에 속하고 뒤의 성분은 상 의 내용과 일

치한 구정보로서 꼬리부에 속한다. 따라서 ‘倒2’의 문장 정보구조 유형은 

부-꼬리부에 속한다. 다시 문 (5)을 보자.

  (5) 小明家的狗死了, 他还没怎么样, 小红倒哭了｡ 

 

(5)의  그은 부분에서 ‘哭了’는 상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구정보로서 

꼬리부에 속하고 ‘小红’은 새로 등장한 정보이므로 문장에서 부에 속한

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倒1’과 ‘倒2’는 정보구조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倒1’은 연결부- 부의 정보구조 유형에 속하고 ‘倒2’는 부-

꼬리부의 정보구조 유형에 속한다. 

‘倒’는 정보구조 유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장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다음은 ‘倒’의 문장 유형에 해 분석하도록 한다.

3.2.2 ‘倒’의 문장 유형

Lambrecht(2000)에 의하면 문장의 유형을 크게 주제-평언문, 단언문, 확인문

으로 나 고 있다. 주제-평언문(topic-comment sentence)은 하나의 상을 우선 

확정한 후 그 상에 하여 진술하는 기능을 한다. 단언문은 사건-보고문

(event-reproting sentence)과 제시문(presentational sentence)으로 나  수 있는데 

사건-보고문(event-reproting sentence)어떤 상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이나 상

태의 체에 하여 진술하는 기능을 하고 제시문은 청자의 인식 속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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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시체를 담화에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 확인문(identificational sentence)은 

어떤 지시체를 열린 명제의 빠진 논항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12)

세 가지 문장 유형의 정보구조 유형을 살펴보면 주제-평언문은 연결부-

부의 경우이고 확인문은 부-꼬리부의 경우이며 사건-보고문과 제시문

은 모두 문장 체가 부인 경우이다. 

‘倒1’의 정보구조 유형은 연결부- 부이며 하나의 상을 확정하고 이 

상에 한 상과 다른 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평언문에 속한

다. 다시 문 (4)를 보자. 

  (4) 我努力逗小红笑, 小红倒哭了｡ 

(4)에서 ‘小红’은 화 속에 이미 출 한 주제이고 ‘哭’는 이 주제에 한 

상과 다른 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평언문이다. 

한편 다음과 같이 주제가 생략된 경우에 그 문장 유형에 해 살펴보자. 

다시 문 (38)을 보자.

  

  (38) 本人虽是资本家, 倒没那么多铜锈气｡ 

 본인은 비록 자본가이지만 그 게 돈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12) 주제-평언문, 확인문, 단언문의 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1) 小明怎么了? 小明出车祸了｡ 

   2) 谁出车祸了? 小明出车祸了｡ 

   3) 怎么回事? 小明出车祸了｡ 

   4) 下雨了｡ 

   문 1)에서 주어 ‘小明’은 화에서 이미 제시된 주제로서 구정보이고 서술어 ‘出车

祸’는 주제 ‘小明’에 한 평언으로서 신정보이다. 따라서 이 문의 문장 유형은 주

제-평언문이다. 문 2)에서 주어 ‘小明’은 화에서 새로 제시된 정보로서 이고 

서술어 ‘出车祸’는 화 속에 이미 제시된 구정보로서 열린 명제이다. 따라서 이 문

의 문장 유형은 어떤 지시체를 열린 명제의 빠진 논항으로 확인하는 확인문이다. 

문 3)에서 ‘小明出车祸了’는 문장 체가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이는 어떤 상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이나 상태의 체에 하여 진술하는 사건-보고문이다. 문 4)는 

새로운 지시체인 ‘雨’를 담화 상황에 새롭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으로서 사

건-보고문과의 구별은 실체가 문장의 심인 실체 심  단언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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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에서  그은 부분은 체 내용이 모두 부에 속하지만 이는 단

언문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문  앞 의 주제 ‘本人’은 뒤 의 ‘倒

没那么多铜锈气’의 생략된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주제는 생략되었지

만 이는 역시 주제-평언문이다. 

 ‘倒2’의 경우 정보구조 유형은 부-꼬리부이다. 따라서 이는 어떤 지시

체를 열린 명제의 빠진 논항으로 확인하는 확인문이다.

  (5) 小明家的狗死了, 他还没怎么样, 小红倒哭了｡ 

 

(5)에서 주어성분인 ‘小红’은 화에서 새로 제시된 정보로서 상 속의 주

체 ‘他’와 립 계를 이루고 있다. 서술어 ‘哭’는 상의 내용인 ‘그가 슬퍼

할 것이다’라는 제에 속한다. 따라서 이 문의 문장 유형은 ‘小红’이라는 

지시체를 열린 명제의 상치 못한 새로운 논항으로 확인하는 확인문이다. 

종합해보면 ‘倒1’과 ‘倒2’는 문장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倒1’은 

하나의 상을 확정하고 이 상에 한 상과 실이 다름을 나타내는 주

제-평언문인 반면 ‘倒2’는 앞 성분이 주제가 아닌 성분이고 명제의 나머

지 부분이 제에 속하여 앞의 성분을 확인하는 확인문에 속한다. 

다음 에서는 ‘倒1’과 ‘倒2’의 구체 인 정보구조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3.2.3 ‘倒’의 정보구조 분석

이 에서는 화제와 의 개념을 비롯한 정보구조 이론으로 ‘倒1’과 ‘倒

2’의 차이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3.2.3.1 화제와 초점

먼  화제의 개념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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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는 정보 인 면에서 알려진 정보, 주어진 정보로서 화자나 청자의 인

식 속에서 이미 활성화된 존재이다. 

의 여러 언어학자들은 화제의 본질을 ‘ 하여성’(aboutness)으로 규정하

고 있다.13) 즉 문장에서 언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상에 한’ 평언이나 

설명일 때 그 상이 바로 화제이고 이는 ‘ 하여성’을 갖게 된다. 

정희원(2001)은 ‘ 하여성’의 개념이 종종 주어에 한 정의로 받아들여지

는데 주어는 문법  개념이고 화제는 담화 인 즉 화용 인 개념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다음 를 보자.

 

(39) a. 你怎么了？/我肚子疼｡ 

    왜 그래? 나 배 아 .

 b. 谁肚子疼？/我肚子疼｡ 

    가 배아 ? 내가 배아 .

 

(39a, b)에서 ‘我’는 통사 으로 모두 문장의 주어성분이다. 하지만 그 화용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a에서 주어 ‘我’는 이미 알려진 정

보이고 뒤의 내용이 ‘我’에 한 진술이므로 이는 ‘ 하여성’을 갖는 화제성

분이다. 하지만 문 b에서 주어 ‘我’는 새로운 정보로서 문장에서 가장 요

한 정보를 달하는 성분이므로 ‘ 하여성’이 없다. 따라서 통사  개념

인 주어는 화용 으로 ‘ 하여성’이 있으면 화제이고 ‘ 하여성’이 없으면 화

제가 아니다.  

다음은 의 개념에 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란 문장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신정보로서 정보량이 가장 많고 문장

에서 가장 한 성분이다. 

张伯江、方梅(1996)을 비롯한 기존의 학자들은 일반 으로 을 자연

과 조 으로 나 고 있다.14) 하지만 刘丹青, 徐烈炯(1992)은 기존 조

13) Kuno(1972), Gundel(1976), Chomsky(1977), Dik(1978) 등. 정희원(2001:13-14) 재인용.

14) 张伯江、方梅(1996)는 설정(预设)의 차이에 따라 자연 과 조 을 구분하고 있

다. 문장의 설정이 ‘A이다’라면 이 문장의 은 자연 이고 문장의 설정이 ‘A이

지, B가 아니다’라면 이 문장의 은 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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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화제 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 을 지 하면서 을 자연

, 조 , 화제 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刘丹青, 徐烈炯(1992)은 [±돌출]과 [± 조] 두 가지 립 특징으로 의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15) 돌출이란 이 그 문장의 기타 내용을 배경으로 

문장에서 가장 돌출하여 나타내는 정보임을 가리키고 조란 그 문장 외의 

기타 담화성분이나 공통된 인식을 배경으로 그 문장 외의 성분과 립되어 

이 돌출되어 나타내는 정보임을 가리킨다. 

刘丹青, 徐烈炯(1992)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기 으로 을 자연 , 

조 , 화제 에 해 구분하고 있다. 자연 은 [+돌출], [- 조]의 특징

을 갖고 있는데 일반 으로 문말에 치하는 문말 이고 문장  자연 강

세(自然重音)가 있는 부분이다. 조 은 문장  가장 돌출되어 나타내는 

정보로서 [+돌출]의 특징을 갖고 한 후 맥락 혹은 화자와 청자의 공통된 

인식 속의 특정된 상 는 모든 같은 종류의 상과 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 조]의 특징을 갖고 있다. 화제 은 화제로서 문장 외의 기타 성

분 는 화자와 청자의 인식 속의 상과 조를 이루기 때문에 [+ 조]의 

특징이 강세를 받는다. 하지만 화제 은 구정보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분은 그 화제에 하여 서술하는 서술어인 자연 이다. 

따라서 화제 은 [-돌출], [+ 조]의 특징을 갖는다.16)

15) 刘丹青, 徐烈炯(1992)은 문장  은 화자가 정보의 강도를 가장 높게 부여 받는 

부분으로서 문장  기타 부분과 비교되기 때문에 [돌출](Prominence)로 그 기능을 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실제 발화에서 은 흔히 조의 역할을 하는데 담화

환경이나 화자나 청자의 인식 속의 어떤 상과 조를 이룰 때 [ 조](Contrastive)로 

그 기능을 개 할 수 있다고 지 하 다. 

16) 刘丹青, 徐烈炯(1992:95-102)에서 자연 , 조 , 화제 을 설명하기 한 문

을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1) a. 他三十年来一直生活在芜湖｡ 

    b. 他在芜湖一直住了三十年｡ 

    2) a. '老王上午借了老李一笔钱｡ 

   b. 老王上午借了’老李一笔钱｡ 

    3) 平时啊, 人倒不多, 星期天啊, 人很挤｡ 

    문 1)에서 a와 문 b는 모두 ‘그가 芜湖에 곧 30년을 살았다’는 내용을 달하

고 있는데 그 자연 이 다르다. a는 ‘芜湖’가 이고 문 b는 ‘三十年’이 이

다. 문 2)의 a는 ‘老王’에 강세를 두어 청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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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상 설명한 화제와 의 개념  분류를 기 으로 ‘倒’의 화제  

의 특징을 분석하여 ‘倒1’과 ‘倒2’의 정보구조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3.2.3.2 ‘倒1’의 정보구조 분석

먼  ‘倒1’의 정보구조를 분석하도록 하자. ‘倒1’의 앞의 성분은 뒤의 진술

내용의 주제이면서 화자나 청자의 인식 속에서 활성화된 성분으로서 연결부

에 속하기 때문에 ‘ 하여성’이 있는 화제성분이다. 다시 문 (4)를 보자.

  

  (4) 我努力逗小红笑, 小红倒哭了｡ 

(4)에서 ‘小红’은 문맥에 이미 출 한 존재로서 활성화 상태인 성분이다. 따

라서 문장에서 ‘小红’은 화제이다. ‘倒’는 뒤의 성분인 ‘哭’를 의미지향하고 

있는데 이때 ‘哭’는 ‘ 상과 립’되는 성분으로서 자연 이다.

‘倒1’의 문장  ‘倒1’이 의미지향하는 뒤의 서술성분이 문장에서 가장 

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자연 이다. 하지만 ‘倒1’의 문장에서 자연 이 문

장의 유일한 은 아니다. ‘倒1’의 앞의 주체성분은 화제인데 문맥 속에 

조의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 이 되어 강

세를 받는다. 다음은 ‘倒1’의 주제가 화제 인 경우에 해 살펴보자. 다음 

를 보도록 하자.

 

(40) 你住在我们家, 吃我们的, 喝我们的, ……我不提钱, 你倒提起钱来了｡ 

(王功平 2003)

 는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내가 돈 얘기를 안했는데 오히려 

가 돈을 달라고 하다니!

라 ‘老王’임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老王’은 문장에서 [+돌출]의 

특징을 가지면서 동시에 [+ 조]의 특징을 갖는 조 이다. 문 2)의 b는 ‘老李’

에 강세를 두어 청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상이 아닌 ‘老李’임을 강조하여 나

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老李’는 [+돌출]과 [+ 조]의 특징을 갖는 조 이다. 

문 3)에서 ‘星期天’은 문장의 화제로서 뒤의 ‘人很挤’보다 정보성이 떨어지지만 ‘平

时’와 조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돌출],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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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功平(2007)은 (40)의  그은 문장에서 문두 성분인 ‘你’가 문장의 

이라고 지 하 는데 이때의 ‘你’는 문장 의 신정보가 아닌 구정보로서 화

제이다. 화제가 이 될 수 있는 것은 문맥 속에 조의 항목이 존재할 때 

화제 이 되는 것이다. (40)에서 문장의 주체 ‘你’는 화제이면서 문맥에서 

‘我’와 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 조]의 특징이 있는 화제 이다. 

하지만 (40)의 문맥에서 상과 립되는 성분은 ‘提起钱来’이며 이는 문장

의 자연 이다. 따라서 ‘倒’는 진술의 주체를 의미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에 한 서술성분을 의미지향하는 ‘倒1’의 경우이며 문장에서 가장 요

한 정보는 자연 인 ‘提起钱来’이다. 다시 (35)번 문을 보자.

  (35) a. 安南的随行人员之一、阿尔及利亚前外长布拉希尔, 脸上开始露出紧

张的神情｡ ······坐在旁边的安南, 倒显得很平静｡ 

安南의 동반 인원 의 한명인 알제리  외교부장  布拉希尔

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을 보 다.··· 에 앉아 있는 안난은 의외

로 덤덤하게 보 다. 

       b. 坐在旁边的安南, 倒显得很平静｡ 

에 앉아 있는 안난은 의외로 덤덤하게 보 다. 

(35a-b)는 모두 문맥 으로 ‘安南이 구보다도 해할 것이다’는 상을 추

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의 ‘安南’은 화제이고 ‘倒’가 의미지향하고 있는 

‘平静’이 문장의 자연 으로서 가장 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35a)에서 화

제 ‘安南’은 강세가 있고 (35b)에서 화제 ‘安南’은 강세가 없다. 

왜냐하면 문 a의 경우 화제성분인 ‘安南’은 조의 의미를 갖는 ‘布拉希

尔’과의 립 계로 인해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 이기 때문에 강세를 

받는다. 반면 문 b의 화제성분 ‘安南’은 문맥에 조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이고 강세를 받지 않는다. 

한편 (35a)와 같이 문장의 화제가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 인 경우

에도 문장에서 가장 요한 정보는 문장의 자연 이다. 왜냐하면 ‘倒1’이 

의미지향하고 있는 자연 이야말로 상과 립되는 실을 진술하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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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문장에서 가장 요한 정보를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화제 은 

강세는 받지만 구정보로서 자연 보다 정보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倒1’의 

경우 문장  화제 과 자연 이 공존할 수 있지만 문장에서 가장 요

한 정보는 ‘倒1’이 의미지향하고 있는 자연 이다. 

다음은 ‘倒’가 ‘得’자구에 들어간 문장의 정보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41) A: 你别理她就是了｡ 

B: 说得倒轻巧, 不理她, 可我想说话, 想跟她们一起聊天, 不想像个不

受欢迎的人独个坐在一旁｡ (王朔 《痴人》)

A: ‘그녀하고 말하지 마.’

B: ‘말은 쉽지, 그녀와 말을 하지 말라니! 나는 말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얘기 나 고 싶어, 환 받지 않는 사람처럼 혼자 에 앉아

있기는 싫단 말이야!’

王功平(2003:22)은 (41)과 같은 경우에 문장의 이 ‘说得’라고 밝혔다. 문

장에서 ‘说得’는 화제이면서 ‘하다’라는 실제 행동과 조 계를 이루기 때문

에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 이고 강세를 받는다. 하지만 王功平은 문

장 에 ‘说得’보다 더욱 요한 정보를 달하고 있는 자연 의 존재를 

언 하지 않았다.

(41)의  그은 부분은 ‘매우 어렵다’고 상되는 상황에서 A가 ‘쉽게 해

결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상과 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倒’는 상

과 립되는 성분인 ‘轻巧’를 의미지향하는 ‘倒1’의 경우이다. 따라서 (41)에

서 ‘说得’는 화제 이지만 문장의 가장 요한 정보는 ‘倒’가 의미지향하는 

자연 인 ‘轻巧’이다. 다음 문을 보자.

(42) a. 没看出来, 教得倒挺好｡ 

   생각보다 잘 가르치네.

      b. 他汉语说得不怎么样, 但教得倒挺好｡ 

    그는 국어를 못하지만 가르치는 건 의외로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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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a-b)에서 ‘가르치는 것’에 해 상과 달리 괜찮았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教得’는 ‘ 하여성’이 있는 화제성분이고 ‘倒’는 ‘挺好’를 의미

지향하고 있는 ‘倒1’의 경우이다.

(42a)에서 화제 ‘教得’는 이와 립을 이루는 조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에서 화제는 강세가 없는 화제이다. 이와 달리 (42b)에서 화제 

‘教得’는 앞 의 ‘说得’와 조의 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화제 

‘教得’는 [+ 조]의 특징이 있는 화제 이다. 따라서 a와 조했을 때 b의 

화제 ‘教得’는 강세가 있다. 

하지만 화제에 강세가 있는 (42a)와 화제에 강세가 없는 (42b)에서 가장 

요한 정보는 모두 ‘倒’가 의미지향하고 있는 자연  ‘挺好’이다. 

‘倒1’의 문장  화제가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 일 경우 그 화제와 

조의미를 갖는 항목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다음 문을 보자.

(43) A: 您的钱可以单纯存在银行的定期帐户...... 

B: 是的｡  

A: 直接投入股票市场, 又太冒险｡  

B: 不错｡ ......

A: 相对来说, 最好的选择是共同基金｡ ...... 

B: 为什么?

A: 因为......

B: 哦, 这倒有点意思｡ (彭小川 1999:135)

“당신의 돈은 단순히 은행 정기 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죠.” “직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무 험해.” “맞아.” “상 으

로 제일 좋은 건 공동기 을 넣는 거지.” “왜?” “왜냐하면......” “아, 

그거 괜찮네.”

(43)에서 A는 B에게 돈을 투자하는 방법에 해 차례로 은행 정기 , 주

식 투자, 공동 기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B는 ‘공동 기 이 

왜 상 으로 제일 좋은 것인지’에 한 답을 듣고 나서 ‘공동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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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외로 괜찮다’라는 태도를 문장 ‘这倒有点意思’로 나타내고 있다. 그  공

동기 을 지시하고 있는 주어 ‘这’는 화제성분이고 문장에서 가장 요한 정

보는 화제에 한 평가인 ‘有点意思’이다. 화제성분인 ‘这’는 [+ 조]의 특징

을 갖는 화제 이며 이와 조의 이미를 갖는 항목이 ‘은행 정기 ’과 

‘주식 투자’ 두 개가 있다. 

‘倒1’의 문장  화제가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 일 경우 그 화제와 

조의미를 갖는 항목은 특정한 상이 아닐 수도 있다. 다음 를 보자. 

 

(44) 咱们现在是同行了｡ 俗话说, 同行是冤家｡ 不过咱们倒不一定｡ 

 우리는 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게 네. 옛말에 같은 업종에 종

사하면 원수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꼭 그 다고 할 수 없다.

 

(44)에서는 ‘우리가 같은 업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원수가 될 것’이라는 

상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咱们’은 문장의 구정보인 화제이면서 강세를 받

는 화제 이다. 화제 ‘咱们’과 조의 계를 이루는 항목은 ‘같은 업종에

서 일하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다. 

종합해보면 ‘倒1’은 앞의 주제성분은 이에 한 상한 바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로 하기 때문에 분명 화자와 청자의 인식 속에 활성화돼 있는 성분

으로서 화제이고 뒤의 평언성분은 상한 바와 다른 내용을 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성분이다. 다만 문맥이나 인식 속에 조의 의미항목이 

없는 경우의 화제는 강세를 받지 못하고 문맥이나 청자와 화자의 인식 속에 

조의 의미항목이 존재한다면 이는 [-돌출],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

으로서 강세를 받는다.  

다음은 ‘倒2’의 정보구조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3.2.3.3 ‘倒2’의 정보구조 분석

‘倒2’의 앞의 성분은 상과 립되는, 비활성상태의 신정보로서 [+돌출]의 

특징을 갖는 성분이다. 한 ‘倒2’의 앞의 성분은 상 의 주체와 립

계를 이루기 때문에 [+ 조]의 특징을 갖는 조 이다. 다시 문 (5)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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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小明家的狗死了, 他还没怎么样, 小红倒哭了｡ 

의 문에서 ‘倒’의 앞의 지시체인 ‘小红’은  활성화되지 않은 신정

보이다. 다시 말해 화자는 ‘小明’이 개를 잃어서 슬퍼할 것이라고 상을 했

는데 ‘小明’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小红’이 슬퍼서 울었다는 실이 상과 

립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小红’은 문장에서 가장 돌출되어 나타내는 

인 동시에 ‘小明’과 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 이다. 

다음은 ‘倒1’과 ‘倒2’의 주어의 활성화 상태17)에 한 조를 통해 그 정보

구조의 차이 을 살펴보도록 하자.

 

(45) a. 大卫检测矮子病的T4细胞正常了, 周林倒不高兴了｡ (陈祖芬：《生之

门》)

데이비드가 에이즈 검사 세포 T4가 정상이 되자 주린은 오히려 

불쾌해했다.

      b. 小明偷了我的手表, 我还没怎么样, 周林倒不高兴了｡ 

샤오 이 내 시계를 훔쳤는데 나는 아무 지도 않았는데 주린이 

오히려 불쾌했다.

 

(45a)는 문맥 으로 ‘주린이 기뻐할 것’이라는 상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

에 ‘倒’의 뒤의 서술성분인 ‘不高兴了’가 상과 립되는 내용이고 ‘倒’는 뒤

의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倒1’의 경우이다. 여기서의 ‘周林’은 구정보이기 때

문에 문장의 화제로서 활성화 상태이다. 한편 (45b)는 문맥 으로 ‘내가 불쾌

해 할 것’이라는 상을 추론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닌 ‘周林’이 불쾌해했기 

17) WUGUO(1988:18~20)에 의하면 Chafe(1987)는 지시 상의 근 가능성 정도를 활성화

(activation) 상태로 표 하 는데 정보성에 해 삼원  분류를 하 다.

1. 활성상태(active state): 재 화자의 의식 속에 심의 이 되어 있는 인지  상

태(구 정보)

2.  활성상태(semi-active state): 재 심의 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  인

식 상태의 단계에 있으며 배경 으로 의식하고 있는 상태( 근 가능한 정보)

3. 비 활성상태(inactive state): 장기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어 재 심의 이 아

닐 뿐만 아니라 주변 으로 의식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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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倒’의 앞의 NP성분인 ‘周林’이 상과 립되는 내용이고 ‘倒’는 앞

의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倒2’의 경우이다. 이때 ‘周林’은 신정보이기 때문에 

문장의 성분으로서 비활성 상태이다.  

종합해보면 ‘倒2’의 경우 상과 다른 새로운 상의 출 을 나타내기 때

문에 주어의 출  자체가 문장에서 돌출되는 새로운 정보이다. 한 문맥에

서 화자와 청자의 인식 속에 이와 조를 나타내는 조 상이 존재하기 때

문에 [+ 조]의 특징을 갖게 된다. 따라서 ‘倒2’의 주어는 [+돌출], [+ 조]의 

특징을 갖는 조 이다. 

3.3 소결

3.1 에서는 ‘倒’를 의 인 의미지향분석법으로 ‘倒’가 문장 에서 어떤 

성분과 의미 으로 가장 직 인 계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倒’는 ‘ 상

과 실의 립’을 기본의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내용  상과 립되

는 성분을 의미지향한다. 한편 진술의 내용은 어떤 주체와 그 주체에 한 

평가나 서술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倒’가 의미지향하는 성분도 맥락에 따

라 진술의 주체일 수도 있고, 그 주체에 한 평가나 서술 부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倒’가 진술의 서술성분을 의미지향하는 경우를 ‘倒1’로, 

진술의 주체성분을 의미지향하는 경우를 ‘倒2’로 나 어 그 정보구조의 차이

에 해 분석하 다. 

3.2 에서는 ‘倒1’과 ‘倒2’의 문장 정보구조 유형, 문장 유형  그 정보구

조의 특징에 해 각각 살펴보았다. 

‘倒1’과 ‘倒2’의 문장 정보구조 유형에 해 살펴본 결과 ‘倒1’은 연결구-

부의 유형에 속하고 ‘倒2’는 부-꼬리부의 유형에 속한다. 

한편 ‘倒1’과 ‘倒2’은 문장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倒1’의 문장 

유형은 주제-평언문으로서 하나의 상을 우선 확정한 후 그 상에 하여 

진술하는 기능을 하고 ‘倒2’의 문장 유형은 확인문으로서 어떤 지시체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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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명제의 빠진 논항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倒1’과 ‘倒2’의 문장 정보구조를 분석한 결과 ‘倒1’의 문장  

주체성분은 구정보이고 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화제성분이다. 다만 조의 

항목이 없을 경우 [- 조]의 특징을 갖는 경우 강세를 받지 않고 조항목이 

있을 경우 [+ 조]의 특징을 갖는 화제 으로서 강세를 받는다. ‘倒1’이 의

미지향하고 있는 뒤의 서술성분은 문장의 자연 으로서 [+돌출]의 특징을 

갖는다. 반면 ‘倒2’가 의미지향하는 주체성분은 신정보이고 비활성화 상태이

기 때문에 화제가 아닌 조 으로서 [+돌출]과 [+ 조]의 특징을 가지며 

강세를 받는다. ‘倒2’의 뒤의 성분은 문장의 꼬리부로서 구정보이고 강세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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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倒’의 문장 대립유형 분석

‘倒’는 문장에서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는데 본고에서는 ‘倒1’과 

‘倒2’의 상과 실의 립유형에 해 각각 고찰하고 그 차이에 해 살펴

보고자 한다. 

 

4.1 ‘倒1’의 문장 대립유형 

본고에서는 ‘倒1’의 립유형은 상반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로 나

어 보고 있다. 다음은 그 각각의 분류기 에 해 살펴보고 문을 들어 설

명하도록 하자. 

4.1.1 상반관계

상반 계란 상과 실이 의미에서 반의(antonym)의 계를 갖는 경우를 

가리킨다. 반의는 Lyons(1968:460)에 의해 상보(Complementarity), 반의

(Antonym), 반향(Converseness) 등 세 가지 종류로 나 어진다. 

다음은 그 각각의 개념에 해 살펴보고 ‘倒1’이 상과 실의 상보 계, 

반의 계, 반향 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 각각 설명하도록 하자.18) 

우선 상보 계에 해 살펴보자. 

상보 계란 ‘男-女’, ‘獨身-旣婚’, ‘有-無’ 등과 같이 ‘이것이 아니면 것이

다’라는 특징을 갖는다. 《고 국어 어휘의미론》에서는 상보 계를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18) 상보 계, 반의 계, 반향 계에 한 내용은 蒋绍愚(1992:219-220)을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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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그림 1>을 보면 하나의 타원이 A와 B로 나 어져 있다. A와 B의 계는 

‘A가 아니면 B이고 B가 아니면 A이다’이기 때문에 <그림 1>은 A와 B의 상

보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면 ‘倒1’이 상과 실의 상보 계를 나타내는 문에 해 살펴보

자. 

(46) 男孩子能做的事, 可女孩子倒不能做｡ (吴中伟, 傅传凤 2005:70)

 남자는 할 수 있는 일인데 여자는 못한다니!

(46)에서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여자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상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倒’는 뒤의 서술성분인 ‘不能做’를 의미지

향하는 ‘倒1’의 경우이다. ‘不能做’는 상 의 ‘能做’와 립의 계를 이루

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유-무’의 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보 계에 

속한다. 따라서 (46)은 ‘倒1’이 상과 실의 상보 계를 나타내는데 쓰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를 보자. 

(47) 人要饿了常心慌, 有时饥饿过度, 倒没什么感觉了｡ (扬尚武 《戈壁滩上

的风云》)

 사람은 배가 고 면 마음이 해지는데 배고픔이 도를 지나면 오히

려 아무 느낌도 없다.  

(47)은 문맥에서 배가 고 면 마음이 해질 것이라는 상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倒’는 뒤의 서술 성분인 ‘没什么感觉’를 의미지향하고 있는 ‘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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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이다.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과 ‘마음이 해질 것’이라는 상은 

감각의 ‘유-무’로 그 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보 계에 속한다. 

따라서 (47)은 ‘倒1’이 상과 실의 상보 계를 나타내는데 쓰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47)의 내용을 바탕으로 ‘倒1’이 상과 실의 상보 계를 나타내는 경우

를 그림으로 표시해보자. 

       (감각)                           (감각)

         유   무                    유   무

            

          상                        실

                       <그림 2>

<그림 2>에서 상과 실 속에서 ‘유’와 ‘무’의 상보 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림 2>의 상에서는 ‘감각’이 ‘유’의 공간에 있어 ‘배고  감각이 있을 것’

이라는 상을 나타내고 실 속에서는 ‘감각’이 ‘무’의 공간에 있어 실에

서는 ‘감각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그림 2>는 감각의 유무에 한 

상이 실과 상보 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반의 계에 해 살펴보자. 

반의 계란 ‘大-小’, ‘好-壞’과 같이 극성 립 인 계를 나타내며 양극사

이에 간 단계가 있다. 를 들면 ‘大’와 ‘小’의 사이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好’와 ‘壞’의 사이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고 국어 어휘의미론》에서는 반의 계

를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A                       B

                        <그림 3>



4. ‘倒’의 문장 립유형 분석  47  

<그림 3>에서 A와 B의 사이에는 많은 간 단계가 있으며 A와 B는 양 극

에 치하여있다. 따라서 <그림 3>은 A와 B의 반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면 ‘倒1’이 상과 실의 반의 계를 나타내는 문에 해 살펴보

자. 다음 문을 보자.

(48) 没吃药, 病倒好了｡ 

약을 안 먹었는데, 병이 나았네.

(48)에서는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상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倒’는 ‘好’를 의미지향하는 ‘倒1’의 경우로서 ‘병이 나았다’

라는 실이 상과 립 계를 이루고 있다. ‘倒’의 뒤의 서술 성분은 상

과 ‘好-坏’의 반의 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48)은 ‘倒1’이 상과 실의 반의

의 립 계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48)의 내용을 바탕으로 ‘倒1’이 상과 실의 반의 계를 나타내는 경우

를 그림으로 표시해보자. 

                       

     

   好                       坏            好                       坏

                           (병)           (병)

             상                                     실

<그림 4>

<그림 4>에서 ‘好’와 ‘坏’는 반의의 계이다. <그림 4>의 상에서는 병을 

‘坏’의 아래에 표시하여 ‘병이 악화될 것’이라는 상을 나타내고 실 속에

서는 병을 ‘好’의 아래에 표시하여 ‘병이 나았다’라는 실을 나타낸다. 즉 

<그림 4>는 병에 한 상이 실과 반의 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반향 계에 해 살펴보자. 

반향 계란 ‘賣-買’, ‘問-答’과 같이 동일한 것을 다른 으로부터 보는 

것으로 ‘A가 B에게 물건을 사는 것은 바로 B가 A에게 물건을 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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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질문하면 B가 A에게 답하다’는 것이다. 《고 국어 어휘의미

론》에서는 상보 계를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A                         B

              <그림 5>               

<그림 5>에서 A와 B의 서로 반  방향에 치하여 있다. A가 B에게 다

면 B는 반 로 A에게 사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그림 5>은 A와 B는 반향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면 ‘倒1’이 상과 실의 반향 계를 나타내는 문에 해 살펴보

자. 

(49) 没打着狐狸, 倒惹身骚｡ (CCL)

 여우는 못 잡고 오히려 온 몸에 여우냄새만 남았네.

(49)는 문맥에서 여우를 잡고자 했다는 상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倒’

는 상과 립되는 ‘惹身骚’를 의미지향하는 ‘倒1’의 경우이다. 여기서 상 

속에 ‘여우를 잡고자 한 것’은 ‘이익을 얻는 것’이고 실 속에 ‘온몸에 여우

냄새가 남았다’는 것은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과 실이 ‘得-

失’의 반향 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49)의 ‘倒’는 ‘ 상과 실’의 반향

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속한다. 다음 를 보자.

(50) a. 冒昧地问一个非常一般的问题, 您认为这个厂怎么才能向前发展呢？

b. 条件当然是多方面的了, 但有主有次｡ 史经理, 如果你不见怪的话, 我

倒想问提一个问题｡

a. 갑작스럽지만 매우 일반 인 질문 하나를 할게요, 당신은 이 공장

이 어떻게 해야만 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 조건은 당연히 다방면이겠죠. 근데 주요와 차요가 있죠. 사경리, 무례

를 용서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彭小川 1999: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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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서는 a가 b에게 먼  질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b가 반 로 a에게 

질문을 하리라고 상치 못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b가 a에게 다

시 질문을 하겠다고 한 것은 a의 상과 립되는 상황이다. 이때 ‘ 상과 

실’은 a와 b의 ‘問-答’의 입장이 바  반향 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은 부분에서 ‘倒’는 ‘ 상과 실’의 반향 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속한다.

(50)의 내용을 바탕으로 ‘倒1’이 상과 실의 반향 계를 나타내는 경우

를 그림으로 표시해보자. 

     问                答             问                答

                      (我)           (我)              

             상                             실 

                             <그림 6>

<그림 6>에서 ‘问’과 ‘答’은 반향 계이다. <그림 6>의 상에서 ‘我’는 

답하는 사람인데 실에서는 ‘我’가 질문하는 사람이다. 즉 ‘我’의 입장은 

답하는 입장에서 질문하는 입장으로 바 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림 

6>은 ‘我’의 입장이 상과 실 속에서 반향 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倒1’은 상과 실의 상반 계를 나타낼 수 있

는데 상반 계에는 상보 계, 반의 계, 반향 계 세 가지 하 분류가 있는데 

‘倒1’은 이 세 가지 상반관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4.1.2 불일치관계

불일치 계는 상반 계와 립되는 부류이다. 다시 말해 ‘倒1’이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낼 때 ‘ 상’과 ‘ 실’이 4.1.1 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 

19) ‘倒’가 문장에서 ‘ 립’을 나타내고 ‘倒’의 립유형은 상반(相反)과 상 (相对)로 나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 (50)의 경우를 의미 으로 상반 계가 아닌 상 계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립유형을 분류하는 기 에 한 명확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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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 계’가 아니면 불일치 계에 속한다.

‘倒1’이 상과 실의 불일치 계를 나타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부류로 나  수 있다. 하나는 ‘ 상’과 ‘ 실’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경

우이고  다른 하나는 ‘ 상’과 ‘ 실’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반의의 개념을 설명할 때 반의 계란 극성 립 인 계를 나타내며 양극

사이에 간 단계가 있다고 하 다. 를 들면 ‘大’와 ‘小’는 반의의 계를 

갖지만 ‘크다’와 ‘작다’의 사이에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라는 상태가 있

는데 이런 간단계가 바로 정도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다음 를 

보자.

(51) 事情倒没有你想象得那么严重｡ 

 일이 네가 상상했던 만큼 심각하지는 않아.

(51)에서는 청자가 그 일에 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상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倒’는 뒤의 성분인 ‘没有你想象得那么严重’을 

의미지향하는 ‘倒1’의 경우이다. 이때 청자의 상과 실은 모두 사건의 심

각성 정도에 한 내용이지만 상과 실의 심각성은 반의 계가 아니라 일

정한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이때의 ‘倒’는 불일치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인지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                 실

                      <그림 7>

<그림 7>에서 상과 실은 하나의 원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과 실이 모두 하나의 주체인 ‘事情’이기 때문이다. 원의 무늬는 모두 세

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상과 실이 모두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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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다만 상과 실은 사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그 도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상 속의 원은 무늬가 상당히 집되어 있고 실 속 원

은 무늬가 상과는 달리 덜 집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7>에서 상과 

실은 정도의 차이로 인한 불일치 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 상’과 ‘ 실’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해 살펴보자. 다음 를 보

자.

(52) 与其去登蓥山, 我倒宁肯去游钓鱼城｡ (郭沫若 《钓鱼城访古》)

 산에 갈 바에야, 나는 낚시성을 가겠다. 

(52)에서는 ‘ 산에 갈 것’이라는 상과 ‘낚시성을 가겠다’는 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반 계나 정도의 차이가 아닌 서로 다른 불일치 계에 속한

다. 그 인지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                        실

                         <그림 8>

<그림 8>에서 상과 실은 모두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과 

실의 하나의 주체인 ‘我’를 나타낸다. 상과 실의 원은  다른 무늬를 

하고 있는데 상 속 원의 무늬는 ‘ 산에 갈 것임’을 나타내고 실 속 원

의 무늬는 ‘낚시성에 갈 것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림 8>은 상과 실의 

 다른 불일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倒1’은 상과 실의 불일치 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 상’과 ‘ 실’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불일치 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

상’과 ‘ 실’이  다른 불일치 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다음 에서는 4.1.1과 4.1.2에서 살펴본 ‘倒1’의 상반유형과 불일치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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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해 ‘反而’과 조하여 ‘倒1’의 립유형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4.1.3 ‘倒1’과 ‘反而’의 대조

기존에 ‘倒’와 ‘反而’에 한 비교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倒2’의 경우를 간과하여왔기 때문에 ‘倒1’과 ‘反而’의 비교분석은 많

이 이루어졌지만 ‘倒2’와 ‘反而’의 비교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倒1’과 ‘倒2’

의 립유형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反而’과 ‘倒1’, ‘倒2’의 반 인 비교분

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이 에서는 우선 马真(1983), 李宗江(2005:34), 王俊毅(2007:43)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倒1’과 ‘反而’의 계에 해 살펴보고 4.2 에서 ‘倒2’와 ‘反而’를 

비교할 것이다.

일반 으로 ‘反而’은 상과 실이 상반 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马

真(1983)은 ‘反而’가 쓰인 문장을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의미 층으로 나 어 

분석하 다.

 

(53) (A)今天午后下了一场雷阵雨, (B)原以为可以凉快一些, 可是(C)并没有

凉下来, (D)反而更闷热了｡ (马真 1983)

  (A)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와서 (B)좀 시원해질  알았는데 (C)그

지 않고 (D)오히려 더 더워졌다.

 

马真(1983)에 따르면 (53)에서 (A)와 (B)는 인과 계로서 화자의 상한 바

에 한 내용이고 (C)와 (D)는 층 계로서 상한 바와 립되는 실에 

한 내용이며 (AB)와 (CD)는 역 계로서 실제 사실이 상한 바와 조

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C)는 상과 불일치 계를 나타

내고 (D)는 상과 상반 계를 나타낸다. ‘反而’은 상과 상반 계만을 나타

낼 수 있기 때문에 (C)의 의미 층에 쓰일 수 없고 (D)에만 쓰일 수 있다. 

‘倒1’은 ‘反而’과 달리 상과 불일치하는 경우와 상반되는 경우를 모두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C)와 (D)의 의미층에 모두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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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A)今天午后下了一场雷阵雨, (B)原以为可以凉快一些, 可是(C)并没有

凉下来, (D)倒更闷热了｡ 

  (53'') (A)今天午后下了一场雷阵雨, (B)原以为可以凉快一些, 可是(C)倒没有

凉下来, (D)反而更闷热了｡ 

 

(53')에서 ‘倒’는 (D)에 쓰여 상과의 상반 계를 나타내고 있고 (53'')에서 

‘倒’는 (C)에 쓰여 상과의 불일치 계를 나타내고 있다. 

李宗江(2005:34), 王俊毅(2007:43)에 의하면 상과 상반되는 경우를 나타내

는 ‘倒’는 부사 ‘反而’로 체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53')와 같이 ‘倒’가 (D)

에 쓰인 경우 ‘反而’로 바꿔 쓸 수 있고 (53'')와 같이 ‘倒’가 (C)에 쓰인 경

우 ‘反而’와 호환할 수 없다. 

다시 말해 ‘倒’는 상과의 상반 계를 나타내는 경우 ‘反而’와 호환할 수 

있고 상과 실의 불일치 계를 나타내는 경우 ‘反而’와 호환할 수 없다.

다음 에서는 ‘倒2’의 문장 립유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4.2 ‘倒2’의 문장 대립유형 

‘倒2’는 문장에서 주체를 의미지향하기 때문에 이는 상 의 주체와 

실 의 주체가 립 계를 이루는 경우이다. 

4.1 에서 설명하 듯이 상과 실의 립유형에는 상반유형과 불일치 

유형이 있다. ‘倒1’은 상과 실의 상반 계와 불일치 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하 다. 그 다면 ‘倒2’도 ‘倒1’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립유

형을 모두 나타낼 수 있을지에 해 고찰해보자.

우선 ‘倒2’가 나타내는 주체가 상 의 주체와 상반 계를 나타낼 수 있

는지에 해 살펴보자. 다음 를 보자.  

(54) 我喜欢的小明没有来, 我讨厌的小红倒来了｡ 

      내가 좋아하는 샤우 은 안 왔고, 내가 싫어하는 샤우훙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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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에 등장하는 두 주체인 ‘小明’과 ‘小红’은 앞의 수식어에 의해 반의 계

를 갖게 된다. 즉 ‘小明’과 ‘小红’은 각각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

람이기 때문에 반의의 계를 갖는다. 하지만 ‘小明’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기 때문에 ‘올 것’이라는 상을 하듯이 ‘小红’에 해서도 ‘내가 싫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54)의 ‘小

红’은 더 이상 신정보가 아니고 화제이며 이러한 ‘小红’에 한 상과 달리 

‘小红’이 ‘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倒’는 뒤의 성분인 ‘来’를 의미

지향하는 ‘倒1’의 경우이다. 따라서 ‘倒2’가 나타내는 주체는 상 의 주체

와 상반 계를 나타낼 수 없다. 

그 다면 ‘倒2’가 나타내는 주체가 상 의 주체와 불일치 계만을 나타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에 의한 불일치 계를 나타낼 수 있

는지에 해 살펴보자. 다음 를 보자.

(55) 好朋友小明没有来, 跟我不太亲的小红倒来了｡ 

 나 친한 친구 샤우 은 안 왔고 별로 친하지 않는 샤우훙은 왔어.

(55)는 (54)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두 주체인 ‘小明’과 ‘小红’은 앞의 수식어

에 의해 상반 계는 아니지만 정도의 갖고 있다. 즉 ‘小明’과 ‘小红’은 나와 

친 정도에 따라 ‘친한 사이’와 ‘그다지 친하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두 

주체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불일치 계를 이루고 있다. 이때 ‘小明’이 ‘나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올 것’이라는 상을 하듯이, ‘小红’에 해서도 ‘나

와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상을 하게 된

다. 따라서 (55)의 ‘小红’은 신정보가 아니고 화제이며 ‘小红’이 상과 달리 

‘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倒’는 ‘来’를 의미지향하는 ‘倒1’의 경우이

다. 그러므로 ‘倒2’가 나타내는 주체는 상 의 주체와 상반 계를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불일치 계를 나타낼 수 없다. 

이상 상과 실이 (54)와 같이 상반 계인 경우나 (55)와 같이 정도의 차

이가 있는 불일치 계인 경우, 문장 의 두 주체에 한 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신정보가 아니고 화제이기 때문에 이때의 ‘倒’는 ‘倒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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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고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倒1’의 경우이다. 

‘倒2’는 상치 못한 새로운 주체의 출 을 나타내기 때문에 ‘倒2’의 주체

는 담화환경에서 추론할 수 없는, 상 의 주체와 다른 불일치 계만을 나

타낼 수 있다. 다음 를 보자.

(56) 小明没有来, 小红倒来了｡ 

 샤우 은 오지 않았고 샤우훙이 왔어.

(56)에서 ‘小明’은 상 의 주체이고 ‘小红’은 상 의 주체와 립되는 

새로운 주체이다. 즉 화자는 ‘小明’이 올  알았는데 ‘小红’이 왔다는 실

에 한 의아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小红’은 뜻밖의 출 이고 ‘小

明’과 담화환경에서 연 서이 없기 때문에 ‘小红’에 한 그 어떤 상도 추

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의 ‘倒’는 ‘倒’의 앞의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倒2’

의 경우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해보자.

                      

           상                   실

                      <그림 9>

<그림 9>에서 상 속의 원은 ‘小明’을 가리키고 실에서의 네모는 ‘小红’

을 가리킨다. 원과 네모는  같은 무늬를 갖고 있는데 이 무늬는 ‘왔다’는 

행동을 가리킨다. 이 그림은 무늬의 주체가 상 속의 원에서 실 속의 네

모로 바 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면 ‘倒2’와 ‘反而’의 계를 살펴보자. 4.1 에서 ‘倒1’은 상과 실

의 상반 계를 나타낼 때 ‘反而’로 호환할 수 있고 불일치 계를 나타낼 때 

‘反而’로 호환할 수 없다고 하 다. 따라서 ‘倒2’는 불일치 계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反而’로 호환할 수 없다. 다시 문 (5)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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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小明家的狗死了, 他还没怎么样, 小红倒哭了｡ 

  (5') ?小明家的狗死了, 他还没怎么样, 小红反而哭了｡ 

(5)에서는 ‘샤우 네 집의 개가 죽어서 그가 많이 슬퍼할 것이다’라는 상

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小明’이 아닌 상치 못한 ‘小红’이 슬퍼

서 울었기 때문에 ‘小明’과 ‘小红’은 문맥 으로  연 이 없는 서로 다른 

두 주체로서 불일치 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런 경우 (5')와 같이 ‘反而’로 

체하여 쓰면 어색하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倒2’는 상 의 주체와 실의 주체는 문맥

으로 연 이 없는  다른 불일치 계만을 나타낼 수 있다. 

4.3 소결

이상 ‘倒1’과 ‘倒2’의 ‘ 상’과 ‘ 실’의 립정도에 해 살펴본 결과 ‘倒1’

과 ‘倒2’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倒1’은 ‘ 상’과 ‘ 실’의 상반 계와 불일치 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 

반면 ‘倒2’는 상 의 주체와 실의 주체가  다른 불일치 계만을 나

타낼 수 있다. 

한 부사 ‘反而’과 비교했을 때에도 ‘倒1’과 ‘倒2’는 차이를 알 수 있다. 

‘倒1’은 상과 실이 상반 계를 나타낼 경우 부사 ‘反而’로 호환할 수 있

고 상과 실이 불일치 계를 나타낼 경우 부사 ‘反而’로 호환할 수 없다. 

반면 ‘倒2’는 상과 실이 불일치 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 ‘反而’로 호

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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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어 부사 ‘倒’는 다양한 담화맥락에 쓰여서 여러 가지 문맥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倒’의 문맥의미만을 갖고 ‘倒’를 정확하

게 이해하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倒’가 나타내는 모든 문맥의미는 

모두 ‘倒’의 기본의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기본의미에 한 이해가 있

어야만 한국인 학습자들이 ‘倒’에 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본고의 제 2장에서는 다양한 담화환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倒’의 

문맥의미와 그 기본의미의 연 성을 분석하고 ‘倒’의 기본의미에 해 고찰

하 다. 

우선 呂叔湘(1984)이 제시한 ‘倒’의 7 가지 문맥의미에서 출발하여 ‘倒’의 

다양한 문맥의미가 공통 으로 나타내고 있는 ‘倒’의 기본의미를 고찰하 다. 

이를 통해 부사로서의 ‘倒’의 기본의미가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倒’는 ‘ 상과 실의 립’이라는 기본의미

를 기반으로 다양한 담화상황에서 다양한 문맥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다. 

다음은 ‘倒’가 동사와 부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는 상에서 출발하여 기존

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사로 쓰이는 ‘倒’와 부사로 쓰이는 ‘倒’의 계에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사 ‘倒’는 동사에서 허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부사

로서의 ‘倒’의 의미는 ‘상반됨’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와 련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사 ‘倒’의 기본의미는 ‘ 상과 실의 립’을 나타내는 것인데 실

제 사용에서 그 상에 한 내용의 출  양상을 분석한 결과 담화환경에 들

어있을 수도 있고 그 지 않고 화자와 청자의 공동 인 인식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한편 ‘倒’가 나타내는 ‘진술내용과 립되는 상’은 화자 스스로

의 상일 수도 있고 청자의 상일 수도 있으며 제3자의 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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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에서는 ‘倒’자문에 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해 ‘倒’의 의미지

향을 분석하고 ‘倒’자문의 정보구조에 해 분석하 다. 

우선 ‘倒’를 의 인 의미지향분석법으로 ‘倒’가 문장 에서 어떤 성분과 

의미 으로 가장 직 인 계를 갖는지를 살펴본 결과 ‘倒’는 ‘ 상과 진술

내용의 립’이라는 기본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술내용  상과 립되

는 성분을 의미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진술의 내용은 어떤 주체

와 그 주체에 한 평가나 서술로 나  수 있다. 다시 말해 ‘倒’가 의미지향

하는 성분도 맥락에 따라 진술의 주체일 수도 있고, 그 주체에 한 평가나 

서술 부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倒’가 진술의 서술성분을 의미지

향하는 경우를 ‘倒1’로, 진술의 주체성분을 의미지향하는 경우를 ‘倒2’로 나

어 그 정보구조의 차이에 해 살펴보았다. 

‘倒1’과 ‘倒2’는 정보구조 유형, 문장 유형, 정보구조 특징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倒1’의 문장은 연결부- 부의 정보구조 유형에 속하며 그 문장 유형은 

주제-평언문으로서 하나의 상을 우선 확정한 후 그 상에 하여 진술하

는 기능을 한다. ‘倒1’의 문장은 문두 성분이 화제이고 뒤의 성분이 문장의 

자연 으로서 [+돌출]의 특징을 갖는다. ‘倒1’의 화제는 [- 조]일 경우 강

세를 받지 못하는 화제이고 [+ 조]일 경우 강세를 받는 화제 이 된다. 

‘倒2’는 부-꼬리부의 정보구조 유형에 속하며 그 문장 유형은 확인문으

로서 어떤 지시체를 열린 명제의 빠진 논항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倒2’

의 문장은 문두 성분은 화제가 아닌 으로서 [+돌출]과 [+ 조]의 특징을 

갖는 조 이고 꼬리부는 구정보로서 강세를 받지 못한다. 

‘倒1’과 ‘倒2’는 비록 의미 으로 모두 ‘ 상과 실의 립’이라는 기본의

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과 실의 립유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제 4장에서 그 차이에 해 분석하 는데 ‘倒’자문이 나타내는 상과 

실의 립유형은 상반유형과 불일치유형으로 나  수 있다. 상반유형은  

다시 상보 계, 반의 계, 반향 계 세 가지로 나  수 있고 불일치 유형은 

정도의 차이에 의한 불일치 유형과  다른 불일치 유형으로 나  수 있

다. ‘倒1’은 상과 실의 상반 계와 불일치 계를 모두 나타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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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倒2’은 상과 실이  다른 불일치 계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차

이 을 보이고 있다.  

이상 ‘倒’에 한 기존의 문맥의미에 한 분석을 통해 ‘倒’의 기본의미를 

밝히고 ‘倒’자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하여 ‘倒’의 기능에 해 살펴보았다. 본

고는 ‘倒’에 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倒’를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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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现代汉语副词“倒”是《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大纲》“语法大纲”中的乙级

词汇，使用频率相当高，但母语为非汉语的学生们却会以回避的方式避免使用

“倒”，或经常在使用“倒”时出现偏误。本文分析其原因，判断是因为母语为非汉

语的学生们对“倒”的基本意义以及使用特征理解得不够彻底。本文着重考察“倒”

的基本意义，并分析“倒”字句的信息结构与对立类型。各章内容如下： 

  第一章为问题提出，以前人的相关研究为基楚，阐明本文的研究方法。

  第二章着重于分析呂叔湘(1984)所提出的“倒”的七种脉络意义，考察这七种脉

络意义共同表达的基本意义，并得出结果，即“倒”的基本意义是表示“现实与预期

的对立”。而副词“倒”的基本意义是从表示“相反”意义的动词中虚化而来的。再

者，有关“预期”的内容有时会出现在句子里，有时会在说话者和听话者共同的认

知领域里。而其“预期”有时是说话者的预期，有时是听话者的预期，有时也可能

是第三者的预期。 

  第三章指出了“倒”的语义指向，分析了“倒”字句的信息结构。“倒”在文中为

“与预期对立的成分”的指向，而根据文脈，其语义指向可以分为以下两种：本文

把第一种称为“倒1”，为指向叙述部分，第二种称为“倒2”，为指向陈述的主体。

“倒1”与“倒2”在信息结构类型与句子类型上都有所不同。“倒1”的句子结构类型为

“连接成分-焦点成分”，是在确认某个对象的情况下，对其进行陈述的主题句。而

“倒2”的句子结构类型为“焦点成分-尾部分”，是将某个主体确认为已知命题之论

元的确认句。在句子信息结构方面，“倒1”出现的句子中，“倒1”前面的主体成分

是话题，而“倒1”后面的叙述成分是具有[突出]特征的自然焦点。“倒1”文中的话题

又可根据是否具有[对比]特征来区分，如果不具有[对比]特征，那么其话题就没有

重音，如果具有[对比]特征，那么其话题则是有重音的话题焦点。在“倒2”出现的

句子中，“倒2”前面的主体成分不是话题，而是具有[突出]和[对比]特征的对比焦

点，且带重音。而“倒2”之后的句尾成分则是已知信息，不带重音。

第四章主要分析了“倒”字句中“预期”和“现实”的对立类型。其对立类型可分为

相反类型与不一致类型。出现“倒1”的句子可以表达“预期”与“现实”的相反关系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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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一致关系，但出现“倒2”的句子却只能表现两者的不一致关系。这就是“倒1”与

“倒2”在对比类型上的不同之处。 

  本文为了多方面了解“倒”的使用功能，对“倒”的基本意义以及“倒”字句的信

息结构进行了考察与分析。通过对“倒”的语义与语用的多方面考察，希望能够对

学习“倒”的母语为非汉语的学生们有所帮助。 

 

关键词: “倒”, 脉络意义, 基本意义, 语义指向, 话题, 焦点, 对比类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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