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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古代漢語 ‘以’의 품사와 의미에 한 연구

― 통사․의미상의 일 성을 심으로 ―

본 논문은 古代漢語 ‘以’의 품사와 의미에 해 새로운 근을 시도하

다.종래 ‘以’를 介詞로 여겨온 어법 기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

한다.이를 해결하기 해 본고에서는 통사 구조 분석을 통하여 ‘以’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 다.그 결과 ‘以’를 실질 인 의미 성분인 動詞로

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를 지니려면 의미나 기능에 분명한 차이

가 있어야 한다.‘以’에 한 종래의 품사 부여와 ‘以’의 기능에 한 기

술은 ‘以’자체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개사로 여겨 서술한

여러 가지 용법은 기본 으로 ‘以’가 이끄는 성분의 의미와 문맥에 의한

것이지 ‘以’가 지니는 다수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以’는 의미상 ‘쓰다

(써서 하다)[→가지다(가지고 하다)→(으)로]’하나로 통되는 실사 성

분으로서 후속 성분의 의미와의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文意를 구성함을

알 수 있다.통사상 개사로서의 ‘以’ 는 ‘以’가 이끄는 구조는 여타 동

사 는 동사가 취하는 통사 형식과 차이가 없다.

한어나 다른 언어는 어휘의 종류 용법이 고 한어와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이것들에 의해 설명하기 쉽지는 않으나,‘以’를 동사로 여기면

개사로 여길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이는 언어

사용의 실제와도 부합된다.그 주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 단어가 다수의 품사와 복잡한 의미나 기능을 가진다면,실제

언어로서 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소리와 의미

의 결합에 의한 변별이 언어의 본질이며 이에 부합되어야 품사와 의미의

분류도 타당성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개사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 인 虛化(文法化)를 뚜렷하게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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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어법 근거가 없고,동사로 여길 경우와 통사상 특별한 차

이가 없다.다른 동사가 ‘以’의 치에 쓰인 경우와 기본 으로 동일한

통사 형식을 보인다.

셋째,‘以’가 개사라면 虛詞에 속하는데 의존 성분인 허사가 목 어인

實詞를 생략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생략을

설명하는 데 있어 통사상의 일 성도 없다.개사로서 ‘以’의 목 어 도치

를 설명할 수 있는 합당한 어법 근거 한 찾을 수 없다.다른 개사의

생략이나 도치의 경우와 비교하면 체 개사 체계상으로도 모순이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결론에 이르 지만 그동안의 연구와 같이

‘以’에 한 다수의 품사와 다항의 의미 부여를 정하는 입장에서 타당

성을 찾아보는 고찰은 하지 못하 다.종래의 연구가 뒷받침하지 못한

이론 근거가 있는지에 해서는 차후에 다룰 과제로 남긴다.

주요어 :古代漢語,以,품사 분류,통사 구조,의미,介詞,動詞,虛詞,

實詞

학 번 :201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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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 목

古代漢語의 품사 분류는 ≪馬氏文通≫(1898)에서 시작된다.名字․代

字․靜字․動字․狀字․介字․連字․助字․嘆字 등 9가지로 나 고 앞의

다섯은 實字로 뒤의 넷은 虛字로 인식한다.이를 출발 으로 하여 차

字와 詞의 개념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名詞․代詞․形容詞․動詞․副

詞․介詞․連詞․助詞․歎詞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數詞․量詞 등을 추

가하 을 뿐 분류의 틀을 그 로 답습해 왔다.

≪馬氏文通≫에서 字類(詞類,품사)를 나 어법 인 근거를 제시한 바

는 없다.서문에 의하면 라틴어와 당시의 서구 언어에 한 식견으로부

터 향을 받은 것을 짐작할 수 있으나,그 자세한 내용을 알 길은 없

다.1)다만 분류 체계가 당시 어의 품사 분류와 유사하므로 이를 원용

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이는 고 한어 자체의 성질과 특성

에 의거한 분류가 아니라 어휘 의미상의 응 계에 따라 분류 체계를

원용한 것임을 알게 한다.한어 자체의 품사 분류에 한 이론 기 는

발견할 수 없다.이 책이 나오기 에 있었던 實․虛의 념을 용하여

다시 두 부류로 나 것이 통 국언어학을 계승한 부라고 할 수 있

다.이는 의 고 한어에 한 품사 분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부분이다.작자 馬建忠의 직 의 산물이 오늘날 고 한어

품사 분류의 토 라는 본질 인 성격을 간과한다면 고 한어 품사 인식

상의 오류나 한계에 한 올바른 찰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以’자에 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以’는

1)≪馬氏文通≫의 來源에 한 연구에 의하면,이 책의 서문에서 ‘此书系仿葛郞

瑪而作’이라고 한 말 등을 근거 삼아 서양 문법을 모방하 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고 라틴어․희랍어의 格을 비롯하여 어․불어 등의

통 학교문법을 모방했다고 하면서도,무엇을 어떻게 받아들 는지에 해서

는 구체 으로 밝 낸 바가 아직 없다.姚 平(2003:112-13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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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氏文通≫에서 介字에 넣고 虛字로 인식한 표 인 단어이다.그래

서 介字에 설명이 집 되어 있다.2)이것이 후 에 미친 향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許愼은 ≪說文解字≫에서 ‘以’를 ‘用也’라 하 다.지 은 거의 모든 허

사사 에서 ‘以’가 ‘用’이라는 의미에서 개사의 여러 의미로 생되었으며

先秦시기에 이미 그 용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連詞․代詞․副詞․助

詞․語氣詞 등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며 이것들을 假借字로 간주한

다.3)이는 부분의 고 한어 어법서와 논문의 내용을 집약 으로 반

한 것이다.여기에 動詞․名詞를 추가하면 ‘以’는 거의 모든 품사를 지닌

단어가 된다.이처럼 하나의 단어가 거의 모든 품사(詞性)를 지니고 각

품사 아래 여러 가지 실질 의미나 기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

實․虛를 모두 총 하고 있는 ≪辭源≫의 ‘以’풀이는 다음과 같다.

① 用,使用 :쓰다,사용하다

② 認爲 :여기다

③ :더불다

④ 連及 :미치다

⑤ 緣故 :까닭

⑥ 代詞(此,這些):이,이것들

⑦ 방 사와 연용되어 시간 방 수량의 경계를 나타냄 :‘～以西’등.

⑧ 介詞 :1.把,拿 /2.在,于 /3.從 /4.向 /5.因爲 /6.跟,同 /7.按,

按照

⑨ 連詞 :1.和 /2.而

⑩ 副詞 :已經

①,②,③,④는 동사,⑤는 명사,⑥은 사,⑧은 개사,⑨는 연사,⑩

은 부사이며 ⑦은 품사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된다.

허사사 을 비롯하여 각 어법서의 내용 간에는 약간의 출입이 있지만

2)‘以字之用七之三.’

3)中國社 科學院語 硏究所 古代漢語硏究室 編(19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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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以’의 품사 부여에 있어서는 동사․명사․ 사․부사․개사․연

사․조사를 최소 공배수로 삼을 수 있다.허사사 의 경우처럼 語氣詞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조사에 포함시켜 보면

된다고 여긴다.

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 引伸(의미 생)에 의해 이러한 다종의

품사를 가질 수 있는지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자 목표이다.종래 개사

를 ‘以’의 주된 품사로 여겨왔고 이에 따른 어법 기술 내용 한 가장 많

다.그런데 ‘以’의 기능에 한 설명을 보면 체로 다수의 상이한 기능

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품사의 경계 문제와 마찬가지로 ‘以’가

이처럼 여러 가지 상이한 기능을 가진다면 의사소통이라는 언어 최우선

의 목표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이에 해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분명 통사의미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공통 의미 는 기능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引伸義의 범 내에서 다루어 온 ‘以’의 품사 간의 경계

와 종류,그리고 개사의 다수 의미항에 하여 새로운 근을 시도하고

자 한다.뒤에서 상술하겠지만 통사 특징을 바탕으로 의미의 일 성을

찾음으로써 종래의 복잡한 어법 설명을 간화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둔다.실제 언어와 유리되지 않는 어법 사실이 무엇인가에

을 맞춘다.

1.2선행 연구

≪馬氏文通≫은 介字總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虛字로서 이것을 써서 實字들의 상 된 뜻을 연결해주는 것을

介字라고 한다. 자를 끼워 넣는다 함은 실자를 사이에 끼어서 이어받

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무릇 名字․代字에 속하는 여러 자들이 動字

앞에 오는 경우는 主次가 되며,動字 뒤에 놓이는 경우는 賓次가 된다.

그러나 실자들 간의 상 된 뜻은 主賓 두 次의 밖에서 나오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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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구미 문자, 컨 희랍이나 라틴 문자는 主賓 두 次 외에 다시

네 次를 세워[두어]실자들 간에 상 되는 뜻의 변화를 다 표 한다.까

닭에 名字․代字에 속하는 여러 자들은 각기 여섯 次로 변한다.4)中

國문자는 변화가 없으므로 곧 개자로 그 궁함을 구제한다.5)

馬建忠은 희랍어나 라틴어와 같은 서양언어에는 주격과 목 격을 비롯

한 6개의 次가 있다고 여겼다.주격과 목 격 외에 4개의 次가 더 있어

서 각종의 통사 계를 나타내지만,고 한어에는 이것을 나타내는 변화

[표지]가 없으므로 介字에 의해서 이들 통사 계를 구제한다고 여긴 것

같다.그리고는 자주 보이는 介字로 ‘之․於․以․ ․爲’등 다섯 자

를 들었다.

세 번째로 든 介字 ‘以’에 해서는 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以’는 介字로서 실자들을 이어 맨다.쓰이는 방식[용법]에는 두 가지

가 있는데,하나는 名字를 이끄는[名字에 이어지는][←맡는]것이고 하나

는 散動字를 이끄는 것이다.6)

첫 번째 용법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名字를 이끄는 경우는 이어지는 바의 動字 앞에 오는 것이 보통이

며 만들어지는 뜻은 일정하지가 않다.7)

그리고 나서 動字 앞에 오는 ‘以+名字’ 의 ‘以’가 나타내는 뜻을 ‘所

用’(사용한 바의 것)[→도구 방식],‘所因’(말미암는 바의 것)[→원인]으

로 나 었다.그리고 ‘以’자가 이끄는 말이 動字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

4)declension

5)凡虛字用以連實字相關之義 曰介字.介字云 猶爲實字之介紹耳.夫名代諸

字先乎動字 爲主次 後乎動字 爲賓次.然而實字相關之義 有出乎主賓兩次之

外 .泰西文字 若希臘拉丁於主賓兩次之外 更立四次 以盡實字相關之情变 故

名代諸字各變六次.中國文字無變也 乃以介字濟其窮.

6)以介字也 聯綴實字也.而用法有二 一司名字 一司散動字 .

7)其司名字 先於所繫動字 常也 而爲義不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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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두 번째 용법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散動字를 이끄는 경우는 곧 반드시 기타 動字 뒤에 오며,무릇 ‘所

向(지향하는 바의 것)’을 뜻한다.‘以’字는 간혹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8)

“請王勵士以奮其朋勢(왕께서는 士들을 독려하시어 그 무리의 세를 떨

치게 하십시오.)” 의 ‘以’가 그 의 하나이며,‘以’가 쓰이지 않은 경우,

즉 ‘請王勵士奮其朋勢’와 같은 형식의 경우에 해서는 생략이라고 보았

다.그런데 名字를 이끄는 경우는 ‘以’의 지배 상이 되어 이른바 오늘

날의 목 어에 해당하는 계를 갖지만,散動字9)를 이끈다고 한 경우

‘以’가 이것을 목 어로 받지 않으므로 지배 계를 갖지 않는다.즉,단지

動字로 시작되는 말이 ‘以’의 앞에 올 따름이다.名字를 이끄는 경우와는

통사 형식이 같지 않으므로 체계 인 찰이라고 볼 수 없다.이는 ≪馬

氏文通≫ 이후 많은 어법서에서 ‘而’와 동일시하고 ‘連詞’로 여긴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서 도치를 비롯한 ‘以’의 치 문제와 ‘以’를 후한 몇 가지 어휘

결합을 다루고 있다.그러나 ‘以’를 하나의 기능으로 일 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고,끝에서는 다시 介字에 해당하지 않는 ,즉 뒷날의 어법학자

들이 명사와 연사로 여기는 경우 등을 ‘別解’로 모아 설명하고 있다.

楊伯峻(1982)의 개사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0)

8)其司散動字 則必後乎其他動字 凡以 所向也.以字間有可省 .

9)散動:술어 가운데서 ‘坐動’(주요 술어동사)뒤에 이어지는 기타 동사를 가리

킨다.그것이 나타내는 동작 행 는 주어가 직 행한 것이 아니다. 를 들

면 다음과 같다.“今人乍見孺子 入于井.”(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

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다.)/“[夫顓臾],昔 先王以爲東蒙主.”([무릇

유는]옛날에 선왕이 써서[등용하여]東蒙[蒙山]의 주인이 되었다.)‘見’‧‘以’는

‘坐動’이고 ‘入’‧‘爲’는 ‘散動’이다.‘入’‧‘爲’라는 동작을 하는 사람은 주어인

‘人’과 ‘先王’이 아니다.그래서 ‘散動’이라 한다.(≪馬氏文通≫)

10)楊伯峻(1982: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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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래 ‘用’의 뜻을 가지며,개사로 쓰이면 ‘拿’ 는 ‘把’로 번역할 수

있다.

以德服人 中心悅而誠服也.(≪孟子․公孫丑上≫)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뻐서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다.)

② ‘因’으로 해석되며 원인을 나타낸다.의거한 바의 사물을 나타낼 수

도 있다.

以勇氣聞於諸侯.(≪史記․廉頗藺相如列傳≫)

(용기로써 제후들에게 이름이 알려졌다.)

③ ‘’字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구어의 ‘和’,‘同’,‘跟’등에 해당된다.

陛下起 衣 以此屬取天下.(≪史記․留侯世家≫)

(폐하께서는 포의로 일어나 이 무리들을 데리고[→무리들과 더불어]

천하를 취하셨습니다.)

④ 시간사를 이끌 수 있다.‘於’에 해당되며 구어 ‘在’로 번역된다.

文以五月五日生.(≪史記․孟嘗君列傳≫)

(田文[맹상군]은 5월 5일에[←5월 5일을 (생일로)가지고]태어났다.)

⑤ 주동자(행 자)가 의거하여 동작하는 바의 자격,신분 는 정황을

나타낼 수 있다.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孟子․梁惠王上≫)

(오십 보를 가지고 백 보를 비웃는다면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⑥ 일을 논하는 표 을 나타낼 수 있다.구어로 번역하면 ‘以……論’이

된다.

以位 則子君也,我臣也,何敢 君友也?(≪孟子․萬章下≫)

(지 로써 하면 곧 당신은 군주요 나는 신하인데 어 감히 군주와

더불어 벗을 하겠소?)

설명에 사용한 어휘를 자 그 로만 보면 ‘表示’는 ‘나타내다’를 뜻하

므로 ‘以’자체의 기능을 설명하는 말에 가장 가깝고,‘當○解(講)’는 체

로 ‘以’의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介入’은 ‘～을

이끌어 들인다(이끈다)’이니 정작 ‘以’의 기능을 직 설명하는 말이 아니

라 ‘以’의 뒷말이 나타내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니 ‘以’자체의 기능에

한 설명이라 여기기에는 부족하다.이처럼 ‘以’의 기능 해설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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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에 일 성은 없지만 부를 ‘以’의 기능에 한 설명으로 본다면 상

이한 6가지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된다.

楊伯峻(1981)에서 개사로 풀이한 항목을 간추리면,‘공구․방법 등을

이끌어낸다(介出)’,‘동작의 緣由․동기 등을 나타낸다’,‘于(於)로 쓰여 시

간을 나타내거나 형용사 뒤에 쓰인다’,‘주동자가 의거하는 바의 신분이

나 정황을 나타낸다’,‘일을 논하는 표 을 이끈다(介紹)’등의 다섯 항목

이다. 체로 楊伯峻(1982)에서의 분류와 비슷하나 빠진 것이 있다.11)

廖序東(1981)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以’의 쓰임을 정리하고 있다.

① 행 의 공구나 의거를 나타낸다.

以子之矛陷子之楯 何如?(≪韓非子․難勢≫)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② 원인을 나타낸다.

扶苏以數諫故,上使外 兵.(≪史記․陳涉世家≫)

(부소가 자주 간언을 한 까닭으로 상께서 외지에서 병사를 거느리게

했다.)

③ 시간을 나타낸다.

文以五月五日生.(≪史記․孟嘗君列傳≫)

(田文[맹상군]은 5월 5일에 태어났다.)

④ 인솔을 나타낸다.

宮之奇以其族行.(≪左傳․僖公5年≫)

(궁지기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갔다.)

11)楊伯峻‧何樂士(1992:387-447)에서의 ‘以’의 기능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시간을 이끌어 들인다(引進).

○ 처소를 이끌어 들인다.

○ 상을 이끌어 들인다.

○ 공구․방식을 이끌어 들인다.

○ 동작행 의 조건 는 의거를 나타낸다.

○ 원인 는 목 을 이끌어 들인다.

○ 가르쳐 알리는 내용을 나타낸다.

이상은 介詞 結의 표에 요약된 내용인데,본문에서의 설명은 이와 약간씩

다르다.본론에는 “ 구를 인솔하거나 구를 따라 행동함을 나타낸다”,“‘從’

의 뜻을 나타내며 가 드물다”는 등의 항목도 있다.



8 古代漢語 ‘以’의 품사와 의미에 한 연구

모두 ‘表示’라는 단어를 써서 ‘以 자체의 기능이라고 여겼는데,楊伯峻

의 경우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何樂士(2004)는 ‘以’의 목 어를 사람을 나타내는(代表)경우와 사물 등

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 고 있다.이 두 가지 경우의 기능 설명이 비슷

하므로 이를 합쳐서 보면 ①동작 시 이끄는 상,②행 자(施動 )가 공

동으로 활동하는 상,③동작 시 운용하는 상,④무엇을 해주는 상,

⑤알리는 내용,⑥동작․행 가 의거하는 조건,⑦동작․행 의 조건,⑧

동작 시 운용하는 공구나 방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항목과 설명 내

용이 앞에서 든 것들과 다소 다르다.

易孟醇(2005)에서는 ‘以’의 주요 어법 기능을 다음 8가지로 나 었다.12)

① 시간과 처소를 이끌어 들인다.‘于,於’에 상당하다.

先生之以此聽寡人也.(≪呂氏春秋․去私≫)

(선생께서 이곳을 써서[이곳을 가지고→이곳에서]과인에게 들려주었

다.)

② 원인을 이끌어 들인다.

嚴遂政議直指 擧韓傀之過,韓傀以之叱之於朝.(≪戰國策․韓策二≫)

(엄수는 정치에 한 평이 곧았기에 한괴의 허물을 들어 말하 다.한

괴가 그걸 가지고[→그것 때문에,그것을 이유 삼아]조정에서 그를 꾸

짖었다.)

③ 방식․공구를 이끌어 들인다.

百工爲方以矩 爲圓以規.(≪墨子․法 ≫)

(모든 匠人이 모를 만듦에는 곱자를 쓰고[→곱자를 가지고 모를 만들

고]원을 만듦에는 그림쇠를 쓴다[→그림쇠를 가지고 원을 만든다].)

④ 의거하는 내용과 상을 이끌어 들인다.

穆姬聞晉侯 至 以太子罃弘 女簡璧登臺而履薪焉.(≪左傳․僖公15年

≫)

(穆姬가 晉나라 혜공이 [체포되어]장차 이르게 된다는 말을 듣고 태

자 앵[罃]과 [아우]홍[弘]에 딸 간벽[簡璧]을 써서[→데리고] 에 올라

12)易孟醇(2005:5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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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단을 밟고 섰다.)

⑤ 개사 ‘’에 상당하다.

天下有變,王割汉中以楚和.(≪戰國策․周策≫)

(천하에 변화가 있자,왕은 汉中 땅을 할애하여 나라를 가지고( 상

으로 하여)[→ 나라와]화의를 청하 다.)

⑥ 다소 특수한 기능으로서 ‘遠賓語’13)를 앞으로 끌어낸다.(그것을 두

드러지게 하기 해서이거나 그것이 다소 길기 때문이다.)

伯楚以呂卻之 告公.(≪國語․晉語四≫)

(백 는 여각지의 술책을[여각지의 술책을 가지고(써서)]공에게 알렸

다.)

⑦ 동작의 결과를 이끌어 들인다.‘以至於’,‘達到……程度(或結果)’의

뜻이 있다.14)

軍聽過 以 寡人有隙,遂捐燕而歸趙.(≪戰國策․燕策二≫)

(장군이 허물을 듣고 그것으로 과인과 더불어 틈이 있게 되었으며,마

침내 연나라를 버리고 조나라에 귀의한 것입니다.)15)

⑧ ‘於’에 상당하며 형용사 뒤에 놓인다.

越遠,利以避難.(≪韓非子․說林上≫)16)

(넘어서 멀어지면 이로워 그것으로 곤란을 피한다[→곤란을 피함에

이롭다].)

易孟醇의 와 같은 분류 한 다른 사람의 분류와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많이 다름을 보이고 있다.

許仰民(2001)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17) 문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13)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 어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된다.

14)여러 논 에서 連詞로 여겨온 들과 문형이 같다.介詞와 連詞 분별상의

모호성을 잘 보여주는 의 하나이다.

15)이 경우는 뒤의 ⑧항과 더불어 ‘以’의 목 어가 생략된 경우로서 ‘以’뒤의

성분을 목 어로 취하지 않는다.‘以’는 앞말을 다시 받는다.즉,‘以’가 목

어를 이끄는 나머지 항목들과 통사형식이 다르다.많은 이들이 연사 ‘而’와

동일시한 형식이기도 하다.

16)‘以’를 개사로 여겨서 문맥을 잘못 본 경우이다. 체 文意를 표 하는 해석

은 같아지지만,‘以’는 ‘避難’을 목 어로 취하지 않는다.‘以’의 목 어는 생

략되어 있고 생략된 목 어의 내용은 ‘越遠’이다.( 는 ‘利’를 다시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문맥에 의해 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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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① 공구나 의거를 나타낸다(表).[구체 인 것과 추상 인 것으로 나눔]

② 신분이나 자격을 타나낸다.

③ 인솔이나 따름을 나타낸다.[인솔,따름,일을 논하는 표 으로 나

눔]

④ 원인을 나타낸다.

⑤ 시간을 나타낸다.

廖序東(1981)과 비교하면 체로 ‘신분이나 자격’이 추가된 차이만 보

인다.많은 책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분류를 보이고 있다.

許璧(1997)에서는 介詞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항에서 해당하는

개사들의 문을 들고 있다.18)

① 동작과 련된 시간을 이끌어 내는 경우

② 동작과 련된 상을 이끌어 내는 경우

③ 동작과 련된 장소를 이끌어 내는 경우

④ 동작행 의 방법,조건,도구 등을 이끌어 내는 경우

⑤ 동작행 의 원인과 목 을 이끌어 내는 경우

⑥ 동작행 의 처치 상을 이끌어 내는 경우

⑦ 훈계하는 언행을 이끌어 내는 경우

의 분류 방식은 楊伯峻․何樂士(1992)를 따른 것이다.총 표와 통

계수치도 여기에서 그 로 취하 다.따라서 ‘以’의 용례도 같다.

張玉金(2004)에서는 介詞를 시간‧처소방 ‧범 방면‧ 상‧受事‧施事‧

수반‧공구‧의거‧원인 등을 이끄는 10가지로 분류하 다.이 분류에 따라

‘以’를 상‧受事‧수반‧공구‧의거‧원인 등에 배당하 다.

黃六平(2000)은 개사 ‘以’의 쓰임을 방식‧원인‧시간‧기타로 나 었다.19)

17)許仰民(2001:124-128).

18)許璧(1997:293-314).

19)黃六平(2000:1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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錢宗武(2004)는 ‘以’를 개사와 연사에 두었다.

제가의 개사 ‘以’에 한 분류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介

紹’,‘介入’,‘引進’,‘當○解(講)’,‘相當於’류는 품사의 기능보다는 내용 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에서 명확한 설명이 못 된다.즉 이는 ‘以’자체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분류한 내용은 뒤에 오는 말(목 어)의

내용이나 다름없다.‘表示’,‘表’는 기능을 직 설명하는 표 이 될 수 있

으나,분류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뒷말의 실질 의미와 문맥에 의해

나 것이다.그래서 공통되는 부분도 있으나 문맥을 보는 자의성으로

인하여 개념의 구분에 차이가 있게 된다.이는 바로 ‘以’의 기능에 한

다항의 분류가 ‘以’의 복수 기능 차이가 아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이

는 본 연구의 논의에 요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나아가 ‘以’가

語法意義 성분인지,실질 의미 성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되

기도 한다.당연히 의미항의 수를 산정하는 데도 요한 출발 이 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以’에 한 논문들이 있다. 국 논문의

경우 단편 인 것이 많아서 용법의 체를 아우른 것은 서류에 의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물론 개별 텍스트를 상으로 한 연구도 체로

‘以’의 쓰임에 한 체 면모를 반 한다. 국 논문의 경우 ≪論語≫․

≪孟子≫․≪莊子≫․≪國語≫․≪戰國策≫․≪史記≫등과 같은 문헌을

상으로 ‘以’의 체 용법을 다룬 것들이 지 않다.이들 논문에 정리

된 용법도 상술한 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체

으로 보아 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최근 논문으로는 임명화(2012:81-103)를 들 수 있다.‘以’의 개

사 기능을 제하고 그것의 종류를 분류한 내용이 상술한 어법서나 국

논문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더구나 이들 내용은 이미 허사사

을 비롯한 여러 사 에 반 되어 있다.그래서 일일이 그 내용을 상세

히 소개하지는 않기로 한다.20)다른 논문들도 마찬가지이다.

20)‘以’의 치사 용법 아래, 치사구(‘以+목’)가 다른 술어 앞에 오는 경우는

부사어로,뒤에 오는 경우는 보어로 여기는 일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說苑≫(西漢 劉向)의 용례를 분류하 다.

○ 부사어로 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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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以’의 개사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기능을 천착한 논문들이기에

‘以’의 개사 기능에 의문을 품고 이것이 쓰이는 제반 통사 형식을 면

으로 고찰하여 詞性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이를 의미항의 산정에 반 하

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활용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21)

어느 경우이건 모두 ≪馬氏文通≫에서 이어지는 介詞 심의 연구를

잘 반 한 논 라는 공통 을 갖는다. 체로 ≪馬氏文通≫을 계승 확

한 성격을 띤다.馬建忠이 왜 그 게 했는지에 해서는 따로 언 하는

바가 없다. 개사를 동사의 허화로 생겨난 기능이라고만 말하고 곧바

로 기능 분별에 들어가는 것이 부분이다.介詞와 連詞 기능을 함께 부

여한 탓에 이에 해서는 양자를 구분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정

도이다.두 기능을 다 갖는다면 굳이 구별하는 방법까지 제시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以’의 실사 의미에 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用’을 비롯한 몇 가지 실질 인 동사 의미를 소개하는 데 그친다.그것

도 사 에 종합된 내용과 비교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다른 품사와

의미 기능에 한 설명은 직 과 번역에 의한 것이므로 매우 간단하

다.사 에 반 된 내용은 이를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以’의 連詞로서의 기능에 해서도 제가의 견해가 동소이하다. 국

의 연구 결과,특히 楊伯峻․何樂士(1992)는 종래의 분석 결과들을 변

하는 성격을 지닌다.22)이를 수용한 許壁(1997)에서는 ‘以’의 연사 기능

㉠동작의 도구나 방식,㉡동작의 근거 혹은 기 ,㉢동작의 원인,㉣행 자의

자격이나 신분,㉤동작을 통해 수여하는 사물,㉥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동작을 입는 상

○ 보어로 쓰인 경우

㉠동작이 이루어지는 도구나 방식,㉡동작을 통해 수여되는 사물,㉢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동작을 통해 수여하는 상

개별 텍스트를 통하여 조사한 논문들에서도 모두 개사로 여기고 근 방

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가 체로 같게 나타난다.

21)개별 텍스트를 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文 文의 체 ‘以’를 다룬 논

문으로 류재윤(2014:55-80)등이 있다.

22)廖序東(1981:25-26)에서 ‘以’의 연사 기능을 (1)並列關系,(2)承接關系,(3)因

果關系,(4)目的,結果關系,(5) 語(술어)와 狀語(부사어)의 연 등으로 나

었다.

개별 텍스트를 통한 연구인 廖序東(1995:136-141)에서는 ‘以’字句의 連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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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接․竝列․漸層․因果․主從 등의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

다.23)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조 다른 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Pulleyblank(2006)에서는 ‘以’를 포함하여 종래 개사로 분류해온 단어들

을 ‘次動詞’라 하 다.이는 ‘以’를 타동사로 여긴 것이다.그가 든 를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24)

醒,以戈逐子犯.(≪左傳․僖公23年≫)

깨어나자 창을 가지고 자범을 쫓아냈다.

殺人以梃.(≪孟子․梁惠王上≫)

사람을 죽임에 몽둥이를 사용하다.

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孟子․梁惠王上≫)

오십 보를 가지고 백보를 비웃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어떻습니

까?)

斧斤以時入山林…….(≪孟子․梁惠王上≫)

큰 도끼와 작은 도끼는 제 때를 써서(→제 때에,때맞춰)산림에 들이

면……

以位,則子君也,我臣也.(≪孟子․滕文公下≫)

자리(지 )를 사용하면(→써서 말한다면),곧 당신은 임 이고 는

신하입니다.

入以事其父兄,出以事其長上.(≪孟子․梁惠王上≫)

들어가서는 (그것을)써서 그들의 부형을 섬기고,나가서는 (그것을)

써서 그들의 윗사람을 섬긴다.

可使制梃以撻秦楚之 甲利兵矣.(≪孟子․梁惠王上≫)

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 어 특징을 보인다.

○연 된 두 부분이 並列關系인 경우,○의의가 相承하는 두 부분을 연

하는 경우,○연 되는 성분 사이에 수식과 피수식의 계가 있는 경우,○

兼語와 뒤의 語(술어)사이에 놓이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23)許壁(1997:319-347).

24)Pulleyblank(200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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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를 만들어 (그것을)써서 진나라 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

로운 무기를 두들겨 패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뒤의 두 는 ≪孟子≫ 원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인데,따로 떼어

인용한 것이다.이들 에 해서는 ‘以’의 목 어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

로 한어의 ‘用它’․‘用這個’를 뜻하며 ‘以’자체에 사 ‘之’가 포함되

어 있다고 했다.즉,동사의 목 어 생략으로 여긴 것이다.

高名凯(1986)에서는 일반인들이 ‘介詞’ 는 ‘前置詞’라고 부르는 어휘

군을 ‘受 詞’라 이르고 그 이유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한어의 이른바 ‘개사’는 모두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에서 변화해 온

것일 뿐만 아니라,아직 그 원래의 뜻을 완 히 잃지는 않았다.한어의

이른바 ‘개사’는 서양어의 ‘개사’와 확실히 같지 않다.이것이 우리가 그

것을 개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이다.

나는 ≪漢語介詞之眞價値≫에서 한어의 이른바 ‘개사’는 사실 반동사

는 동사(quasi-verb)일 따름이라고 여겼다.나의 이유는 다음 네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1)역사의 에서 보면 한어의 ‘개사’는 모두 동사 기능을 갖춘 단

어에서 변해 왔다.우리는 한어의 이른바 ‘개사’에는 고 에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안다.바로 “以”․“因”과 같은 표 인

자들은 옛날에 동사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2)바로 실의 쓰임에서 의미의 을 가지고 말하면,한어의 ‘개

사’는 그 원래의 성질을 완 히 잃지는 않았다.…… 한어의 ‘개사’에는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로 간주하여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없다.

(3)어법 형식을 통해서 말하면,한어 ‘개사’의 쓰임은 동사의 기능을

갖춘 단어의 쓰임과 같은 이 꽤 많다.……

(4)조구법(통사론)의 각도에서 말하면,한어의 이른바 ‘개사’는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와 마찬가지로 모두 인도(引 ) 계 안에 있다.25)

그는 漢語의 介詞가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에서 변해온 것이라는 ,

실의 쓰임에서 의미상 원래의 성질을 완 히 잃지는 않았다는 ,어

25)高名凯(1986: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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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형식상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의 쓰임과 같은 이 많다는 ,造句

法(통사론)상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끄는(引 ) 계

에 있는 단어라는 등을 들어 ‘半動詞’ 는 ‘準動詞(quasi-verb)’로

여겼다.그리하여 ‘受 詞’라고 명명하 다.

그러나 動詞 기능을 갖는 단어는 實詞이고,介詞는 虛詞이므로 양자

간에 분별이 없지는 않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한어의 ‘개사’를 바로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는 실사인데,‘개사’는 허사로서

그 분별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이 분

별은 바로 문장 안에서 지 의 경 에 달려 있다.동사 기능을 갖춘 단

어는 동사술어문의 주요 단어이므로 그것이 없으면 문장은 곧 성립할

수 없다.그 지 는 매우 요하다.그러나 ‘개사’는 결코 그처럼 요하

지는 않다.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다.그것은 단

지 그 다음으로 요한 단어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어의 이른

바 ‘개사’가 곧 한어의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와 등하다고 말할 수 없

다.우리의 뜻은 단지 한어의 이른바 ‘개사’와 서양어의 ‘개사’가 다르다

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한어의 ‘개사’는 모두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로

부터 변해 온 것이다.그것은 아직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의 몇몇 특징

을 지니고 있으며,여 히 구체 동작( 는 과정)에 해당하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그것은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로부터 추상 인 계 개

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직 완 히 성공하지는 않은

것이다.이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동사’ 는 ‘동사’라 일컫는다.

양자 간의 구별은 문장 안에서의 지 의 輕重,즉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는 동사술어문(動句)26)의 주요 단어인 데 하여 개사는 그 다음가

는 단어라는 데 있으므로,개사를 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와 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 다.그러면서도 漢語의 이른바 ‘介詞’는 西洋語의 ‘介

詞’와 달라서,동사 기능을 갖춘 단어의 특징을 다소 지니고 있으므로

26)動句:‘敍述句’라고도 한다.동사를 술어나 술어의 주요 성분으로 삼은 문장

을 가리킨다. 한어의 기본문형 동사술어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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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動詞’ 는 ‘準動詞’라고 칭한다고 하 다.

受 詞의 種類에서는 古文과 口語( 문)의 를 나 어 들고,古文에

는 약 11종이 있다고 하 는데 그 가운데 ‘以’가 포함되어 있다.

甲骨文이나 金文의 어법에 한 연구 에는 虛詞類에 介詞 ‘以’가 없

는 경우가 있다.

李曦(2004)에서는 ‘在․自․于․至․至于․從․及’등 총 7개의 介詞를

들고 있는데 ‘以’는 개사에는 없고,연사에는 들어 있다.연사로 든 것은

‘以’와 ‘幷․又․于․若․乍’등이다.

張玉金(2001)에는 허사류에 介詞․連詞․語氣詞를 두었지만,介詞에도

連詞에도 ‘以’는 보이지 않는다.‘以’를 동사 가운데 二價動詞의 하나로

열거해 두고 있다.

管燮初(1984)에는 허사류로 連詞․语助词․象聲詞를 두었는데,介詞는

없다.連詞의 통계표에 ‘以’가 8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의 용

례는 들지 않았다.

같이 갑골문을 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도 李曦의 경우는 連詞로

여긴 ‘以’만 있고 개사 ‘以’는 없으며,張玉金의 경우는 連詞 항에도 ‘以’

가 없다.27)管燮初의 연구에 의하면 金文을 통해서도 介詞로 여길 수 있

는 ‘以’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이 시기에는 張玉金이 ‘以’를 동사 항

에 둔 것처럼 후 의 문헌을 통해 介詞로 여겨온 용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3연구 범 방법

≪馬氏文通≫ 이후의 ‘以’에 한 연구는 이것을 개사로 못 박은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바꾸어 말하면 馬建忠이 무엇을 근거로 ‘以’를

介字로 여겼는지에 한 근본 인 물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馬建忠

27)梁萬基(2005)의 서론 제1 ‘甲骨文 介詞에 한 기존의 硏究’를 통해서도

갑골문에 介詞 ‘以’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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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 이 어법 근거가 된 셈이다.

‘以’를 虛字로 여기고 介字에 설명을 집 한 ≪馬氏文通≫의 품사 인식

을 당연시하고,이를 출발 으로 하여 개사의 경우 ‘以’의 어법 기능만

을 따지는 데 집 함으로써 지 과 같은 복잡한 설명이 있게 된 것이다.

개사로서 다종의 기능을 지니고 개사 이외의 다른 품사도 지닌다고 보는

이유에 한 근본 인 물음은 행해진 바가 없었던 것 같다.무엇보다도

이러한 구별들이 실언어 사용 에 실 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몇 가지 에 의거하여 품사와 의미항의

변별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언어 사실에 한 객 인 찰의 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

장 요한 근거는 언 들의 두뇌 속에 장이 가능한 단어의 변별력이라

고 여긴다.실질 인 의미나 기능 (어법 )의미를 막론하고 이에 바탕

을 두고 의미 변별을 다루어야 한다.언어의 가장 요한 본질은 소리에

의미가 결합되었다는 사실이다.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특정의 소리가

여러 개의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

다.서로 다른 단어인 경우에는 소리가 같아도 어휘의 배합이 구성하는

문맥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단어라는 변별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어휘

라면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특정 단어의 의미와 문장 에 함께 쓰인 다른 단어가 구성하는

의미 내지 문맥 간의 경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그래야만 품

사 간의 의미 생 계는 물론 동일한 품사 내에서의 의미 차이에 해

서도 객 인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고 한어의 어휘 구성 체계와 한어의 어휘 구성 체계의 차

이가 품사와 의미 찰에 주는 향을 최소화해야 한다.어느 언어이건

어휘 수는 늘어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옛날에는 하나의 어

휘로 표 되었던 내용들이 후 로 내려올수록 여러 어휘로 나뉘어 표

되는 경우가 많다.물론 다른 어휘로 체되는 경우도 있다.그러므로

한어에 의해 사유하고 한어 의 어휘로 고 한어의 어휘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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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옛날의 한 가지 의미를 지 의 언어로 통일성

있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그래서 개별 문맥 의 고 한어 특

정 어휘의 의미를 한어의 여러 어휘로 번역하게 될 경우,이를 바로

옛 한어 의 특정 단어가 지닌 다수 의미라고 여기는 경향을 거의 모든

어법 기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字典類의 경우 후 의 문헌으로 내려올

수록 의미항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이를 반 한 것이다.

한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해하고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이다.어느

경우이건 각 문장에 한 번역 어휘의 배당은 서로 다른 언어의 응표

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품사의 분화와 미분화에

해서도 이 같은 에서의 근이 필요하다.

건은 先秦․兩漢時期에 動詞 ‘以’가 이미 介詞로 허화(虛化)되어 있

었는가에 있다.實詞라면 의미성분이고 虛詞라면 기능(語法意義)성분이

다.어느 쪽이건 먼 ‘以’가 쓰인 문장들을 통사 형식에 따라 분류하고

각 형식에 공통되는 특징을 악해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다음으

로 ‘以’와 다른 詞語와의 역할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고 한어 어법 기술은 어디까지가 ‘以’의 역할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以’가 介詞임을 제하고 이것의 어법 기능이라는

명목 하에 다종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이러한

다종의 기능이 ‘以’본연의 기능인지 다른 詞語들이 구성하는 의미 는

체 문맥인지가 매우 모호하다.‘以’의 역할과 다른 성분들의 역할 경계

를 분명히 하면 의미성분인지 기능성분인지를 가리기 더 용이해질 것이

다.

본고에서 연구 상으로 삼은 고 한어의 시기 범주는,先秦․兩漢을

심으로 하되 상 텍스트는 선진 시기의 문헌인 ≪論語≫와 ≪孟子≫

를 기본으로 한다.≪論語≫에 나타난 ‘以’의 모든 용례와 ≪孟子≫의 일

부 용례를 취하여 분석하 다.28)

≪馬氏文通≫처럼 淸代에 이르기까지의 古文을 모두 망라하여 범 를

28)간혹 동시기의 다른 문헌 의 용례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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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다면 공시태를 확보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를 제외한 과거

시기의 한어 문헌을 상으로 삼게 되면 그간의 어법 변화와 특징을

포함하게 되어 공시 인 기술 체계가 될 수 없음을 고려한다. 한 후

로 내려올수록 한어의 어법 특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어의

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以’자에 한 종래의 품사 분류 항목 가운데서 동사와 개사를 집

으로 고찰한다.개사를 동사의 虛化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 경계와 의미

내지 기능 항목에 한 고찰이 본 연구의 심을 이룬다.각 품사 가운

데서 순수한 假借義에 해당되는 代詞와 助詞(語氣詞 포함)는 연구 상

에서 제외한다.動詞의 여러 의미항과 名詞․副詞․連詞로 보아온 경우

의 의미에 해서도 고찰한다.連詞․副詞까지 假借義로 여기는 사람들

이 있지만 이는 引伸義의 범 에서 고찰할 수 있는 상이라 여겨지므로

介詞로 여겨온 경우를 집 해부한 다음에 이와 연 지어 검토한다.

본고에서 ‘以’의 용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방법은,무엇보다 통사의미

분석에 의한다.‘以’가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된 경우로부터 각종 단어

구와 결합된 들을 통사 구조의 유형과 문장 성분에 따라 체계 으

로 분류하여 ‘以’의 기능이 실질 인 의미에 있는지 語法意義에 있는지를

고찰한다.통사 형식의 차이에 계없이 하나로 통하는 ‘以’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을 맞추어 찰하고 분석한다.

먼 품사를 의식하지 않고 ‘以’의 쓰임을 망라하여 통사 형식별로 나

다.이를 분석틀로 삼아 통사 계를 분석한다.‘以’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부터 시작된다.‘以’가 목 어를 취하는 경우,‘以’가 목 어를 취하지

않고 뒤에 다른 술어가 이어지는 경우,다른 술어 뒤에 ‘以’로 시작되는

말이 이어지는 경우,‘所’字 뒤에 ‘以’가 이어지는 경우 등으로 크게 나

어 분석한다.그 아래에서 통사형식의 차이에 따라 다시 나 어 정리한

다.통사 형식에 계없이 이들 체에 통하는 기능과 의미를 악하

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생략이나 도치도 동일한 용법 하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기고 분석과 해석을 진행한다.‘以’의 용례 체를 통하는 통

사 의미 분석을 통하여 ‘以’의 詞性에 해 새로운 근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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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품사 분류의 특징과 실제에 해서 서술한다. 의 한

어 어법 연구가 서양 언어에서의 연구 방법과 내용에 향 받은 바가 크

므로 서양 언어 어법 연구의 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에서의 품사 분

류의 성격을 먼 살핀다.이어서 고 한어 ‘以’에 한 기존 품사 분류

의 성격에 해 서술한다.

제3장은 통사 구조의 분석을 통해 ‘以’의 성격을 검토하는 것으로,본

연구에 있어서 핵심 인 부분에 해당한다.통사 형식별로 ‘以’의 용례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가운데 품사와 의미를 논한다.먼 종래 動詞와 介

詞로 여겨 온 경우부터 다룬다.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動詞로 여

겨 온 여러 의미항목과 名詞․副詞․連詞( 속사)로 여겨 온 경우의 ‘以’

의 의미에 해 상론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총 정리한다.



2.품사 분류의 특징과 실제

2.1품사 분류의 일반 기 과 한어 품사 분류의 특

징

2.1.1품사의 비보편성과 분류 기 용상의 문제

단어의 부류를 논하는 품사(品詞,partofspeech)는 어법[문법]체계(語

法[文法]體系,grammaticalsystem)안에서 일정한 범주(範疇,category)

를 설정하는 문제와 련된 것으로서 다양한 언어에서 은 듯이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고 보편 인 문법 내용일 수는 없다.단어의

구성 방식(구조)과 성질에서부터 형태와 형태변화,그리고 통사 기능에

이르기까지 개별 언어 간에는 크고 작은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趙成植(1979)이 문법을 논하면서 모든 언어에 품사의 구별이 존재하

는 것은 아님을 지 한 다음 말은 고 한어의 품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 유념할 내용으로 보인다.29)

문법을 논할 때에는 으 품사(品詞)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품사라는

것이 모든 언어 안에 반드시 존재하는 일반 인 상이라고 할 수는 없

으며, 체로 인구어(印歐語)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문법범주의 하나라

하겠다.세계의 여러 언어 가운데에는 품사의 구별이 없는 언어도 얼마

든지 있다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게 품사의 구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언어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언어 표출방법(methodoflinguistic

expression)의 하나로 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품사 구분이 가능한 언어라고 할지라도, 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29)趙成植(1979:20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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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 온 품사 분류 방식이 완 무결한 것은 아니다.그것을 수용하는 양

상 한 교육․연구 등을 통해 언 과 연구자에게 일종의 고정개념처럼

박 그 로 답습되는 면이 지 않다.일단 제공된 분류 내용은 체로

비 없이 수용되고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趙成植(1979)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낱말을 분류할 때 어떤 낱말은 뜻으로,어떤 낱말은 문법 계(文法關

係)로, 어떤 낱말은 기능(機能)에 의해서 분류한다면 이 게 해서 분

류된 낱말의 분류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도 히 없을 것이다.

한 문용(1998)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품사 정의의 기 이 일정하지가 않다.기 이 동일하지 않은 분류는

합리 일 수가 없다.30)……

흔히 통용되고 있는 품사의 정의는 불완 하다.품사를 제 로 정의하

기 해서는 의미와 형태와 기능 통사상의 정의의 상보 상조가 필요

한 것이다.31)

즉,공통된 기 에 의거하여 일 성 있게 분류하지 못한 품사 부여는

해당 언어의 성질에 부합될 수가 없다.

이것은 낱말 체에 하여 공통되는 기 을 용하여 분류해야만 어

법 의의를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실제 품사 분류에 있어서

의미와 통사 계 기능이 복합 으로 일 성 있게 용되지 않음을 지

한 말이기도 하다.분류 기 이 어법 의의를 갖지 못하거나 균일하

게 용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해당 언어의 성질에 부합되지 못한 것

이 되고 말 것이다.

고 한어의 품사 분류 실상은 상술한 바와 같은 에서부터 검토해

30)문용(1998:35).

31)문용(19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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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다. 재 통용되고 있는 ‘以’의 품사 종류는 거의 체에

걸쳐 있다.따라서 ‘以’의 품사 분류와 세부 내용에서 언어 사용상의 실

제와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이는 고 한어 품사 분류상의 제 문제를

총체 으로 악할 수 있는 상이 될 것이다.

2.1.2 어의 품사 분류와 그 한계

‘以’를 비롯하여 고 한어의 품사 분류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어의 품사 분류라고 할 수 있다.굴 어로 분류되는 어에서조

차 종래의 품사 분류에 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립어인

고 한어의 품사 분류의 성격과 문제 을 살피는 데 참고 가치가 크기

때문에 먼 다루기로 한다. 어 품사 분류의 문제 을 제기한 다음 언

을 살펴보자.32)

행 8품사에 여러 가지 문제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우선 분류기

(standardofclassification)이 일정하지 않고 체로 뜻에 의해 정의를

내리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이 게 명사에서 시작하여 감탄사로 그치는

품사의 정의에 있어서 분류기 이나 정의의 기 이 다르다는 것인데,어

떠한 물건을 분류할 때나 정의할 때에는 그 기 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

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일정한 낱말을 8종류로 나 때 일정한 기

이 없이는 제 로 나 수 없으려니와 더구나 기 이 하나 이상으로 되

어 있어도 안 된다.낱말을 분류할 때 어떤 낱말은 뜻으로,어떤 낱말은

문법 계로, 어떤 낱말은 기능에 의해서 분류한다면 이 게 해서 분

류된 낱말의 분류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도 히 없을 것이다.오래

부터 품사의 분류나 정의에 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

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어에서 품사 분류 기 에 일 성이 없음을 지 하는 말이

다.굴 어에 가까운 언어에서조차 품사 분류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

32)趙成植(1979: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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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게 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어의 품사 분류 방식은 어에 그

치지 않고 가장 리 쓰이는 방식이다.그럼에도 기 의 용에 일 성

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크다.더구나 형태 측면에서 어와 크게 다르고 통사 구조 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며 기능면에서도 응 계가 크게 다른 한어의 품사

분류에,그것도 한어가 아닌 고 한어의 품사 분류에 원용하여 표면

상의 분류 체계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용

양상이 비슷하다면 고 한어의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더 많을 것

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품사의 정의가 이 게 제 로 되어 있지 않고 논란이 많은

이러한 8품사를 아직 그 로 쓰고 있는 까닭은 어디 있을까?

18세기에 이르러 국에서는 세기(MiddleAges)를 거친 오랫동안의

라틴어의 향에서 탈피해서 자국어인 어를 가다듬고 재확인하려는

힘찬 기운이 일게 되었다.그래서 이 게 그때까지 소홀히 취 해 왔던

어를 재평가하여 정리하려는 단계에 이르러 당연히 제기된 문제는

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야 된다는 긴 한 요구 다.그러나 문법을 편

찬,제정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기 이 된 것은 오랫동안 배워온 라틴

문법(Latingrammar)이었다.당시는 아직 과학 인 체계를 갖춘 언어과

학(linguisticscience)이 제 로 발달되지 않았을 무렵이라 문법의 편찬,

제정에 나선 사람들은 통 으로 내려온 라틴문법의 규범(norm)을 아

무 비 없이 그 로 받아들여 라틴문법에서 도입한 술어나 정의를 그

로 답습하고,명사․ 명사․동사(noun․pronoun․verb)등 술어를

만들고 여기에 정의를 붙이게 되었다.같은 인구어(Indo-European

language)에 속하기는 하지만 라틴어는 로망스어(Romancelanguage)

계통인 데 해 어는 게르만어(Germanic)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틴

어의 문법구조(grammaticalstructure)는 어의 문법구조와 거리가 멀

어 라틴문법의 체계를 그 로 문법에 옮겨 놓았다는 것은 결과 으로

많은 지장을 래하 다.33)

33)趙成植(1979: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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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품사 분류의 문제 은 의 설명과 같이 문법을 체계 으로 정

리할 때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해온 라틴어의 어법 체계를 그 로 용한

데서 기인하 다. 어와 라틴어 모두 인도-유럽어족에 속하기는 하지만

게르만어 와 로망스어 의 차이가 있고,무엇보다 로망스어의 근원이

되는 라틴어는 굴 (inflection) 상이 분명하여 형태소에 따라 어법 계

와 기능,뜻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라틴어 자체의 특성을 토 로 마련한 품사 분류 기 과 방식이 라틴어

에서는 합리성을 확보하 다고 제할 때,라틴어와 많은 차이가 있는

어에 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 다면 해결 방안은 어와 부합되지

않는 분류 방식을 제거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마찬가지로 이처

럼 불안정안 어의 품사 분류 틀과 방식을 고 한어에 용함으로써 발

생된 문제는 고 한어에 부합되지 않는 어에서의 품사 분류 틀이나 방

식을 제거하는 데 있을 것이다.

술한 ‘以’의 품사 분류 양상은 어에서의 품사 분류 기 마 도 제

로 용되어 있지 않음을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다.이것이 ‘以’의 품사

를 원 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의 소재라고 할 수 있다.모든 언어에 특

정 품사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님은 분명하다.

2.2‘以’에 한 기존 품사 분류의 성격

앞(서론)에서 재 ‘以’의 품사를 많게는 동사(動詞)․명사(名詞)․ 사

(代詞)․부사(副詞)․개사(介詞, 치사)․연사(連詞, 속사)․조사(助詞)

등으로 나 고 있는 것이 가능한가에 한 물음을 던진 바 있다.

고 한어의 표 인 품사 분류체계가 명사․동사․형용사․수사․양

사․부사․ 사․개사․연사․조사․탄사임을 기 으로 할 때,하나의

단어가 다수의 품사를 지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특히 實詞類의 경

우는 부분 명사․동사․형용사의 부 는 일부를 겸한다고 기술하는

양상을 보이고 각 품사 아래의 세부 내용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복잡성이

나타난다.한 가지 품사 내에서도 다수의 실질 의미나 語法意義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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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설명된 단어들이 지 않다.하나의 단어가 이처럼 수많은

실질 내지 기능 의미를 지니는 것이 가능한지가 본고에서의 의문의

출발 이다.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이 통용될 수 있는지

가 핵심인 것이다.다음 장에서 여기에 을 맞추어 통사의미론상의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單音節詞인 ‘以’는 한어에서 복합사를 구성하는 형태소로 쓰이는

극소수의 를 제외하면 字와 詞가 일치하는 단어이다.

여기에서는 먼 종래의 품사 부여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해 분

류 기 에서부터 의문 을 제기해 보기로 한다.

2.2.1개사에 속하는 경우

① 개사( 치사)의 정의와 분류 기 은 무엇인가?

주요 근거는 의미의 허화이다.다른 어법 인 근거가 뚜렷하게 제시되

어 있지 않다.만약에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직 의 산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허화되었다면 매우 간명한 기능을 지녀야 할 텐데 그

지 않다.허화됨과 동시에 ≪辭源≫에서 나 어 풀이한 것처럼 개사의

경우 ‘把,拿’,‘在,于’,‘從’,‘向’,‘因爲’,‘跟,同’,‘按,按照’등의 여러 기

능이 분화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고리가 없다.상이한 여러 기능을 두

루 나타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② 동사로 여길 경우와 통사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사로 규정한 ‘以’가 목 어를 수반할 경우,{‘以+목 어’+‘술어’(단어,

구)}와 {‘술어’(단어,구)+‘以+목 어’}의 두 가지 기본 통사 형식을 보인

다.앞의 것은 개사구 부사어로 규정하고,뒤의 것은 개사구 보어로 규정

하는 방식의 설명이 주류를 이룬다.그런데 이처럼 개사로 여기면 문장

체 의미는 두 가지가 같다.그 다면 통사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즉,부사어와 보어의 구별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동사가 ‘以+목 어’와 같은 형식으로 쓰인 경우와 비교하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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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목 어’+‘술어’(단어,구)}와 {‘술어’(단어,구)+‘술어+목 어’}가 다 존

재하므로 형식은 같다.다만 ‘술어+목 어’ 의 술어를 ‘동사’로 여기는

만 다르다.다른 술어 앞에 놓이는 ‘술어+목 어’가 통사상 부사어가

될 수 있고,‘술어+목 어’앞에 오는 ‘술어’(단어,구)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 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孝公 用商鞅之法 移風易俗.(≪李斯․諫逐客書≫)

효공은 상앙의 법을 써서 풍속을 옮기고 바꾸었습니다.

(2)常思 奮不顧身 以徇(=殉)國家地急.(≪李斯․諫逐客書≫)

(이릉은)항상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그 게 해서 국가가

한 경우를 해 목숨을 바칠 것을(바치리라)생각했습니다.

(3)後數日,陵敗書聞,主上爲之 食不甘味 聽朝不怡,大臣憂懼 不知所

出.(≪李斯․諫逐客書≫)

수 일 뒤에 이릉이 패했다는 소식(편지)이 들리자,주상께서는 그것

때문에 먹어도 맛을 달게 여기지 못하고 조회를 들어도 기쁘지 아니하

여, 신들은 근심하고 두려워 나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4)故士有 畵(=劃)地爲牢 勢不可入 削木爲吏 議不可 定計於鮮(=先)

也.(≪李斯․諫逐客書≫)

까닭에 선비는 땅에 을 그어 감옥을 삼더라도 형세상 들어가서는

안 되며,나무를 깎아서 리를 삼더라도 심문(물음)에 답해서는 안

되는 것은 먼 (미리)계략을 정해두어서입니다.(→정해두었기 때문입니

다)

(5)成王 叔虞戱 削桐葉爲珪 以 叔虞曰 以此 若.(≪史記≫)

成王이 叔虞와 장난을 하는데(하 다.)오동잎을 깎아 홀을 삼고 [그

것을]숙우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이로써 를 하노라.”라고 하 다.

문 (1)～(5)에서 친 부분은 ‘술어+목 어’ 는 ‘술어’(단어,구)

인 앞의 술부가 부사어로서 뒤의 술부를 수식한다.

문 (5)를 보면,‘削桐葉+爲珪’는 ‘술목+술목’형식으로서 두 술어 간의

계는 수식 계이다. 후 문맥이 갖추어진 경우는 ‘削+爲珪’라고 하여

‘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削’의 목 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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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以木爲船’(나무로 배를 만들다)은 ‘以+목+술

+목’형식이다.‘以’의 목 어를 생략하면 ‘以爲船’이 될 것이다.

와 같이 {‘以+목 어’+‘술어’(단어,구)}와 {‘술어’(단어,구)+‘以+목

어’}의 통사구조는 {‘술어+목 어’+‘술어’(단어,구)}와 {‘술어’(단어,구)+

‘술어+목 어’}의 통사구조와 평행하다.‘以’를 ‘동사’로 여기면 완 히 일

치한다는 뜻이다.

‘以’의 목 어가 생략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다른 동사들도 그것의

의미와 필요에 따라 목 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개사로서의 ‘以’를 허사로 규정하고 있는데,의존 성분인 허사가 남

고 그것의 목 어인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以’가

다른 술어 앞에 쓰이는 경우에는 생략이 있지만 뒤에 놓이는 경우는 목

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없다.이는 곧 ‘以’가 개사가 아니라 실질 인

의미 성분인 동사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게다가 같은 개사로

분류되는 ‘於(于)’는 목 어를 생략할 수 없고 반 로 ‘於(于)’가 생략될

수 있다고 묘사함으로써 체 개사 체계에 다른 모순을 보인다.

④ 개사로서 ‘以’의 목 어의 도치가 가능한가?

‘以+목 어’가 ‘목 어+以’로 도치되는 상을 인정하고 있다.‘是以’를

‘以是’의 도치로 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양자의 뜻이 같다는 것이

다.‘개사+목 어’가 다른 술어의 앞에 오나 뒤에 오나 뜻이 같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이 경우는 개사구의 도치라고 해야 하는지,만약 그 다면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以’와 같이 개사로 여기는 ‘’․‘爲’․‘自’등은 도치의 가 없다. 체

개사 용법 기술 체계상의 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역시 개사로 여

겨 온 ‘於(于)’ 한 도치의 가 없다.

2.2.2연사에 속하는 경우

① 고 한어의 통사 형식에서 술어와 술어의 연 에 연사는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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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부분 실사 성분이 형성하는 문맥에 의해 여러 가지 계를

악하게 된다.그럼에도 ‘以’를 연사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而’를 연사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할 때,‘以’가 ‘而’

를 신할 수 있다면 同音 假借에 의한 것일 것이다.그런데 왜 다른 동

음자는 ‘而’로 가차되지 못하는 것일까?이에 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

다. 같은 문장이나 같은 안에서 ‘而’와 ‘以’를 번갈아 쓰거나 뒤섞

어 쓸 경우,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이에 한 어법 인 설명이 없는

것 같다. 후하여 쓰인 말이 문맥으로 보면 ‘而’를 쓰나 ‘以’를 쓰나 마

찬가지라는 것밖에는 이유가 없는데,사실 ‘而’를 쓰지 않아도 문맥은 동

일하다.‘以’가 의미를 가져도, 는 연사가 아니라도 같은 문맥을 지닌다

고 보아야 ‘以’의 복잡성을 덜고 일 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

다.34)

② 개사로서의 ‘以’가 쓰인 경우와 의미 맥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일

부는 연사로 여기고 있다.그것은 까닭(이유)을 표시하는 경우인데,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내용을 보면 ‘以’의 후속 성분이 단어이거나 주술구 이외의 구이면 개

사구로 여기고,주술구가 놓이면 연사라고 여기고 있다.그런데 한어에서

동사나 개사의 목 어가 되는 성분은 단어(실사)와 구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여 이 경우의 ‘주+술’결합은 ‘’(分句)이 아니고 ‘구’(詞組,

短語)라고 여긴다.이러한 설명은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아마도

어에서 ‘because’뒤의 ‘주술’형식을 주술 로 여기는 것에 향을 받

34)연사(連詞, 속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연사’라는 하나의 기능 성

분으로 여길 수 있는지의 여부에 해서도 의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한어에

서는 문맥 계를 표시하는 독립성분으로서의 단어가 필요조건이 아니며,단

어의 굴 에 의하여 나타내지도 않는다.따라서 문맥 계를 보조하거나 두

드러지게 하는 성분이 쓰인 경우라도 이것이 ‘속사’라는 속 담 기능어

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조사이거나 실사로서 각 단어가 가진 의미에 의해

서 다른 기능 성분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흔히 ‘생략’이라는 어

법 상으로 연사 등의 존재를 합리화해왔으나,생략이란 본래 갖추어진 형

식이 기본임을 제하고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일 되는 조건이나 규칙성

없이 그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뿐이라면 연사라는 품사 항목을

존속시키는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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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듯하다.

2.2.3명사에 속하는 경우

‘以’에 ‘까닭(이유)’을 뜻하는 명사를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한어에서

동사의 목 어가 되는 성분은 술어 동사의 의미에 따라 명사에 그치지

않고 동사와 동사구 기타 여러 형식의 구를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以’를 굳이 명사로 여기지 않아도 ‘까닭(이유)’의 의미는 달된다.

한어에 이런 쓰임이 없을 뿐이다.

漢語의 어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汉语는 굴 하거나 첨가하는 형태

(form)가 결여된 언어로서 고립어 인 언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는 漢語에서 주된 어법상의 기능,즉 문장 성분이 형태 표지에 의존하

지 않음을 뜻한다.시 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져

이른 시기의 古代汉语에서 더욱 잘 확인된다.漢語의 이러한 특징은 문

장 구성의 기본 재료인 단어(word)의 品詞(詞類)에서부터 드러난다.한

어의 품사 분류가 어떠한 갈래와 내용을 지닌다 할지라도 부분의 단어

는 품사를 구별 하는 형태 표지가 없어 ‘무표’언어에 가깝다.즉,단어

가 기능을 달리하여도 형태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성질은

둘 이상의 단어가 구성하는 ‘구(phrase)’가 문장 성분을 달리할 때도 마

찬가지로 평행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고립어 인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특정의 단어들에 해

서는 다양한 어법 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기술한다.이러한 모순된 기

술 태도는 ‘虛詞’라 이르고 ‘助词’․‘介詞’․‘連詞’등으로 나 어 기술하는

단어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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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통사 형식별 ‘以’의 용례 분석과 품사 의미

본 에서는 ‘以’가 단독으로 술어가 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다른 단어

나 구를 동반하는 를 망라하여 구조 형식을 나 고 필요한 분석을 진

행한다.분석의 결과를 하나로 연계하여 공통 기능을 추 함과 동시에

기능(문장 성분)분별과 의미 품사 부여를 시도한다.

개사로 여겨 온 ‘以’에 한 지 까지의 어법 기술의 핵심은 다음과 같

다.‘以’는 허사로서 語法意義를 가질 뿐으로,다른 술어가 없이 단독으로

는 목 어를 동반하여 쓰이는 경우는 동사이고,나머지는 모두 ‘개사’

이다.‘以’가 목 어를 동반하든 목 어를 동반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술

어의 앞이나 뒤에 오면 개사이며,‘以+목 어’가 다른 ‘술어’(목 어가 없

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의 앞에 놓이는 경우는 부사어이고,

뒤에 놓이는 경우는 보어이다.(이 경우 ‘以’의 목 어가 생략된 형식은

없다.)빈도를 보면 앞에 놓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35)

어순이 서로 다른 양자 간의 차이를 보어와 부사어로 명명하는 것 외

에는 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고,그래서 의미는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

다.고립어인 까닭에 어순을 무엇보다도 요시하는 한어에서 이와 같이

커다란 차이에 해서는 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술어 앞에 치되는 ‘以+목 어’의 문장 성분은 ‘以’의 품사를 어

떻게 보든 부사어이다.즉,‘以’의 품사 차이가 ‘以+목 어’구의 문장 성

분 종류를 구별해 주지 못한다.바꾸어 말하면 문장 성분은 ‘以’의 품사

와 의미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以+목

어’가 뒤에 오는 경우를 보어로 여기고 뜻은 치의 경우와 같다고 하는

35)程湘清(1992b:253)의 통계에 의하면,≪左傳≫(합계 1,051회)과 ≪史記≫(합

계 613회)에서 동사 앞에 ‘以’가 오는 경우는 각각 826회,576회인 데 하여,

동사 뒤에 ‘以’가 오는 경우는 각각 225회,37회이다.≪左傳≫과 ≪史記≫에

서 모두 동사 앞에 놓이는 경우가 훨씬 많고,≪史記≫에서 더욱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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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도 통사 의미상 문제가 있다.여기서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이에 따

라 ‘以’가 단독 는 목 어를 동반하여 문장의 심 성분이 됨을 밝히고

자 한다.이때 ‘以’가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되는 쓰임을 출발 으로 삼

으면 ‘以’자체의 기능에 한 고찰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본 에서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기 는 다음과 같다.

① 먼 ‘以’ 는 ‘以+목 어’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以’ 는 ‘以+목

어’뒤에 다른 술어가 이어지는 경우로 크게 나 수 있다.

② ‘以’가 목 어를 수반하지 않거나 목 어를 수반하는 것으로만 끝나

는 문장들이 출발 이 된다. 자,즉 ‘以’단독으로 술어가 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형식이며,후자인 ‘以+목 어’만으로 술부가 구성되는 경우

가 그 다음이다.이 둘을 기본형으로 삼을 수 있다.

③ ‘以’ 는 ‘以+목 어’만으로 끝나지 않고,뒤에 다른 술어(술2)가 이

어지는 경우를 따로 세울 수가 있다.이 경우 ‘以’ 는 ‘以+목 어’는 의

미상 뒤에 오는 술어[목 어를 취하는 경우 포함]의 수식성분이 된다.

④ ‘以’의 목 어가 없는 경우를 따로 세울 필요가 있다.이 형식 의

‘以’에 한 인식에는 특히 많은 혼란이 있다.이를 도치로 여기는 와

連詞로 여기는 의 충돌 등이 그것이다.

⑤ ‘以’ 는 ‘以+목 어’는 다른 술어의 목 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⑥ 이상 각 종류의 ‘以’앞에는 단어나 여러 형식의 구가 놓여 부사어

역할을 한다.부사어로 여겨야 할지,다른 성분 즉 주어로 여겨야 할지

분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발견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용례의 차이에 의거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하면 다음

과 같다.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 형식의 차이는 상 의 분류에,기본 형

식에 부가되는 앞․뒤 성분의 유무와 종류는 하 의 분류에 용하 다.

1)‘以’가 단독으로 술어가 되는 경우

2)以+목 어 :‘以’가 목 어를 취하는 경우

(1)以+목 어 :[앞에 부사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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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어 부사어+以+목 어 :[앞에 단어 부사어가 있는 경우]

(3)술어+목 어+[以+목 어]

(4)以+목 어+술어([술어+목 어] 는 [술어+목 어+목 어]):

[‘以’가 목 어를 수반함과 동시에 다른 술어가 이어지는 경우

3)以+술어( 는 [술어+목 어],주술구):‘以’가 목 어를 취하지 않고

뒤에 다른 술어가 이어지는 경우

(1)앞에 부사어가 없는 경우

(2)앞에 부사어가 있는 경우

① [단어 는 구(연합구,수식구,술목구)]+以+술어([술어+목

어] 는 [술어+목 어+목 어])

② 단어+以+주술구 술어

4)술어+以( 는 以+술어[술어+목 어]):‘以+술어( 는 [술어+목

어])’ 체가 앞 술어의 목 어가 되는 경우

(1)술어가 일반 동사인 경우

(2)술어가 ‘有․無’인 경우

(3)술어가 ‘可․足․能’등인 경우

5)所+以+술어( 는 [술어+목])

(1)주어로 쓰인 경우

(2)목 어로 쓰인 경우

(3)술어로 쓰인 경우

이제 의 분석 틀의 순서를 따라 통사 형식의 상 성을 시하는 분

석에 의거하여 ‘以’의 의미와 품사를 고찰하기로 한다.

3.1.1‘以’가 단독으로 술어가 되는 경우

(1)子曰 :诵诗三百 授之以政 不达 使於四方 不能专对,虽多,亦奚以

为?(≪論語․子路≫)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시경(詩經)≫ 삼백 편을 외웠는데,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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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받아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해서 이르지(통달하지)못하고,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으로(자기 뜻 로)응 하지 못한다면,(외운 시가)

비록 많을지라도 역시 무엇으로(무엇에다,어디에)쓰겠는가?36)

문에서 ‘以’앞에 놓인 ‘奚’는 문장 성분상 부사어이다.‘爲’는 의

문조사이다.여기의 ‘以’는 단독의 술어로서 동사로 여기는 데 이의가 없

는 이다.37)

3.1.2以+목 어

‘以’가 목 어를 취하는 경우이다.‘以+목’의 앞뒤 말과의 결합 유형에

따라 다음 몇 가지로 나 어 살필 수 있다.

(1)술부에 ‘以+목 어’만 있는 경우

앞에 부사어가 없는 경우이다.‘以’는 목 어를 수반하여 술어가 된다.

앞이나 뒤에 다른 술어가 오지 않으므로 동사 술어로 여기는 데 모두 이

의가 없다.

(2)宰我对曰：夏后氏以松,殷人以柏,周人以栗曰使民战栗.(≪論語․八

佾≫)

재아가 답하여 말했다.[社神(땅귀신)단의 주 에 나무를 심음에]

하나라는 소나무를 썼고 은나라 사람들은 측백나무를 썼는데,주나라 사

36) 문의 번역문은 통사 분석에 의한 해석을 보여주기 해 단어 하나하나

를 풀이하는 것에 가까운 직역을 기본으로 하 으며,이해를 돕기 해 일반

인 의미와 의역을 []안에 넣어 덧붙이거나 → 로 직역과 의역을 비교할

수 있게 표시하 다.

37)다음 의 ‘以’도 동사로 여기면 될 것이다.

子曰：视其所以 观其所由 察其所安,人焉廋哉? 人焉廋哉?(≪論語․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그 쓰는(쓴)것[사용하는 바의 것→사용하는 것]을

보고,그 비롯한 바(말미암은 바→연유,까닭)를 찰하며,그 편안히 여기는

(안주하는)바를 살피면,사람이 어디에 숨겠는가?사람이 어디에 숨겠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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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밤나무를 쓴 것은 [栗의 음이 慄과 같아서]백성들로 하여

율 하려 함이었다고 합니다.

(3)三代之得天下也以仁,其失天下也以不仁.(≪孟子․離婁上≫)

삼 가 천하를 얻은 것은 어짊을 써서 고(←천하를 얻음에는 어짊을

썼고),그 천하를 잃은 것은 어질지 않음을 써서 다(←천하를 잃음에는

어질지 않음을 썼다).

(4)子曰：才不才,亦各 其子也.鲤也死,有棺而無椁.吾不徒行以为之

椁 以吾从大夫之後不可徒行也.(≪論語․先進≫)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재주가 있건 없건 한 각각 자기 자식을

해 말합니다.(내 아들)리가 죽었을 때도 만 있고 덧 은 없었습니

다.내가 단지 걸어만 다니기로 하고 그것(나의 수 )을 써서(팔아서)

그의 덧 을 만들지 않은 것은 내가 부의 뒤(말석)를 좇고(차지하고)

있어서 걸어 다니기만 할 수 없음을 가지고서 습니다(때문이었습니다).

(5)孔子曰 :以吾从大夫之後 不敢不告也.君曰告夫三子 .之三子告,

不可.孔子曰 :以吾从夫之後 不敢不告也.(≪論語․憲問≫)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내가 부의 뒤를 좇았음( 부의 말석을 차지

하고 있었음)을 가지고서(→좇았기 때문에)고하지 않음을 감히 하지 못

했다(→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임 께서 세 분(孟孫,叔孫,季孫)

에게 고하라고 말 하셨다.세 분에게 가서 고했더니 안 된다는 것이었

다.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내가 부의 뒤를 좇았음을 가지고서 고하

지 않음을 감히 하지 못했다.

의 에서 목 어의 형식은 단어 는 주술구이다.

여기에서 ‘以’의 목 어가 되는 단어나 구의 범 와 성질을 규명할 필

요가 있다.그것은 ‘以吾从大夫之後’와 같이 ‘以’가 주술구를 목 어로 취

한 경우에 해 개사로 여기고 이유(까닭)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다음 들과 더불어 논하기로 한다.

(6)晉侯秦伯圍鄭 以其無禮於晉且貳於楚也.(≪左傳․僖公30年≫)

진후와 진백(진나라 왕[侯爵]과 정나라 왕[伯爵]이 정나라를 포 한 것은

그(나라)가 진나라에 의가 없었고 나라에 두 가지로 했음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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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결탁했음을)가지고서 다[→ 결탁했기 때문이다].

(7) 彊秦之所以不敢加兵于趙 徒以吾兩人在也.(≪史記․廉頗藺相如列傳

≫)

강한 秦나라가 감히 趙나라에 군 를 보내어 침략하지 못하는 바(이유)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문 (5)에서 ‘以吾从大夫之後’는 ‘不敢不告’라는 술어 성분 앞에 있기

때문에 부사어로 보고,그 형식을 ‘개사+목 어(주술구)’라고 여긴다.

문 (4)의 ‘以吾从大夫之後不可徒行’이나 문 (6)‘以其無禮於晉且貳於楚’

의 뒤에는 이것의 수식을 받는 술어가 없기 때문에 ‘以’를 속사로 본

다. 문 (7)‘以吾兩人在’의 ‘以’를 속사로 본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일 것이다. 문 (6)에서 ‘晉侯秦伯圍鄭’은 문장의 주어이다.‘以’이하는

節로 보아서 문법의 ‘because’가 이끄는 구조와 유사하게 여긴 듯하다.

문 (7)‘彊秦之所以不敢加兵于趙 ’의 ‘’는 명사구를 구성하는 구조조

사로 보는 데 근거하여 이 부분을 명사구로 여겨왔다.그래서 이 경우에

해서는 확실하게 주어로 여긴다.그런데 이때 ‘彊秦之所以不敢加兵于趙

徒以吾兩人在也.’는 앞에 명사구 주어만 있고 술어가 없이 속사 ‘以’

가 이끄는 이 오는 것이 된다.술어 없이 속사가 이끄는 이 술어

가 되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첫째는 문맥에 의해

‘이유’ 계임을 악하고 이것이 ‘以’의 기능이라고 착각한 것이며, 어

에서 이유 표시의 속사가 을 이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후속성분

‘以吾兩人在’를 로 간주한 것이다. 같이 ‘이유’를 나타내는 문맥이며

‘以’의 후부가 ‘주술식’으로 되어 있는데,왜 ‘以吾从大夫之後’의 ‘以’는 개

사이고 뒤 두 의 ‘以’는 연사이어야 하는가?이처럼 두 가지 품사를 가

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여기에서 서구 문법을 잘못 원용한 데서

온 두 번째 모순이 발견된다.즉,이는 ‘以’가 같이 ‘주술식’을 목 어로

이끌고 있음에도,부사어가 되는 ‘以吾从大夫之後’ 의 ‘以’는 개사여야

하고,‘以其無禮於晉且貳於楚’와 ‘以吾兩人在’는 뒤에 피수식어가 없으니

‘以’가 연사여야 한다고 성 하게 단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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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 한어의 통사구조를 설명할 때,‘주술식’ 한 문장의 어떤

성분이 될 때에는 ‘’이 아니라 ‘구’라는 인식을 제하고 있다.그 다

면 뒤에 다른 술어가 따르지 않는 ‘以+주술구’도 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마땅하다.이 을 놓쳐 앞뒤가 맞지 않은 품사 부여를 하게 된 것이다.

어떤 경우는 節(clause)로,어떤 경우는 句(phrase)로 여긴다는 것은 일

성 있는 기 이 없음을 의미한다.이는 고 한어의 통사 체계를 생각

하지 않은, 문법 사고의 불철 한 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

다.요컨 개사의 목 어 한 단어나 구 구의 형식을 가리지 않음

을 제하면서 ‘以+주술식’이 문장의 끝에 놓이면 ‘주술식’을 이라고 여

긴 데는 어법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彊秦之所以不敢加兵于趙 徒以吾兩人在也.’의 ‘以’를 속사로 여기면

‘주어+부사+ 속사+주술 ’이라는 술어가 없고 속사 앞에 수식 성분

인 부사가 놓이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린다.즉,종속성 의미의 ( 어

의 종속 에 해당함)이 술어가 되는 것이다.이러한 문장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는 행 어법 기술 체계 내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요컨 이 문장에는 술어가 있어야 한다.‘彊秦之所以不敢加兵于趙’가

주어이며,‘以’는 술어이고,‘吾兩人在’는 목 어가 되는 주술구이다.‘以’

는 여 히 ‘쓰다,가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단을 강조하는 어기조사

‘也’가 쓰인 문장의 문맥은 ‘以’가 쓰이지 않더라도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

가 많다.즉,‘～해서이다’는 문맥을 형성한다.더구나 실질 인 의미 성

분인 ‘以’에 의해 ‘～함을 가지고서(써서)이다’가 되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문맥은 더욱 분명해진다.‘단지 우리 두 사람이 있음으로써(존재함으로

써)이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다.

‘以其無禮於晉且貳於楚’와 ‘以吾兩人在’의 구조는 ‘以’뒤의 성분이 다

같이 ‘주+술’식으로서 형식이 같다.그러므로 ‘晉侯秦伯圍鄭 以其無禮於晉

且貳於楚也.’의 경우의 ‘以’의 성격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된다.즉,이 역

시 ‘주어+술어(以)+목 어 구’형식에 해당한다.술부는 ‘그(나라)가 진나

라에 의가 없었고 나라에 두 가지로 했음을 가지고서 다’로 번

역되는 것이다.두 문장의 주어 뒤에 ‘’가 있고 없음은 ‘’가 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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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구를 명사구로 만들어주는 ‘구조’성의 표지가 아님도 발견하게 해

다.38)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세 문장의 ‘以’후속 성분의 구조가 ‘주술구’

로서 같음에도 불구하고,앞에 있고 뒤에 있을 뿐인 것을 가지고 介詞와

連詞로 나 모순에 한 해답을 얻은 셈이다.이처럼 두 경우의 품사를

달리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어느 경우이건 ‘以’는 의미

상 실질 인 성분인 동사성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以’의 품사를 하나로 일 되게 살피고 개사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의 한 부분이 된다.‘以’가 수반할 수 있는 목 어가 단어냐

구냐를 가리지 않으며,구의 길고 짧음 한 문제가 될 수 없음은 다른

동사의 경우와 평행하다.단어의 의미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목 어의 형

식 범 가 결정되기 때문이다.‘以’는 의미에 따라 ‘주술구’를 목 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 가운데 하나이다.

(2)단어 부사어+以+목 어

이는 앞에 단어 부사어가 있는 경우이다.즉,이 항은 ‘以+목’앞의 부

사어가 단어인 경우만을 모은 것이다.여기에는 ‘부정어+ 사+以’형식,

즉 ‘술+목’의 도치형이 포함된다.

(8)见冕 瞽 虽亵 必以貌.(≪論語․鄕黨≫)

면 을 쓴 사람을 보면 소경과 더불어(소경을 만나는 경우와 더불어)

비록 자주 만나더라도 반드시 모를 썼다(써서 했다,갖추었다).

(9)棘子成曰 :君子质而已矣 何以文为?(≪論語․顔淵≫)

극자성이 말했다.군자는 바탕만 있으면 그만이지 무엇으로(무엇 때문

에)무늬(인 인 수식)를 사용하겠는가?

(10)孔子对曰 :政 正也.子 以正,孰敢不正?(≪論語․顔淵≫)

선생님께서 답하여 말 하셨다.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그 가 거

느림(이끌어 감)에 올바름을 써서 하면 어느 가 감히 올바르지 않겠

는가?

38)안기섭(2012b)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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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子曰 :其事也 如有政 虽不吾以,吾其 闻之.(≪論語․子路≫)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그(季氏)의 일이었을 것이다.(나라)정사가

있었을 것 같으면 비록 나를 쓰지(등용하지)[써서 하지]않았을지라도,

내가 더불어(함께하여)그것을 들었을 것이다.

(12)子曰 :桓公九合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如其仁 如其仁.(≪論

語․憲問≫)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제나라)환공이 아홉 번(여러 차례)제후를

규합하되 무력를 쓰지 않은 것은 의 힘이었다.이와 같이 그는 어질

었다.이와 같이 그는 어질었다.

(13)孺悲欲见孔子,孔子辞以疾.(≪論語․陽貨≫)

유비가 공자를 뵙고자 하 으나,공자께서 사 함에(거 함에)병을

써서 하 다(병을 핑계로 썼다).

(14)君子之道 孰先传焉 孰後倦焉?譬诸草木 区以别矣.(≪論語․子张

≫)

군자의 도에서 어느 것은 앞세워 수하겠는가?어느 것은 뒤로 돌려

게을리 하겠는가?그것을 목에 비유하자면 구별함에 차이(유별)를 가

지고서 하는 것이다.

‘以’앞에 오는 부사어가 ‘+以正’,‘辞+以疾’,‘区+以别’의 경우처럼 동

사성 단어인 경우에 해서는 종래 ‘以+목 어’를 이들 술어 뒤에 오는

개사구( 치사구)보어라고 설명해 왔다.그런데 고 한어에서 부사어가

되는 성분은,실사류의 품사를 나 기로 할 때 부사뿐만 아니라 명사․

동사․형용사․ 사 등의 단어가 모두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따라서

같은 통사 형식에서 동사인 ‘․辞․区’는 술어로 여기고 다른 품사의

경우는 부사어로 여긴다면 통사상 형평성에 어 난다. ‘以正+ ’,‘以

疾+辞’,‘以别+区’처럼 ‘以+목 어’가 술어 앞에 오는 경우는 부사어로 여

기면서 의미가 같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다.문장 성분을 부사어와 보어

로 구분하여 정했을 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연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 도 ‘以’를 개사로 볼 수 없는 이유의 하나이다.어순상

치와 후치의 문맥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두 술어가 연 되어 있을 때 문맥에 따라,앞의 술어를 부사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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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품사가 이 자리에 놓여 부사어로 쓰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사 계를

수식 계로 여겨야 할 경우가 있다.즉,앞 술어가 뒤의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치에 있는 것이다.그래야 어순이 가장 요시되는 고 한어

의 통사 계를 일 성 있게 악하는 것이 된다.이는 ‘以’를 실질 인

의미를 지닌 동사성 어휘로 여겨야 하는 통사상의 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어순이 다르다는 것은 화자의 의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어의의 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즉,‘+以正’와 ‘以正+ ’

에 한 화자의 의식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통사구조상 부사어로 여길

것인가 보어로 여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술1)+

以(술2)正’은 ‘거느림에 올바름을 써서 한다(쓴다)’가 되며,‘以(술1)正+

(술2)’는 ‘올바름을 써서 거느린다’가 되니,둘 다 수식구조에 해당하지만

술부의 핵심은 모두 뒤에 오는 술어에 있다. 자는 ‘以’가 핵심( 심어)

이며 후자는 ‘’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후자의 경우 ‘以正’은 수식성분

이 되어 ‘’의 방법(방식)을 뜻하는 문맥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반면

에 자는 ‘帥’이 수식성분이 되어 뒤의 심술어인 ‘以’의 방면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고 한어에서 가장 시되는 것이 어순이다.문법상의 형태표지가 없

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어순이 문장 성분을 확정해 주는 불변의 기 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 않다.다시 말해서 어순이 같더라도 연합․수

식․술목․보충․주술을 확정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궁극 으로 단어

간의 의미 맥락인 것이다.즉,고 한어의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이들 다

섯 가지 기본 통사형식은 어순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지 않아

서 문맥상의 의미 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그래서 어순이 같아도 문장

에 따라 다른 구조에 속할 수 있다.

이상의 에서 ‘以’앞에 놓여 부사어가 되는 단어는 부사, 사,술어

성의 동사 등이다.

(3)술어+목 어+[以+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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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에서는 ‘以+목’의 앞에 ‘술+목’형식이 놓이는 경우를 모았다.‘以+

목’뒤에 다른 술어가 오지 않으면 모두 개사구 보어로 여겨온 경우이다.

3.1.1과 3.1.2의 (1)(2)항과 마찬가지로 ‘以+목’을 ‘술+목’구조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以’를 실질 인 의미 성분으로 여기면

‘以’앞에 놓이는 동사 술어가 ‘술어1’이 되고 ‘以’는 ‘술어2’가 된다.이

때 앞의 제1술어(동사)는 목 어를 동반하여 ‘술목구’의 형식으로 제2술

어인 ‘以’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된다.‘以’의 실질 인 의미는 희석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즉,동사가 허화(문법화)됨으로써 생겨난 순

수 기능 성분이 아닌 것이다.이하 문도 이에 따라 번역하 다.

(15)子曰：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論語․學而

≫)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천승의 나라를 다스림에는 일을 신 히 하여

미덥고(신의를 지키고), 이를 약하여 사람을 아끼며,백성을 부림

에는 (알맞은)때를 써서 한다(제때를 이용한다).

종래의 이해 방식에 따르면 ‘以’는 개사이고 ‘使民以時’는 ‘以時使民’과

같이 ‘때에 맞게(→제 때에)백성을 부린다.’고 번역하게 된다.그런데

‘以+목’이라는 구를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둔 이유를 여기에서 다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왜 소 보어로 여겨온 후치 형식은 고 앞에 놓여

부사어가 되는 형식이 더 많은 것일까?여기에서 우리가 치와 후치를

부사어와 보어라는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의미상,문맥상의 차이를 설명

하지 못한 부분에 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어순의 차이를 시할 필요

가 있다.양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요한 이유는 용례가 드물

기는 하지만 ‘以’가 3.1.1의 경우와 같이 목 어를 취하지 않고 이 문장의

마지막 술어로 쓰인 경우에 있다.이와 동일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긴다.앞에 오는 경우는 ‘(알맞은)때를 써서 백성을 부린다’는 뜻이 되

어 ‘以+목’이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뒤에 오는 경우는 ‘백성을 부

림에는 (알맞은)때를 써서 한다(이용한다)’로 번역할 수 있어서 ‘以時使

民’과 ‘使民以時’간의 표 의 차이와 문맥 차이 화자의 語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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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 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使民以時’의 경우는 문

맥상 ‘使民’을 ‘以時’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볼 수도 있고,주어로 보아도

뜻이 통한다.

앞에 오는 ‘술+목’구가 부사어가 되는 는 漢語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통사 형식의 하나이다.‘以+목’은 ‘+목’구로 분석하거나 ‘술+목’구로 분

석하는 것에 계없이 ‘以’의 후속 성분을 목 어로 여기는 성분 분석 방

식만으로는 ‘以’의 품사를 가릴 수가 없다.

다음은 ‘以’이외의 다른 동사가 단독으로 는 목 어를 수반하여 뒤

술어의 수식 성분인 부사어가 되는 들이다.

(16)常思 奮不顧身 以徇(=殉)國家之急.(≪李斯․諫逐客書≫)

(이릉은)항상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그 게 해서 국가가

한 경우를 해 목숨을 바칠 것을(바치리라)생각했습니다.

(17)後數日,陵敗書聞,主上爲之 食不甘味 聽朝不怡,大臣憂懼 不知所

出.(≪李斯․諫逐客書≫)

수 일 뒤에 이릉이 패했다는 소식(편지)이 들리자,주상께서는 그것

때문에 먹어도 맛을 달게 여기지 못하고 조회를 들어도 기쁘지 아니하

여, 신들은 근심하고 두려워 나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18)孝公 用商鞅之法 移風易俗.(≪李斯․諫逐客書≫)

효공은 상앙의 법을 써서 풍속을 옮기고 바꾸었습니다.

(19)故士有畵(=劃)地爲牢 勢不可入 削木爲吏 議不可 定計於鮮(=先)

也.(≪李斯․諫逐客書≫)

까닭에 선비는 땅에 을 그어 감옥을 삼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세상

들어가서는 안 되며,나무를 깎아서 리를 삼더라도 심문(물음)에 답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먼 (미리)계략을 정해두어서입니다.(→정해 두었

기 때문입니다)

의 들은 ‘以(술1)+[목]+술2+[목]’형식과 같음을 보인다.그러므로

‘以’를 동사로 보느냐 개사로 보느냐는 통사 형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직 의 차이일 뿐임을 알게 해 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는 있다.이는 동일한 형식 의 ‘以’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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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이 놓이는 경우이다.다른 술어가 없는데도 개사 ‘以’앞에 ‘不’이 올

수 있다고 하지 않는 한,다음 의 ‘以’는 분명 동사이고 여기에서

‘不’을 빼고 보면 의 형식과 완 히 일치한다.그 다면 정과 부정

형식에 일 되는 ‘以’는 동사가 아닐 수 없다.

(20)子曰 :君子易事而难说也.说之不以道 不说也,及其使人也 器之.

人难事而易说也.说之虽不以道 说也,及其使人也 求备焉.(≪論語․子路

≫)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군자는 섬기기는 쉽지만 기뻐하게 하기는 어

렵다.그를( 구를)기쁘게 함에 (올바른)도(길)를 사용하여 하지 않으

면 기뻐하지 않고,그가 사람을 부림에는 그 사람의 그릇 로(그릇의 됨

됨이에 따라)한다.소인은 섬기기는 어렵지만 그를 기쁘게 하기는 쉽

다.그를( 구를)기쁘게 함에 비록 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뻐하며,

그가 사람을 부림에는 완비되어 있기를 요구한다(바란다).

다음 들도 모두 와 같이 분석할 수 있는 ‘以’를 포함하고 있다.

(21)子曰: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論語․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정치를 함에 덕을 써서 하는 것은 비유컨

북극성이 그 자리(곳)에 있고[제자리에 있고]뭇 별들이 그것과 함께하

는 것과 같다.(～ 그것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에 비유된다)

(22)子曰:道之以政 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 齊之以禮,有恥

且格.(≪論語․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그들을 인도함에 정령을 써서 하고(쓰고)그

들을 가지런히 함에 형벌을 써서 하면,백성들이 피하려 하되 부끄러워

함이 없다.그들을 인도함에 덕을 써서 하고 그들을 가지런히 함에 를

써서 하면,부끄러워함도 있고 (게다가)[인도하고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목 에]이른다.

(23)子曰: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論語․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살아서는 그(분)들을 섬김에 로써 하고,죽

어서[돌아가셔서]그들을 장사지냄에도 로써 하며 그들에게 제사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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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로써 한다.

(24)子曰：临之以莊,则敬,孝慈,则忠,举善而教不能,则劝.(≪論語․

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그들에게 임함에 장 함(엄숙함)을 쓰면(써서

하면),곧 (그들이)공경할 것이고,효성스럽고(효도하고)자애로우면,곧

정성스러울 것이며,좋은 사람(것)은 들어 올리고(천거하고)잘하지 못

하는 사람(것)은 가르치면,곧 힘쓸 것입니다.

(25)孔子对曰：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論語․八佾≫)

공자께서 답하여 말 하셨다.임 이 신하를 부림에는 를 써서 하

고,신하가 임 을 섬김에는 정성스러움(충)을 써서 한다.

(26)子曰 :焉用佞?禦人以口给 屡憎於人.不知其仁,焉用佞?(≪論

語․公冶長≫)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어디에 말재주를 쓰겠는가?사람을(남을)응

함에[ 는 ‘막음에’]구변(입심)을 쓰면[써서 하면]자주 사람들(남)에

게 미움을 받는다.그가(어떤 사람이)어진지는 알지 못하지만,어디에

말재주를 쓰겠는가?

(27)颜淵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坚,瞻之在前 忽焉在後.夫子循循

然善诱之 博我以文 约我以禮,欲罢不能.既竭吾才,如有所立卓 .虽欲从

之,末(=無)由也已.(≪論語․子罕≫)

안연이 탄식하며 말했다.그것(선생님의 도)을 우러러 볼수록 그 게

(더욱)높고,그것을 뚫을수록(깊이 궁리할수록)그 게 굳고,그것을 바

라보면 앞에 있다가도 홀연히(문득)뒤에 있다.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그들(우리)을 잘 이끌어 주시어,나를 넓 주심에 로써 하시고 나를

단속하심에 로써 하시니,내가 (배움을)그만두고자 하여도 할(그럴)

수가 없다.이미 나의 재주를 다했는데도 (앞에)우뚝 서 계시는 바가

있는 것 같다.비록 그것을 따르고자 하여도 말미암을(따를,좇을)길이

없고 만다.

(28)曰 :为国以禮,其 不让,是故哂之.(≪論語․先進≫)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나라를 다스림은 로써 해야 하는데,그의

말이 겸손하지 않았다.이런 까닭에 그에 해 웃었다.

(29)子张问政.子曰 :居之無倦 行之以忠.(≪論語․顔淵≫)

자장이 정치를 물었다.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그 일에 있으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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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두고서는)게을리 함이 없어야 하며,그 일을 행(집행)함에는

정성으로써 하는 것이다(정성을 쓰는 것이다).

(30)子曰 :博学於文 约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論語․顔淵≫)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 을 리 배우되 그것을 단속함에 를 써서

하면 한 (이를)가지고서 어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로다!

(31)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绰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艺 文之以禮乐

亦可以为成人矣.(≪論語․憲問≫)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장무 의 지혜로움,공작의 탐욕하지 않음,변

장자의 용감함,염구의 다재다능함 같은 것은 그것을 수식함(꾸 )에

악을 가지고서 하면 역시 그것을 가지고 된 사람(成人)이라고 할 만하

다.

(32)子曰 :知及之 仁不能守之 虽得之 必失之.知及之 仁能守之 不莊

以涖之,則民不敬.知及之 仁能守之 莊以涖之 动之不以禮,未善也.(≪論

語․衛靈公≫)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지혜가 거기에 미칠지라도 어짊이 그것을 지

키지 못하면 비록 그것을(무엇을)얻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잃는다.지

혜가 거기에 미치고 어짊이 그것을 지킬 수 있어도,장 하여(장 한 태

도로)그것을 가지고서 그들(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곧 백성들이 존

경하지 않는다.지혜가 거기에 미치고 어짊이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며 장

하여 그것으로 그들에게 임하여도 그들을 움직임에 를 써서 하지

않으면 아직은(그 정도 가지고는)좋지 않다(잘 되지 못한다).

(33)殺人以梃 有以異乎?(≪孟子․梁惠王上≫)

사람을 죽임에 몽둥이를 쓰는(써서 하는)것은(이)날이 있는 것(칼,창)

과 더불면(더불어 비교하면)[→날이 있는 것으로 죽이는 것과 더불어 비

교하면](그것을)가지고서 다를 것이 있습니까?

본 항의 형식에는 부분 ‘以’앞에 술목구만 부사어로 놓이지만,‘生事

之以禮’,‘死葬之以禮 祭之以禮’39)나 ‘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처럼 주어

39)‘生事之以禮’,‘死葬之以禮 祭之以禮’는 문맥을 보기에 따라 구조를 다르게

분석할 수도 있다.‘○+生,事之以禮’,‘○+死,葬之以禮 祭之以禮’와 같이 두

개의 을 갖는 복문으로 여길 수도 있다.이 경우는 앞 의 주어가 생략되

었다고 보는 것이다.



46 古代漢語 ‘以’의 품사와 의미에 한 연구

가 그 앞에 있는 경우도 보인다.‘说之不以道’,‘说之虽不以道’처럼 ‘以+목’

앞에 다른 부사어가 오기도 한다.

(4) 以+목 어+술어([술어+목 어] 는 [술어+목 어+목

어])

이는 ‘以’가 목 어를 수반함과 동시에 다른 술어가 이어지는 경우이

다.고 한어에는 이 형식의 가 가장 많이 보인다.‘以+목’뒤의 술어는

목 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목 어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지만,하나의 목 어를 수반하는 가 가장 많이 보인다.‘以+목’은 의

미상 뒤에 오는 술어와 수식 계를 갖는다.즉,‘以+목’이 부사어가 된다.

이 형식 의 ‘以+목’에 ‘何以’같은 경우를 일단 이 형식의 도치로 여겨

여기에 포함시켜 둔다.

(34)有子曰 :有所不行,知和而和.不以禮節之 亦不可行也.(≪論語․學

而≫)

유자가 말했다.행해지지 않는 바가 있다면,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알

고 조화를 이루기만 해서이다. 를 써서 그것을 조 하지 않으면 역시

행해질 수가 없다.

(35)子游問孝.子曰:今之孝 是 能養.至於犬馬皆能有養.不敬,何以

別乎?(≪論語․爲政≫)

자유가 효를(효에 해서)물었다.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지 (오늘

날)의 효는 이것이(을) 양(부양)을 잘하는[길러드리기를 잘하는]것을

이른다[말한다]( 양을 잘하는 것이라 일러진다).개나(와)말에 이르러

서도 다 길러 이 있을 수 있다.(부모를)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

고[무엇으로→어떻게]분별하겠는가[다르겠는가]?

(36)子曰：人而無信,不知其可也.大车無輗, 车無軏,其何以行之哉?

(≪論語․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사람이(사람인데도)미더움(믿음성)이 없으면,

그가 옳은가를 알지 못한다.큰 수 에 끌채가 없고 작은 수 에 끌채

고리가 없다면 무엇을 써서(→무엇으로)그것을 가게 할 수 있겠는가?

(37)三家 以雍彻.子曰：相维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 ?(≪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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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八佾≫)

(노나라의 증손,숙손,계손씨 등)삼가(세 가문)가 (시경[詩經]의)옹

(雍)을 사용해서{옹을 연주하며}제사를 거두었다.선생님께서 말 하셨

다.‘돕는구나,아 辟公(公․卿 등의 신과 제후들)들이,천자는 의젓하

시도다(相维辟公,天子穆穆 :시경(詩經)․옹(雍)의 일부)’가 무엇으로(→

어 )삼가의 집(사당)에서 취해지겠는가?

(38)出曰：二三子何患於丧乎? 天下之無道也久矣,天 以夫子为木铎.

(≪論語․八佾≫)

(국경 리자가 공자와 이야기를 마치고)나와서 (공자의 제자들에게)

말했다.두세 분(그 들)은 무엇으로(무엇 때문에)[공자께서 직을]잃

은 것을 걱정하십니까?천하에 도가 없음이 오래되었으니 하늘이 장차

선생님을 써서 (시 를 일깨우는)목탁으로 삼을 것입니다.

(39)子曰：居上不宽 为禮不敬 临丧不哀,吾何以观之哉?(≪論語․八佾

≫)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그럽지 않고 를

행함에 공경스럽지 아니 하며 상(상례)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

가 무엇을 써서(가지고)[→어떻게]그를 보겠습니까( 찰하겠습니까)?

(40)子曰： 富 贵 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 不处也.贫 贱 是人

之所恶也,不以其道得之 不去也.君子去仁 恶乎成名?(≪論語․里仁≫)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부(부유함)는 귀(귀함)와 더불어 이것들은 사

람이 바라는 바이지만,그 길(도,정당한 방법)을 써서 그것을 얻지 않는

다면 군자는 처하지(차지하지)않는다.빈은 천과 더불어 이것들은 사람

이 싫어하는 바이지만,그 길을 써서 그것을 얻지(이루지)않는다면 군

자는 그것을 떠나지(벗어나지)않는다.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디에서 이

름을 이루겠는가?

(41)子曰 :以约失之 鲜矣.(≪論語․里仁≫)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간약(簡約)[ 는 제]함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켜야 할 법도를)잃는 경우는 드물다.

(42)子贡问曰 :孔文子何以谓之文也?子曰 :敏而好学 不耻下问 是以

谓之文也.(≪論語․公冶長≫)

자공이 물어 말했다.공문자는 무엇을 써서(가지고)[→어떻게]그를

‘文’(시호)이라 일 습니까?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민첩하면서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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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학문을)좋아하고 아래(아랫사람)에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그것을 가지고[이것을 가지고→이에,그래서]그를 ‘文’이라 이른

것이다.

(43)子曰 :不愤,不启,不悱,不发.举一隅,不以三隅反,则不復也.(≪

論語․述而≫)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알고 싶어도 잘 안 되어서)분개해 하지 않

으면(→애태우지 않으면)열어주지(→가르쳐주지)않으며,(입으로 표

하고 싶지만 안 되어서)분개해 하지 않으면(→더듬거리지 않으면)펴주

지(열어주지)않는다.한 모퉁이(구석)를 들어 주었는데 세 모퉁이를 가

지고서 반응하지(→세 모퉁이를 뒤집어 알지)못하면 곧 반복하지(→더

이상 가르치지)않는다.

(44)子曰 :二三子以我为隐乎?吾無隐乎 . 吾無行而不 二三子

是丘也.(≪論語․述而≫)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자네들(두세 분)은 나를 가지고 숨기고 있다

고 여기는가?나는 숨기다니 그와 같은 것이(→숨기는 그런 것이)없네.

나는 행함에(행하면서)자네들과 더불어 하지 않음(않은 것)이 없네,이

것이 (나)공구라네.

(45)子以四教,文行忠信.(≪論語․述而≫)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를 써서 가르치셨다.(그것은)학문( ),덕행(실

천),충실(정성),신의(미더움)이다.

(46)子曰 :泰伯其可谓至德也已矣.三以天下让,民無得而稱焉.(≪論

語․泰伯≫)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태백은 덕이 지극하고야 말았다고 이를 만하

다.세 번 천하를 가지고(천하를)사양하 으되,백성들은 얻어서 그를

칭송할 것(말)이 없었다.(→어떤 말로 그를 칭송해야 할지를 찾지 못했

다)

(47)曾子曰 :以能问於不能 以多问於寡 有若無 实若虚 犯而不校.昔

吾友尝从事於斯矣.(≪論語․泰伯≫)40)

증자가 말했다.잘함을 가지고서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묻고,많

음을 가지고서도 은 사람에게 묻고,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하고 실

40)‘於’를 조사로 보는 견해를 취하여 ‘不能’과 ‘寡’는 ‘問’의 목 어로 간주한다.

안기섭(2012a)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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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차있으면서도)허한(비어 있는)것 같이 하며,(남이)범해도

따지지 않는다. 에 내 벗이 일 이 이런 것을 일로 삼았다(이런 것을

행했다).

(48)君子不以绀緅饰,红紫不以为亵服.(≪論語․鄕黨≫)

군자는 (검은색에 가까운)감색과 아청색(붉은색)을 가지고(써서)옷

깃을 달지 않았으며 ( 색에 가까운)붉은색과 자주색,그것을 써서 평

상복을 만들지 않았다.

(49)南容三復白圭,孔子以其兄之子妻之.(≪論語․先進≫)

남용이 백규의 시(‘흰 규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우리들 말 속

의 티는 어쩔 수 없다’는 시)를 세 번씩 반복하니(되풀이하여 외우니),

공자가 그의 형의 자녀를 써서(가지고)그에게 시집보냈다(아내 삼게 하

다).

(50)子畏於匡,颜淵後.子曰 :吾以女为死矣.(≪論語․先進≫)

선생님께서 땅에서 경계하시는데,안연이 뒤늦게 왔다.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나는 를 가지고 죽었다고 여겼다(죽은 알았다).

(51)子曰 :吾以子为 之问,曾由 求之问.所谓大臣 以道事君 不可

则止.(≪論語․先進≫)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나는 를 가지고 다른 것을 물으리라 여겼는

데 고작 유(由)에 염유(求)를 더불어 물어보는구나.이른바 신이란

도를 가지고 임 을 섬기고,되지 않으면 곧 그친다.

(52)子曰 :以吾一日长乎 毋吾以也.居则曰 :不吾知也.如或知 ,则

何以哉?(≪論語․先進≫)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내가 희보다 하루 길 테지 하는 것을 가지

고(→내가 희보다 나이가 좀 많을 테니 하는 것을 가지고)나를 써주

는 사람이 없다(쓰는 경우가 없다).살면서(평소에)곧 ‘나를 알아주지

않다는’고 말하는데,어떤 사람이 희들을 알아 것 같으면 곧 (자신

을)무엇으로(어떻게)쓰겠는가?

(53)曾子曰 :君子以文会友 以友辅仁.(≪論語․顔淵≫)

증자가 말했다.군자는 을 써서(가지고)벗을 모으고 벗을 써서(가

지고)인을 돕는다(도움 받는다).

(54)子曰 :以不教民战 是谓棄之.(≪論語․子路≫)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써서 싸우는 것,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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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백성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일러진다.

(55)子曰 :臧武仲以防求为後於鲁,虽曰不要君,吾不信也.(≪論語․憲

問≫)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장무 이 방읍(防邑)을 가지고 뒤(후사[後嗣])

를 삼을 것을 노나라에 요구하 는데,비록 임 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다

고 말하나,나는 믿지 않는다.

(56)或曰 :以德报怨 何如?子曰 :何以报德?以直报怨 以德报德.(≪

論語․憲問≫)

어떤 사람이 말했다.덕(은덕)을 써서 원한을 갚는 것은(갚는다면)무

엇과 같습니까(어떻습니까)?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무엇을 써서 덕을

갚겠는가?(→덕은 무엇을 써서 갚겠는가?)곧음을 써서 원한을 갚고 덕

을 써서 덕을 갚는 것이다.

(57)以杖叩其胫.(≪論語․憲問≫)

지팡이를 써서(가지고)그의 정강이를 두드렸다.

(58)子曰 :赐也,女以予为多学而识之 ?(≪論語․衛靈公≫)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사(자공)야, 는 나를 가지고 많이 배워서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59)子曰 :君子不以 举人 不以人废 .(≪論語․衛靈公≫)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군자는 말을 가지고(말을 잘한다는 것을 가지

고)사람을 천거하지 않으며,사람을 가지고(사람됨을 가지고)(그 사람

의)말을 버리지도 않는다.

문 “君子不以 举人 不以人废 .”은 이유를 나타내는 개사의 로

자주 드는 표 인 것이다.그러나 이유를 나타내는 개사로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는 앞서 설명했던 ‘以+목’이 다른 술어 뒤에 오는 경

우와 그 이치가 같다.문맥상 이유(까닭)가 되는 것으로 ‘以’가 어떤 까닭

을 나타내는 의미 성분이거나 기능 성분인 것은 아닐 것이다.이처럼 문

맥을 취함으로 인해 ‘以’를 개사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없이 많은 語

法意義를 가진,다시 말하면 상이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개사로 기술

하게 되었다. 어의 ‘with’와 응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왔는데 도구

내지 방법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이 항의 여러 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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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이러한 문맥이 가장 흔하기 때문일 것이다.여기의 ‘以’는

보통 직 목 어를 치시키는 일종의 도치 표시의 개사로 여기기도 하

며,‘於’를 개사로 보는 제 하에서 이와 동일시하기도 한다.많은 문법

서에서 ‘以’의 개사 기능으로 여겨 여러 가지로 나 어 설명하고 있지만,

동사로 여기는지 개사로 여기는지조차 불분명한 설명들도 섞여 있다.

(60)孔子曰 :夫颛臾 昔 先王以为东蒙主 且在邦域之中矣,是社稷之

臣也.何以伐为?(≪論語․季氏≫)

공자께서 말 하셨다. 유는 옛날에 선왕이 (그를)써서 동몽

의 주인을 삼았고 나라의 가운데 있으니,이는 사직의(노나라의 사직

을 보존할 수 있는)신하이다.무엇을 가지고(어떻게,어 )치려 하는

가?

(61)公山弗擾以费畔 召.子欲往.(≪論語․陽貨≫)

공산불요가 비(費)지역을 가지고 반기를 들고 (선생님을)부르니(

빙하니)선생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다.

(62)佛肸以中牟畔,子之往也,如之何?(≪論語․陽貨≫)

필힐이 모 땅을 가지고 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가려 하시니,

그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어떻게 된 것입니까?)

(63)齐景公待孔子曰 :若季氏 则吾不能 以季孟之间待之.(≪論語․微子

≫)

제나라 경공이 공자를 우하는 것에 해서 말했다.(노나라 임 이)

계씨와 같이 ( 우)하는 것은 곧 나는 하지 못하고,계씨와 맹씨의 사

이( 간 정도)를 가지고서 그를 우하겠다.

(64)曰 :滔滔 天下皆是也而 以易之?(≪論語․微子≫)

(걸익이)말했다.도도하게 휩쓸려 천하가 다 이러한데 구를 가지고

서(써서)그것을 바꾸겠습니까?

(65)子路从而後 遇丈人,以杖荷蓧.(≪論語․微子≫)

자로가 따라가다가 뒤쳐졌는데 노인을 만났다.(노인은)지팡이를 가

지고 바구니(삼태기)메고 있었다.

(66)海內之地 方千里 九 齊集有其一.以一服八 何以異於鄒敵楚哉?

(≪孟子․梁惠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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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의 땅에서 사방 천리인 것이 아홉인데 제나라는 그 의 하나를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하나를 써서 여덟을 복종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어떻게)추나라가 나라를 하는 것과 다르겠는지요?

(67)大夫曰何以利吾家.(≪孟子․梁惠王上≫)

부는 무엇을 써서(무엇으로,어떻게)내 가문을 이롭게 할까 하고

말한다.

(68)文王以民力爲臺爲沼而,民樂之 其臺曰靈臺 其沼曰靈沼.(≪孟

子․梁惠王上≫)

문왕이 백성들의 힘을 써서(힘으로) ( )를 만들고 소(못)를 만들

었기에,백성들이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 를 라 이르고 그 못을

소라 이른 것입니다.

(69)不爲 不能 之形何以異?(≪孟子․梁惠王上≫)

하지 않는 것이 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지는(더불어 비교되는)형

세는 무엇을 가지고(어떻게)다릅니까?

(70)以若所爲求若所欲猶緣木而求魚也.(≪孟子․梁惠王上≫)

이와 같은 하는 바[행동]를 가지고 이와 같은 하고자 하는 바[욕망]를

추구하는 것은 나무를 좇아서(→나무에 올라가서)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71)以若所爲求若所欲 盡心力而爲之 後必有災(≪孟子․梁惠王上≫)

이와 같은 하는 바[행동]를 가지고 이와 같은 하고자 하는 바[욕망]를

추구하면,심력을 다하여 그것을 할지라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습니

다.

(72)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孟子․梁惠王上≫)

오십 보를 가지고 백보를 비웃는 것은 곧 무엇과 같습니까(어떠합니

까)?

‘以’의 목 어와 뒤따르는 술어2가 지니는 의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

맥이 나타난다.이것을 가지고 ‘以’가 문맥의 수만큼이나 많은 상이한 개

사 기능을 지닌다고 설명해 왔다.‘以’가 이처럼 상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언 들 간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것이다.‘以’의 서로 다른 기능

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以’가 실질 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목 어

와 그 뒤의 술어를 비롯한 다른 어휘 의미에 의해 도구 내지 방식․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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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시간․동작 행 의 직 상(목 어)등 여러 가지 념상의

분별을 할 수 있을 뿐이다.이것을 가지고 ‘以’의 기능이자 그 기능이 허

사로서 개사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 의미가 결부되어 있음을 본질로 하는

언어의 본래 면목에 맞지 않는다.하나의 소리에 다수의 의미가 결부되

는 것은 실 언어의 실상이라고 하기 어렵다.화자와 청자 간에 의사소

통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3.1.3以+술어( 는 [술어+목 어],주술구)

‘以’가 목 어를 취하지 않은,이른 바 목 어의 생략이라고 여겨온 경

우의 기본형이다.뒤에 다른 술어가 이어진다.이를 다시 앞에 부사어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 어 살피기로 한다.부사어가 있는 경우는

부사어의 형식이 다양하므로 이것의 형식에 따라서도 나 어 정리하기로

한다.

‘以’를 前目句(介賓詞組)의 목 어 생략으로 보나 述目인 動目句의 목

어 생략으로 보나 뒤 술어와는 의미상 수식 계를 구성한다.그런데

허사가 목 어를 생략하고 쓰인다는 것은 의미 면에서나 다른 개사 용법

과의 불일치성 각도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듯하다.더구나 수식어

가 되는 말이 실사를 생략한 채로 쓰인 허사라는 것도 합리 이지 못하

다.이는 수식어가 실질 인 의미 성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를 동사용으로 여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1)앞에 부사어가 없는 경우

이 항은 목 어를 생략한 ‘以’앞에 부사어가 없는 경우이다.

(73)公明贾对曰 :以告 过也.(≪論語․憲問≫)

공명가가 답했다.(그것을)가지고 알린 사람이(가지고 알린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74)子曰 :毋!以 邻里乡黨乎!(≪論語․雍也≫)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그럴 것이)없다(사양할 것이 없다).(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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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그것을 써서 의 이웃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겠지!

다음 들은 ‘以’앞에 부사어는 없지만 주어가 있는 경우이다.

(75)巫马期以告.(≪論語․述而≫)

무마기가 그것[앞에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알렸다.

(76)公伯寮愬子路於季孙.子服景伯以告曰……(≪論語․憲問≫)

공백료가 자로를 계손에게 참소하 다.자복경백이 그것을 가지고 (공

자에게)고하여 말했다.……

(77)子曰：事君尽禮,人以为 也.(≪論語․八佾≫)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임 을 섬김에 을 다하니,사람들은 그것

을 가지고 아첨한다고 한다(여긴다).

(78)孔子曰 :夫颛臾 昔 先王以为东蒙主 且在邦域之中矣,是社稷之

臣也.(≪論語․季氏≫)

공자께서 말 하셨다. 유는 옛날에 선왕이 (그를)써서 동몽의

주인을 삼았고 나라의 가운데 있으니,이는 사직의(노나라의 사직을

보존할 수 있는)신하이다.

(79)叔孙武叔语大夫於朝曰 :子贡贤於仲尼.子服景伯以告子贡.(≪論

語․子张≫)

숙손무숙이 조정에서 부들에게 말했다.자공이 니(공자)보다 명

하다.자복경백이 그것을 가지고 자공에게 알려주었다.

(80)对曰 :方六七十 如五六十,求也为之 比及三年 可使足民,如其禮

乐以俟君子.(≪論語․先進≫)

답하며 말했다.사방 육칠십 리나 오륙십 리 같은 것은,제가 그 일

을 하여 략 3년에 이르면 백성을 풍족하게 할 수 있겠으나,그 나

악 같은 것은 그걸 가지고서는( 에는)(다른)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문 (80)의 ‘如其禮乐’은 술목구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부사어가

되지 않고 주어로 쓰 다.

‘以’뒤의 술어가 목 어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부분 목

어를 수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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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는 ‘以+술’앞에 다른 술어가 놓여서 ‘以’가 두 번째 술어가 되

는 경우이다.‘行+以告’ 의 ‘以+술’이 공통되는 형식이다. 가 어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이 항에 두었다.술어 1,2,3의 연 이다.

(81)丈人曰 :四体不勤 五穀不分,孰为夫子?植其杖而芸.…… 子路行

以告.(≪論語․微子≫)

노인이 ‘사지는 부지런히 쓰지 않고 오곡은 분별하지 못하는데,어느

가 선생님 되시는가?’하고는 지팡이를 꽂아두고 김을 매었다.……

자로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공자에게)알렸다.

본 (1)항은 ‘以+술( 는 [술+목],주술구)’이 심이 되는 형식이다.‘以’

를 동사 술어로 여기면 이 형식은 ‘～[생략된 목 어]을/를 써서([그래]

가지고서 →으로)～하다’로 번역된다.앞말을 다시 받아 잇는 ‘以’는 번

역하지 않아도 文意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새기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

다.

부사어가 앞에 더해지는 다음의 (2)항도 마찬가지이다.

(2)앞에 부사어가 있는 경우

이 형식을 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앞에 오는 부사어를 두 가지로 나

어 살피기로 한다.

① [단어 는 구(연합구,수식구,술목구)]+以+술([술+목]

는 [술+목+목])

‘以’가 목 어를 수반하지 않고 뒤에 다른 술어가 뒤따르는 경우인데,

뒤의 술어가 목 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수반한 경우로 나 어 정리

하기로 한다.

㉮ 다른 술어만 뒤따르는 경우

ⓐ ‘以’앞에 단어 부사어가 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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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子曰 :父母之年 不可不知也.一则以喜,一则以惧.(≪論語․里仁

≫)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부모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하나는

(한편으로는)곧 그것을 가지고 (장수하심을)기뻐하는 것이며(기뻐하

며),하나는(한편으로는)곧 그것을 가지고 (나이가 많아 언제 돌아가실

지 모름을)두려워하는 것이다(두려워한다).

의 에서 ‘則’은 부사로서 부사어로 쓰 다.그런데 ‘則’앞에 놓인

‘一’의 문장 성분 규정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一’의 품사 분

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 ‘하나’를 뜻하는 단어를 주어(‘하나는’)로

볼 수도 있고,부사어(‘한편으로는’)로 볼 여지도 있다.

(83)君子不以绀緅饰,红紫不以为亵服.(≪論語․鄕黨≫)

군자는 (검은색에 가까운)감색과 아청색(붉은색)을 가지고(써서)옷

깃을 달지 않았으며 ( 색에 가까운)붉은색과 자주색은 그것을 써서

평상복을 만들지 않았다.

의 는 ‘以’앞에 ‘不’이 있는 경우인데,이 경우 ‘不’앞에 놓이는

‘紅紫’를 주어로 볼 것인지 부사어로 볼 것인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문장 성분을 변별해 주는 형태표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

생한다.

ⓑ ‘以’앞에 ‘술목’형식의 부사어가 놓인 경우41)

41)다음 는 품사상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한 이다.종래 ‘自’를 개사로 여겨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충해 둔다.

子曰 :自行束修以上 吾未尝無诲焉.(≪論語․述而≫)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속수(束修)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

을 가지고 로는( 로 올라가서는)[→속수(마른 고기 한 묶음)]이상의 물

을 가져온 사람에게는]내가 일 이 가르치지 않은 경우가[가르치지 않음이]

아직 없었다.

부사어인 ‘自行束修’ 의 ‘自’를 개사로 여겨온 것에 의하면 ‘自+行束修’는

‘개빈( 목)’구조이며 그 안의 ‘行+束修’는 술목식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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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对曰 :赐也何敢望回?回也闻一以知十,赐也闻一以知二.(≪論語․

公冶長≫)

(자공이) 답하여 말했다.사(제)가 무엇으로(어 )감히 회(안회,안

연)을 바라겠습니까?회는 하나를 들어서(들으면)그것을 써서(가지고)

열을 알며,사( )는 하나를 들어서 그것을 써서 둘을 압니다.

(85)千乘之国摄乎大国之间 加之以师旅 因之以饥馑,由也为之 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論語․先進≫)

천승의 나라가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데,그 나라를 침공하여 (그

래 가지고) 쟁을 일으키고,그에 따라 (그래 가지고)기근이 든다면,

제가 그 일을 하여(그것을 다스려) 략 3년에 이르면 용기를 갖고

큰 도리(올바른 길)를 알게 하겠습니다.

(86)子路问君子.子曰 :修己以敬.曰 :如斯而已乎?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曰 :修己以安百姓.修己以安百姓,尧舜其猶病诸?(≪論

語․憲問≫)

자로가 군자에 해 물었다.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자기를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다.(자로가)말했다.이와 같이 하면 끝납

니까?(선생님께서)말 하셨다.자기를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자로가)말했다.이와 같이 하면 끝납니까?(선생

님께서)말 하셨다.자기를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자기를 닦아서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은 요순도 오히려 그것을

괴로워하셨겠지?

다음은 ‘술목’구 형식의 부사어 앞에 주어까지 있는 경우이다.

(87)人潔已以进, 其 也 不保其往也.(≪論語․述而≫)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그 게 해서 나아가면 (나는)그 깨끗

함과 더불지만(함께 하지만 →인정해 주지만)그 지나간 일(과거의 잘

못)을 (잘했다고)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自’는 ‘～부터 시작하다’를 뜻하는 동사로 여길 수도 있다.이 게

보면 ‘行+束修’라는 술목구를 다시 목 어로 취한 술목구가 된다.그래서 ‘以’

앞에 개빈식 부사어가 오는 항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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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겸어식 구조의 제2술어가 이 형식을 취한 경우이다.

(88)季康子问：使民[敬忠以劝]如之何?(≪論語․爲政≫)

계강자가 물었다.백성들로 하여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며 그것을 써

서(그것을 가지고→그것으로)힘쓰게 함(힘쓰게 하는 것),그와 같은(그

와 같이 하게 하는)것은 무엇(어떤 것)일까요?[→～ 하려면 어떻게 할

까요?][→부지런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以’앞에 수식구 는 연합구 부사어가 놓이는 경우

(89)狐貉之厚以居.…… 羔裘玄冠不以弔.(≪論語․鄕黨≫)

(실내에서는)여우나 담비의 두꺼운 털로(털은)그것을 가지고 생활했

다.…… 검은 염소 가죽옷이나 검은 모자로는(모자는)그것을 가지고

조문을 가지 않았다.

‘狐貉之厚’은 수식구,‘羔裘玄冠’은 연합구인데,부사어로 볼 것이냐 주

어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이다.역시 부사어의 표지가 없이 어순

과 문맥에 의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以’앞에 2음 단어가 연 된 연합식 부사어가 놓인 이다.

(90)从之 纯如也皦如也绎如也以成.(≪論語․八佾≫)

그것을 따라가면서(계속되면서)순하고도(조화를 이루면서도)(각 악

기의 음이)명확하고 끊이질 않습니다.그 게 해서(그래 가지고)이루

어집니다(완성됩니다).

다음은 다소 복잡한 형식의 부사어가 놓인 이다.

(91)子曰:吾尝终日不食终夜不寝以思 無益,不如学也.(≪論語․衛靈公

≫)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내가 일 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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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그 게 해서 사색해 보았으나 유익함이 없었다.배우는 것만

못하 다.

‘终日不食’+‘终夜不寝’은 연합구조로서 ‘以’이하와 수식 계가 된다.이

때 ‘嘗’은 뒷부분 체를 수식하는 부사이며,‘终日+不食’과 ‘终夜+不寝’은

다시 수식구조로 해부된다.‘终日’․‘终夜’는 술목식,‘不食’․‘不寝은 수식

식이다.

다음 두 의 ‘以上’․‘以下’에 해서는 종래 하나의 단어로 여기는

것이 지배 이었으나,이 에서는 ‘以’를 일 성 있게 찰하여 같은 구

조 안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보려 한다.

(92)子曰 :中人以上 可以语上也,中人以下 不可以语上也.(≪論語․雍

也≫)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 인( 간 정도 수 의 사람)그것을 가지고

로 올라가서는( 로는)(높은 이상을)써서(가지고서)말할 수 있지만,

인( 간 정도 수 의 사람)그것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서는(아래로

는)써서 말할 수 없다.

‘上’․‘下’를 동사성 단어로 이해하면 문제가 풀린다.다른 해석은 결국

문맥이자 언어로의 표 일 것이다.‘中人’은 수식식 구이다.

다음은 ‘以’앞의 수식어가 수식식 구가 아니지만 ‘以上’,‘以下’와 ‘以來’

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이기 하여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한다.‘自’에 해서는 ‘以’앞에 ‘술목’식 형식의 부사어가 놓이는 에서

설명하 듯이 이것이 이끄는 구를 ‘개빈’식으로 볼 수도 있고 ‘술목’식으

로 볼 수도 있다.

(93)率其子弟 攻其父母 自生民以來未有能濟 也.(≪孟子․公孫丑上≫)

그 자제들을 거느리고 그 부모를 치는 일은 백성이 생겨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 가지고 (쭉 내려)와서[→백성이 생겨난 이래로]구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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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부사어 ‘自生民’을 다시 ‘以’로 받고 ‘以’가 ‘來’와 수식 계를 맺는

구조임은 ‘～以上’․‘～以下’와 마찬가지이다.‘以(술)+술어’가 심이 되는

다른 형식들과 통사구조가 같다.

㉯ 다른 술어와 그것의 목 어가 뒤따르는 경우

본 항이 ㉮항과 다른 은 제2술어가 다시 목 어를 취한 것일 뿐이

므로 ㉮항과 구분하는 어법 의미는 없다.

이 경우도 뒤의 ‘以’와 수식 계를 맺어 부사어가 되기는 마찬가지이

다.㉮항과 ㉯항의 부사어와 ‘以’사이에는 의미상 일종의 동격 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 ‘以’앞에 부사어가 하나 놓인 경우

(94)有事,弟子服其勞,有酒食 先生饌,曾是以爲孝乎?(≪論語․爲政

≫)

일이 있으면 제자들이(그 들이)그 힘 으로 사하고(일하고),술과

밥이 있으면 먼 태어난 사람이 드시는 것,일 이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그것을 가지고서]효라 일 는가?

문의 ‘曾’은 이하 체를 다시 수식하는 성분이므로 그 이하의 구

조에 따라 본 항에 넣었다.

(95)子贡问曰 :孔文子何以谓之文也?子曰 :敏而好学 不耻下问 是以

谓之文也.(≪論語․公冶長≫)

자공이 물어 말했다.공문자는 무엇을 써서(가지고)[→어떻게]그를

‘文’(시호)이라 일 습니까?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민첩하면서도 배우

기를(학문을)좋아하고 아래(아랫사람)에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이것을 가지고→이에,그래서]그를 ‘文’이라 이른 것이다.

문 의 ‘之文’은 兼語式에 속하는 구조이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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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子夏问曰：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为绚兮 何谓也?(≪論語․八佾

≫)

자하가 물어 말했다.공교한 웃음 (입 모양이) 쁘네,아름다운 (흑

백이)분명하네,[이상 두 구는 시경의 國風에 있음]흰 바탕 그것을 써서

(→흰 바탕으로)무늬를 만들었네’(라는 이 노래)는,무엇을 이릅니까?

(97)子曰 :参乎!吾道一以贯之.(≪論語․里仁≫)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참아!내 도는 하나,그로써(→하나를 가지고,→

하나로)그것(내 도)을 꿰고 있다.[하나로 꿰어 있다]

(98)子张问曰 :令尹子文三仕为令尹 無喜色,三已之 無愠色, 令尹之

政必以告新令尹,何如?(≪論語․公冶長≫)

자장이 물어 말했다. 나라 윤 자문은 세 번이나 출사하여 윤이

되었어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세 번이나 그것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도 성낸 기색이 없었으며,(교체될 때)구 윤( 임 즉 자기)의 정무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그것을)새 윤에게 일러주었으니,무엇과 같습

니까?[→어떻습니까?]

(99)子曰 :女奚不曰 其为人也 发愤忘食 乐以忘忧 不知 之 至云 .

(≪論語․述而≫)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나의 사람됨에 하여) 는 무엇으로(무엇

때문에,왜)그 사람됨이 발분하면 밥 먹는 것도 잊고,즐거움( 는 ‘즐

거워하여’)그것을 가지고 근심을 잊으며,늙음이 장차 이르리라는 것을

모르는 이러이러한 사람일 따름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100)子曰 :我非生而知之 好古 敏以求之 也.(≪論語․述而≫)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나는 태어나면서 그것을(무엇을)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옛 것을 좋아하여 민첩함 그것을 가지고 ( 는 ‘민첩하게

해서 그 게 해 가지고’)그것을(무엇을)찾았다(구했다).[ 는 ‘～한 사

람이 아니라,～한 사람이다’]

(101)仁以为己任,不亦重乎?(≪論語․泰伯≫)

인(인덕),그것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삼으니 한 무겁지 않겠는가?

42)‘(주어)+ (술어1)+之(겸어)+文(술어2)’를 겸어식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즉,고 한어에서 술어가 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에 그치지 않고 명

사도 술어가 될 수 있으며,이 때문에 주술술어문[主 語文]은 기본문형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그런데 여기서 ‘+之+文’에서 ‘之+文’은 주술 계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 겸어식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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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曰 :非也,予一以贯之.(≪論語․衛靈公≫)

(선생님께서)말 하셨다.아니다.나는 하나(나의 도),그를 가지고

그것을(모든 것을)꿰뚫었다.

(103)子曰 :君子义以为质 禮以行之 孙以出之 信以成之.(≪論語․衛靈

公≫)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군자는 의로움 그것을 가지고 바탕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며,겸손 그것을 가지고 내고(표 하고),미더움

(신의)그것을 가지고 이룬다.

(104)不莊以涖之,則民不敬.知及之 仁能守之 莊以涖之 动之不以禮,

未善也.(≪論語․衛靈公≫)

장 하여(장 한 태도로)그것을 가지고서 그들(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곧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는다.지혜가 거기에 미치고 어짊이 그

것을 지킬 수 있으며 장 하여 그것으로 그들에게 임하여도 그들을 움

직임에 를 써서 하지 않으면 아직은(그 정도 가지고는)좋지 않다(잘

되지 못한다).

(105)子曰 :君子义以为上.(≪論語․述而≫)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군자는 의로우면서(의로움)그것을 가지고

(으뜸)로 삼는다.

(106)恶徼以为知 恶不孙以为勇 恶讦以为直 .(≪論語․陽貨≫)

(남의 것을)엿보아 그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을 미워하며,겸손

하지 않으면서(불손하면서)그것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하는 것을 미워

하며,(남의 잘못을)들춰내어 그것을 가지고 곧다고 하는 것을 미워합

니다.

(107)子夏曰 :百工居肆以成其事,君子学以致其道.(≪論語․子张≫)

자하가 말했다.모든 장인(기술자)들은 일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

지고 그 일을 이루며,군자는 배워서(학문)그것을 가지고 그 도에 이른

다(도에 통달한다).

(108)尧曰 :咨! 舜.天之历数在 躬,允执其中.四海困穷,天禄永终.

舜亦以命禹.(≪論語․堯曰≫)

요임 이 (순임 에게 물려 때)말 하셨다.아,그 순이여.하늘

의 역수(천명)가 의 몸에 있으니 그 가운데( 용)를 잡아 정사를 보

라.사해가 곤궁해지면 하늘의 복이 길이 끊어지리라.순임 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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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같은 말을 써서)우임 에게 명했다.

(109)其有不合 ,仰而思之 夜以繼日.(≪孟子․離婁下≫)

그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우러러 그것을 생각하기를,밤,그를

가지고(→밤으로)낮을 이었다(밤낮으로 하 다).

‘以’앞에 놓여 부사어가 되는 단어의 품사를 보면 실사류의 품사(명사

[수사 포함],동사,형용사,부사, 사)가 두루 나타난다.이는 일반 으

로 동사 앞에서 품사의 유별에 계없이 부사어가 되는 고 한어의 특징

과 일치하는 것이다.부사어가 되는 경우,품사를 확정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가 지 않다. 행 품사의 분류가 의미상의 분류이며

품사와 기능 간에 엄격한 응 계가 없어 오직 부사만이 부사어가 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래 의 부분의 를 ‘以+목’형 도치라고 설명해 왔었다.이에

한 모순은 앞에서 논하 다.여기에서 덧붙일 은 기왕에 도치로 여기

려면 부를 다 포 해야 하는데 이 의 일부는 도치로 여기기 않았다

는 사실이다.43)주로 단어와 구,구와 의 분별이 철 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은 기술이 생긴다.품사의 분류가 자의 이고 의미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 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사어 앞에 주어가 놓이는 가 상당수 있다.

ⓑ ‘以’앞에 ‘술목’형식의 부사어가 놓인 경우

(110)季康子问政於孔子曰 :如杀無道以就有道,何如?(≪論語․顔淵≫)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해 물어 말했다.무도한 자를 죽여서 그

래 가지고 도 있는 데로( 는 ‘도가 있는 사람에게로’)나아갈 것 같으

면,무엇과 같습니까(어떠합니까)?

(111)君薨,百官总己以聽於冢宰三年.(≪論語․憲問≫)

43)‘以’앞의 성분이 ‘술목’형식인 후술할 ⓑ항의 경우를 ‘而’와 동일시하고 連

詞라고 여기는 경우가 표 이다.형식에 계없이 이보다 더 긴 구가 ‘以’

앞에 놓이고 특히 의미상 수식 계를 보이면 흔히 ‘而’를 신하는 연사라고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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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 돌아가시면 백 (모든 리)들이 자기(자기 직무)를 총 하여

그것을 가지고(그 게 해 가지고)3년 동안 총재(冢宰)에게 들었다(청정

[聽政]을 받았다).

(112)子路问君子.子曰 :修己以敬.曰 :如斯而已乎?曰 :修己以安

人.曰 :如斯而已乎?曰 :修己以安百姓.修己以安百姓,尧舜其猶病诸?

(≪論語․憲問≫)

자로가 군자에 해 물었다.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자기를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다.(자로가)말했다.이와 같이 하면 끝납

니까?(선생님께서)말 하셨다.자기를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자로가)말했다.이와 같이 하면 끝납니까?(선생

님께서)말 하셨다.자기를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자기를 닦아서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은 요순도 오히려 그것을

괴로워하셨겠지?

(113)孔子曰 :夫颛臾 昔 先王以为东蒙主 且在邦域之中矣,是社稷之

臣也.何以伐为?…… 夫如是,故远人不服,则修文德以来之.既来之 安

之.(≪論語․季氏≫)

공자께서 말 하셨다. 유는 옛날에 선왕이 (그를)써서 동몽의

주인을 삼았고 나라의 가운데 있으니,이는 사직의(노나라의 사직을

보존할 수 있는)신하이다.무엇을 가지고(어떻게,어 )치려 하는가?

…… 이와 같다.까닭에 먼 곳의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화와

덕을 닦아서 그것으로 그들을 오게 하고,기왕에 그들을 오게 했으면 곧

그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114)隐居以求其志 行义以达其道.(≪論語․季氏≫)

숨어 살면서 그 게 해서 그 뜻을 구하고,의를 행하여 그 게 해서

그 길에 이른다(그 도를 달성한다).

(115)子夏曰 :百工居肆以成其事,君子学以致其道.(≪論語․子张≫)

자하가 말했다.모든 장인(기술자)들은 일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

지고 그 일을 이루며,군자는 배워서(학문)그것을 가지고 그 도에 이른

다(도에 통달한다).

(116)子曰 :一朝之忿忘其身以及其亲 非惑 ?(≪論語․顔淵≫)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하루 아침의 분함으로 그 몸을 잊어버리고 그

것으로 그 어버이(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미혹이 아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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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朝之忿’은 뒤의 구 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므로 뒤의 구만을 본

항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 ‘以’앞에 수식구 는 연합구 부사어가 놓인 경우

○ 수식식

(117)賜也亦有惡乎?恶徼以为知 恶不孙以为勇 恶讦以为直 .(≪

論語․陽貨≫)

사(자공) 도 역시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자공이 말했다.)(남의 것

을)엿보아 그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을 미워하며,겸손하지 않으면

서(불손하면서)그것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하는 것을 미워하며,(남의

잘못을)들춰내어 그것을 가지고 곧다고 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118)子曰:詩三百一 以蔽之,曰思無邪.(≪論語․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시 삼백 편은 한 마디 말 그걸 가지고 덮는다

면(개 한다면)‘생각에 사악함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

(119)子贡曰 :君子一 以为知 一 以为不知 不可不慎也.(≪論語․

子张≫)44)

자공이 말했다.군자는 한마디 말 그것을 써서 지혜롭다고도 하고,한

마디 말 그것을 써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니,말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20)一人雖聽之 一心以爲有鴻鵠 至 思援弓繳而 之 雖 之俱學 弗

若之矣.(≪孟子․告子上≫)

(다른)한 사람은 비록 그의 말을 들을지라도 한(한쪽)마음으로는 큰

기러기나 고니가 (있어 가지고)장차 이르게 되리라고 여겨서,활의 주

살을 당겨 그것을 쏘아 맞힐 것을 생각한다면,비록 그와 더불어서 함께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21)颜淵死,颜路请子之车以为之椁.…… 吾不徒行以为之椁 以吾从

大夫之后不可徒行也.(≪論語․先進≫)

안연이 죽자,(그의 아버지인)안로가 선생님(공자)의 수 ,그것을 써

44)‘以为’를 하나의 단어로 보지 않고 ‘以’뒤에 다른 동사가 오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두 단어 ‘以+爲’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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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팔아서)연의 덧 을 만들 것을 청하니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

내가 단지 걸어만 다니기로 하고 그것(나의 수 )을 써서(팔아서)그의

덧 을 만들지 않은 것은 내가 부의 뒤(말석)를 좇고(차지하고)있어

서 걸어 다니기만 할 수 없음을 가지고서 습니다(때문이었습니다).

(122)隐居以求其志 行义以达其道.(≪論語․季氏≫)

숨어 살면서 그 게 해서 그 뜻을 구하고,의를 행하여 그 게 해서

그 길에 이른다(그 도를 달성한다).

(123)子夏曰 :君子信而後劳其民,未信则以为厉己也.信而後谏,未信

则以为谤己也.(≪論語․子张≫)

자하가 말했다.군자는 미더워진(신뢰 받은)뒤에야 그 백성을 수고롭

게 하며,아직 미더워지지 않으면(신임하지 않으면)곧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학 한다고 여긴다.미더워진 뒤에야 간하는 것이니,아직 미

더워지지 않아서는 곧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헐뜯는다고 여긴다.

(124)子曰 :加我数年,五十以学易45)可以無大过矣.(≪論語․述而≫)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나에게 몇 년이 더해져서(→몇 년의 시간이

주어져서)50(세)에 그걸 가지고 주역(周易)을 배웠다면,그것을 써서 큰

잘못이 없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수를 단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리수가 있는 ‘五十’은 수식구

에 포함시켰다.

○ 연합식

(125)子貢曰 :夫子溫良恭 讓以得之.(≪論語․學而≫)

자공이 말했다.선생님께서는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손하여(온화함 선량함 공손함 검소함 겸손함)그걸 가지고서(그 게

해서)그것을 얻으셨습니다.

(126)仲弓曰 :居敬而行简以临其民 不亦可乎?居简而行简 無乃大简

乎?(≪論語․雍也≫)

궁이 말했다.거함은 경건하고 행은 간소(소탈)하여 그것을 가지고

45)‘五十’을 ‘卒’자를 둘로 쪼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지고서 주역

을 배우는 일을 마쳤다면’으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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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 해서]그 백성에게 임하면 역시 되지 않겠습니까?거함도 간

소하고 행이 간소하다면 곧(바로)크게(지나치게)간소함이 없겠습니까?

(127)夫人蠶繅以爲衣服.(≪孟子․藤文公下≫)

부인들은 에를 치고 고치를 켜서 그래 가지고 옷을 만든다.

○ 혼합식

(128)行有餘力則以學文.(≪論語․學而≫)

행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곧 그것을 가지고 을 배운다.

‘行有餘力’은 연합구(‘行+有餘力’)부사어이고,이것이 부사 ‘則’과 함께

‘以’이하를 수식한다.

(129)三分天下有其二以服事殷,周之德 其可谓至德也已矣.(≪論語․泰

伯≫)

천하를 셋으로 나 어 그 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복종하여

은나라를 섬겼으니 주의 덕은 그 덕이 지극하다고 이를 수 있을 따름이

다.

‘三分天下+有其二’를 수식 계로 여긴다.

(130)夫达也 质直而好义 察 而观色 虑以下人.(≪論語․顔淵≫)

이른다는 것은(통달이란)질박하고 정직해서 옳음을 좋아하고,(남의)

말을 살피되 얼굴빛을 보아,사려하여 그 게 해서 남보다 낮추는 것이

다.

‘质直而好义 察 而观色’+‘虑’의 계를 수식 계로 보았다.문맥을 보

기에 따라서는 ‘质直而好义’․‘察 而观色’․‘虑’를 연합 계로 생각할 수

있는 이다.

② 단어+以+주술구 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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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뒤의 술어가 주술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드물게 보인다.

(131)子夏曰 :虽 道,必有可观 焉,致远恐泥,是以君子不为也.(≪論

語․子张≫)

자하가 말했다.비록 작은 길(기술이나 기 등)일지라도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지만,멀리 이르는 데(높은 진리를 통달함에)진흙(지장)이

될까 두려워한다.이에 그것을 가지고 군자는 (배우려)하지 않는다.

(132)子贡曰 :纣之不善 不如是之甚也.是以君子恶居下流,天下之恶皆

归焉.(≪論語․子张≫)

자공이 말했다.(상나라)주왕이 좋지 않음(나쁨)이 (세상에서 일컫는

것처럼)이와 같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이에 그것을 가지고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것을 싫어하는데,(일단 하류에 처하게 되면)천하의 악

이 다 그에게로 돌아가서이다.

‘是’는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以是’의 도치가 아니라 다른 어휘가 쓰

인 경우와 함께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 다고 보면 같은 어순과 형식에

한 일 성이 갖추어진다.‘以’는 통사상 제1술어이고 제2술어가 주술

구로 되어 있는 가 된다.고 한어에서는 물론이요 한어에서도 주

술구는 술어가 되어 주술술어문을 형성하기도 하고,주어나 목 어가 되

기도 한다.다른 단어나 다른 형식의 구와 더불어 연합 술어를 구성하기

도 한다.

3.1.4술어+以( 는 以+술어[술어+목 어])

본 항은 ‘以( 는 以+술[술+목])’ 체가 앞 술어의 목 어가 되는 경우

이다.이것은 다른 술어나 ‘술+목’형식이 어떤 동사나 형용사의 목 어가

되는 것과 평행하다.만약에 이 경우의 ‘以’를 개사라고 한다면 개사나

개사구( 치사구)가 목 어가 되는 것인데 이때 생기는 기술상의 모순에

해서는 언 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다음의 세 가

지로 나 어 살핀다.



3.통사 구조 분석을 통한 ‘以’의 성격 검토 69

(1)술어가 일반 동사인 경우

(133)君子不施其亲 不使大臣怨乎不以.(≪論語․微子≫)

군자는 그 친척을 외면하지(버리지)아니하며 신으로 하여 (의견

이)쓰임 받지 않음(써주지 않음,쓰지 않음)을 원망하지 않게 한다.

‘怨+以’는 술목구조이다.‘以’를 부정하는 ‘不’이 놓인 ‘怨+不以’역시 술

목구조이다.‘乎’를 이 에서 개사로 보지 않았다.술어 뒤에 쓰인 경우

도 구말이나 문말에 쓰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라고 본다.즉,기본

으로 ‘怨+不以’(술목)의 구조이며,의문 어기조사 ‘乎’가 붙어 ‘원망하다니’

하는 어기를 보탰을 뿐이라고 여긴다.46)

(2)술어가 ‘有․無’인 경우

(134)無以,則王乎?(≪孟子․梁惠王上≫)

쓸 것(써서 할 것)[→이야기 하는 데 쓸 것]이 없으시다면 곧 왕 노릇

하는 것은(왕도정치는)요?

(135)子曰 :以吾一日长乎 毋吾以也.(≪論語․先進≫)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내가 희보다 하루 길 테지 하는 것을 가지

46) 범 한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 ‘乎’는 이것이 끝에 놓이는 구[독립

하면 문장으로 쓰일 수 있는 형식]가 문장 의 어떤 성분으로 쓰여도 ‘乎’를

그 로 쓴다.고 한어의 이러한 특징에 의거하여 개사로 여기지 않고 조사

로 여긴다. 컨 “不知[周之夢爲胡蝶 胡蝶之夢爲周 ?](≪莊子․齊物論

≫)(장주가 꿈에 호 이 되었는지 호 이 꿈에 장주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

겠다.)”에서 ‘[周之夢爲胡蝶 胡蝶之夢爲周 ?]’는 의문 형식으로서 ‘知’의 목

어가 되는 구이지만 이것의 본래 형식을 그 로 갖추고 쓰 다.

뒤에 다른 성분을 수반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컨 “無[或乎王之不智]也.

(≪孟子․告子上≫)(왕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의아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의아하게 여기다니 그럴 것이 없습니다.])”에서 ‘[或(=惑)乎+王之不智]’는

‘술+목’구조로서 다시 ‘無’의 목 어가 되었지만 ‘乎’는 제거되지 않았다.安

奇燮(2012:295-296)참조.

종래 개사로 여기고 ‘於(于)’와 동일시한 이지만 상술한 이유로 인해 조

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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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가 희보다 나이가 좀 많을 테니 하는 것을 가지고)나를 써주

는 사람이(써주는 경우가)없다.

‘毋’가 ‘以+목’의 형식(여기에서는 도치형임)을 목 어로 취한 이다.

‘無’는 ‘有’에 상 되는 동사이다.‘有’는 ‘있음’을 의미하며,‘無’는 ‘없음’

을 의미한다.그런데 ‘無’와 기본 으로 같은 성질을 보이는 동사들이 몇

개 더 있다.‘毋’․‘莫’․‘勿’등이 표 인 것들이다. 지의 문맥에 많이

쓰인 탓으로 지를 뜻하는 부정부사로 여김을 기 으로 하고 있으나,

의 에서와 같이 지의 문맥을 갖지 않은 경우도 있다.즉,‘毋’로 말

미암아 ‘以吾’(술+목)가 ‘吾以’(목+술)로 도치된 형식으로 여기는 경우인

데,‘나를 써주는 사람( 는 경우)이 없다’를 뜻하므로 문장의 용도상으로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다.‘毋’는 ‘無’와 마찬가지로 ‘吾以’를 목 어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고 한어에서 평서문과 명령문은 형식이 같아 문맥

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정 명령이건 부정 명령이건 마찬가

지이다.부정 명령일 때도 평서문과 같은 형식으로 표 한다.‘無’류 동

사가 술어성의 목 어를 취하면 ‘～할 것이(～하는 경우가,～하는 사람

이)없다’를 뜻한다.문맥에 의해서 평서문의 역할을 하는지 지의 명령

을 나타내는지를 단할 수 있다.요컨 표 이 립 이라고 할 수 있

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어떤 술어가 술어성 성분,즉 ‘술어’ 는 ‘술+목’을 목 어로 취할 때

의 특징은 ‘有’나 ‘無’류 동사가 이런 형식의 술어성 목 어를 취할 때 잘

나타난다.

(136)好仁 無以尚之.(≪論語․里仁≫)

어짊을 좋아하는 사람은 써서(가지고서)그를 (더)높일 것이 없다.[비

교:그 이상으로 그것(어짊)을 높일 것이 없다]

‘有’․‘無’의 목 어가 되는 ‘以+술+목’ 의 ‘以’와 ‘술’ 는 ‘술+목’간

의 의미 계는 통상 수식 계임을 보인다.이 형식 의 ‘以’도 동사로

여기면 된다.‘以+술’은 본질 으로 술어의 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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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처럼 다른 술어의 목 어가 되는 ‘以+술+목’앞에 부사어가 놓

이기도 한다.

(137)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杀身以成仁.(≪論語․衛靈公≫)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뜻이 높은 선비와 (덕행이 있는)어진 이는

살기를 바라서 그것을 가지고 어짊을 해치는 일은 없고 자신을 죽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짊을 이루는 일은 있다.

‘求生’과 ‘杀身’은 각각 ‘以+술+목’형식 앞에 놓여 문장 성분상 부사어로

쓰 고,이러한 결합 체를 ‘有’와 ‘無’가 목 어로 취하고 있다.

(138)不学诗 無以 .…… 不学禮 無以立.(≪論語․季氏≫)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가지고서 말할 것이 없다.…… 를 공부하지

않으면 가지고서 설 것이 없다.

(139)叔孙武叔毁仲尼.子贡曰 :無以为也!(≪論語․子张≫)

손숙 무숙이 니를 헐뜯었다.자공이 말했다.써서(가지고서,→헐뜯

음을 가지고서)할 것이 없습니다(그래 야 소용없습니다).

(140)朕躬有罪,無以萬方,萬方有罪,罪在朕躬.(≪論語․尧曰≫)

의 몸에 죄가 있으면 만방에 쓸 것이(미치게 할 것이)없으시며,만

방에 죄가 있다면 죄는 의 몸에 있습니다.

(141)孔子曰 :不知命 無以为君子也,不知禮 無以立也,不知 無以知

人也.(≪論語․堯曰≫)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천명을 알지 못하면 가지고서 군자가 될 것이

없고, 를 알지 못하면 가지고서 설(입신할)것이 없고,말을 알지 못하

면 가지고서 사람을 알(이해할)것이 없다.

(142)殺人以梃 有以異乎?(≪孟子․梁惠王上≫)

사람을 죽임에 몽둥이를 쓰는(써서 하는)것은(이)날이 있는 것(칼,창)

과 더불면(더불어 비교하면)[→날이 있는 것으로 죽이는 것과 더불어 비

교하면](그것을)가지고서 다를 것(달리 여길 것)이 있습니까?

(143)叟不遠千里而來,亦 有以利吾國乎?(≪孟子․梁惠王上≫)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오셨으니,역시 장차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함이(할 것이)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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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以’의 목 어의 ‘생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앞에서 든

문을 활용하여 논하기로 한다.

(144)南容三復白圭,孔子以其兄之子妻之.(≪論語․先進≫)

남용이 백규의 시(‘흰 규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우리들 말 속

의 티는 어쩔 수 없다’는 시)를 세 번씩 반복하니(되풀이하여 외우니),

공자가 그의 형의 자녀를 써서(가지고)그에게 시집보냈다(아내 삼게 하

다).

(145)子畏於匡,颜淵後.子曰 :吾以女为死矣.(≪論語․先進≫)

선생님께서 땅에서 경계하시는데,안연이 뒤늦게 왔다.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나는 를 가지고 죽었다고 여겼다(죽은 알았다).

문은 ‘以+목+술+목’의 형식이다.‘以其兄之子’,‘以女’는 부사어가

된다.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거나 후하여 문맥이 갖추어져 있거나 반

복해서 말하게 될 경우,‘以’는 목 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즉,‘以

妻之’,‘以为死’라고만 말하게 된다.‘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개사인

지 동사인지 하는 단만 남는다.‘以’가 뒤에 오는 목 어의 다양한 의

미를 달하기 해서는 실질 인 한 가지 의미를 가져야 이 ‘以’를 머릿

속에 장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以’는 실질

의미 성분인 실사로서 품사를 나 는 한,동사라고 할 수 있다.특히 ‘不

学诗,無以 ’,‘不学禮,無以立’같은 는 목 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以’가 그 로 ‘用’의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

각 ‘써서 말할 것이 없다’,‘써서 설 것이 없다’를 뜻한다.목 어를 보충

하여 ‘그것을 써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以’의 목 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 있는 이다.

(146)君子不以绀緅饰,红紫不以为亵服.…… 狐貉之厚以居.…… 羔裘

玄冠不以弔.(≪論語․鄕黨≫)

군자는 (검은색에 가까운)감색과 아청색(붉은색)을 가지고(써서)옷

깃을 달지 않았으며 ( 색에 가까운)붉은색과 자주색은 그것을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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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복을 만들지 않았다.…… (실내에서는)여우나 담비의 두꺼운 털,

그것을 가지고 생활했다.…… 검은 염소 가죽옷이나 검은 (모자)은

그것을 가지고 조문을 가지 않았다.

‘以绀緅饰’은 ‘以(술)+绀緅(목)’으로서 ‘以’가 목 어를 취한 경우이고,

‘以为亵服’은 ‘以’의 목 어가 없는 경우이다.목 어를 갖추어 쓴다면 무

엇이 들어가야 할지는 문맥에 나타나 있다.여기에서는 ‘紅紫’가 그에 해

당하며 사 ‘之’로 받을 수도 있지만 쓰지 않았다.‘以居’와 ‘以弔’는 첫

번째 술어인 ‘以’뿐만 아니라 두 번째 술어 한 목 어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역시 의미상 ‘以’의 목 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문맥에 드러나

있다.역시 ‘之’같은 단어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쓰지 않았다.이것

이 곧 ‘以’의 쓰임이다.

생략이란 두 가지 표 방법이 있을 때 갖추어진 기본 형식에 의거․

비하여 어떤 말이 쓰이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련하여 종래의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 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以’가 ‘개사’라면 그것의 목 어가 어떻게 생략될 수 있는지 하

는 이다.‘以’를 ‘허사’인 개사로 여긴다면 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것의 목 어인 실사 성분이 없이 문의가 달될 수는 없을 것이다.허

사란 의존 인 성분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실사에서 문법화된(허화된)

단어라면 더욱 그러하다.목 어를 생략할 수 있다면 다른 동사가 목

어를 생략한 채 쓰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以’는 실질 인 의미를 갖는

성분인 ‘동사’라야 한다.목 어가 갖추어진 형식에서 ‘以’의 실질 인 의

미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종래의 기술에서 드러나는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만약에 개사로 여기게 되면 통사상 허사인 ‘以’가 단독으로

뒤의 술어를 수식한다는 설명이 따르게 되는데 의미를 지닌 구체 인 성

분이 아니고서는 수식어가 될 수 없다.

둘째,‘以’가 목 어를 수반하여 단독으로 술부를 구성할 뿐 뒤따르는

다른 술어가 없을 때와 어법 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할 방법이 없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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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실사이고,뒤에 다른 술어가 오면 허사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

울 듯하다.즉,다음 의 ‘以’는 실사(동사)인 데 반해,앞 는 뒤에

다른 술어가 오는 경우는 허사(개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상․통사상

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147)宰我对曰：夏后氏以松,殷人以柏,周人以栗曰使民战栗.(≪論語․

八佾≫)

재아가 답하여 말했다.[社神(땅귀신)단의 주 에 나무를 심음에]

하나라는 소나무를 썼고 은나라 사람들은 측백나무를 썼는데,주나라 사

람들이 밤나무를 쓴 것은 [栗의 음이 慄과 같아서]백성들로 하여

율 하려 함이었다고 합니다.

(148)子曰：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論語․學而

≫)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천승의 나라를 다스림에는 일을 신 히 하여

미덥고(신의를 지키고), 이를 약하여 사람을 아끼며,백성을 부림

에는 (알맞은)때를 써서 한다(제때를 이용한다).

셋째,종래 ‘狐貉之厚以居’(여우나 담비의 두꺼운 털,그것을 가지고 생

활했다)와 같은 경우는 ‘狐貉之厚以’를 ‘以狐貉之厚’의 도치형으로 여겨

‘以’는 목 어를 뒤에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그 유일한 근거는

‘狐貉之厚’처럼 ‘以’앞의 성분이 명사 내지 명사성 어구로 생각되는 것인

데,‘红紫不以为亵服’(붉은색과 자주색은 그것을 써서 평상복을 만들지

않았다)나 ‘羔裘玄冠不以弔’(검은 염소 가죽옷이나 검은 은 그것을 가

지고 조문을 가지 않았다)와 같은 경우에는 ‘紅紫’와 ‘羔裘玄冠’은 모두

명사성 어구이지만 ‘以’앞에 ‘不’이 있는 계로 ‘紅紫’와 ‘羔裘玄冠’을

‘以紅紫’와 ‘以羔裘玄冠’의 도치라고 말하지 못한다.일 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다음 를 보자.만약에 ‘以’를 개사로 여기고자 한다면 ‘不

以红紫为亵服’와 같이 부사어의 치에 쓰이는 어순만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149)子曰 :参乎!吾道一以贯之.(≪論語․里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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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도는 하나,그것으로(→하나를 가지고,→하나로)그 것(내 도)

을 꿰고 있다.[하나로 꿰어 있다]

(150)子曰 :我非生而知之 好古 敏以求之 也.(≪論語․述而≫)

…… 민첩함 그것을 가지고 ( 는 ‘민첩하게 해서 그 게 해 가지고’)

그것을(무엇을)찾았다(구했다).[ 는 ‘～한 사람이 아니라,～한 사람이

다’]

(151)子曰:詩三百一 以蔽之,曰思無邪.(≪論語․爲政≫)

…… 한 마디 말 그것을 가지고 덮는다면(개 한다면)……

이들 의 ‘一以’,‘敏’,‘一 ’등에 해서도 쉽게 ‘以’의 목 어의

도치라고 말한다.그런데 다음 의 ‘居敬而行简以’와 ‘隐居以’ ‘行

义以’에 해서는 ‘以居敬而行简’와 ‘以隐居’ ‘以行义’의 도치라고 말하

지 못한다.

(152)仲弓曰 :居敬而行简以临其民 不亦可乎?(≪論語․雍也≫)

…… 거함은 경건하고 행은 간소(소탈)하여 그것을 가지고[→그 게

해서]그 백성에게 임하면 ……

(153)隐居以求其志 行义以达其道.(≪論語․季氏≫)

숨어 살면서 그 게 해서 그 뜻을 구하고,의를 행하여 그 게 해서

그 길에 이른다(그 도를 달성한다)

개사의 도치라는 설명의 모순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어에서 모든 실사류 단어의 품사를 나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

외로 하더라도,목 어가 되는 단어는 품사를 가리지 않으며 구 역시 각

종 형식을 모두 목 어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개사’로서의 ‘以’의 도치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면,실사로 여겨

동일한 구조 형식을 일 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요컨 ‘以’는 동사성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실사로 여기고 정상 어

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3)술어가 ‘可․足․能’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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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子曰:吾 回 終日,不違 如愚 而,省其私 亦足以發.(≪論

語․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내가 안회(顔回)와 더불어 종일 말을 하고 있

어도 거스르지 않아서 어리석은 것 같지만 물러나고 나서(물러난 뒤에),

그 사사로움(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면 역시 그것(내 말)을 써서(가지고

서)펴기에(발 하기에)충분하다.

(155)子曰：温故而知新 可以为师矣.(≪論語․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옛 것을 익 서 새로운 것을 안다면 그것을

써서(그것을 가지고)스승이 될 수 있다.

(156)子曰：不仁 不可以久处约 不可以长处乐.(≪論語․里仁≫)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어질지 못한 사람은[어질지 못하면](처하는

데)가지고서(→그래 가지고서는)오래도록 곤궁함에 처하지(있지)못하

고,가지고서 길이 즐거움에 처하지도 못한다.

(157)子曰 :能以禮让为国乎47),何有?不能以禮让为国,如禮何?(≪論

語․里仁≫)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 의와 겸양을 써서(가지고)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야,무엇이(무슨 어려움이)있겠는가? 의와 겸양을 써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의 같은 것이 무엇이겠는가(무슨 소용이겠는가)?

‘可以’에 해서는 고 한어 의 복합사로 많이 여긴다.그러면서도

‘足以’를 한 단어로 여기는 경우는 드물고,‘能以’는 아 한 단어로 여기

는 경우가 없는 듯하다.이와 같이 동일한 형식에 하여 일 성 없는

설명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아마도 체 文意에 바탕을 두고 한

어에서 이것들의 유무와 쓰이는 정도를 고려하여 직 으로 단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와 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可以’가 어느 시기에

단어가 되었는가를 고찰하는 문제는 쉽지 않으며,이 에서 다루지 않

는다.다만 고 한어,특히 선진․양한 시기의 한어에서는 ‘足+以’,‘能+

以’와 마찬가지로 두 단어로 쓰여 역시 ‘可+以’로 나 어 보아야 할 듯하

다.

47)‘乎’는 의문조사의 범주에 들며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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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可,足,能’류는 모두 그 이하의 성분을 목 어로 취한다고

여겨 분석하 다.‘以’의 쓰임을 다른 어휘와 함께 쓰인 경우와 마찬가지

로 일 되게 보려는 에 의거해서이다.

(158)子曰 :中人以上 可以語上也,中人以下 不可以語上也.(≪論語․

雍也≫)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 인( 간 정도 수 의 사람)그것을 가지고

로 올라가서는( 로는)(높은 이상을)써서(가지고서)말할 수 있지만,

인( 간 정도 수 의 사람)그것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서는(아래로

는)써서 말할 수 없다.

(159)曾子曰 :可以托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临大节而不可夺也 君

子人 ?(≪論語․泰伯≫)

증자가 말했다.가지고서 육 척의 어린 고아(임 )를 맡길 수 있으며,

가지고서 100리의 사명을 기탁할 수 있으며,큰 개로 임하여 (난국에

도)(그 개를)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160)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远.(≪論語․泰伯≫)

증자가 말했다.선비는 (자기의 신분을)가지고서 넓고(포용력이 있

고)굳세지(강인하지)않을 수 없다(않으면 안 된다).책임이 무겁고 길

이 멀다.

(161)子路终身诵之.子曰 :是道也,何足以臧?(≪論語․子罕≫)

자로가 항상 그것을 외웠다.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이것이 길(도)이

기는 하나 무엇으로(어 )이것을 가지고서 착하다고 하기에 족하겠는

가?

(162)子曰 :片 可以折狱 其由也 ?(≪論語․顔淵≫)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한 조각의 말(한마디)로,그것을 가지고 재

을 결단할( 결할)수 있는 사람은 그 유(자로)이겠지?

(163)子曰 :善人为邦百年 亦可以勝残去杀矣.(≪論語․子路≫)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좋은 사람(善人)이 나라를 해 백 년 동안

일하면(나라를 백 년 동안 다스리면)역시 그것을 가지고 잔악함(잔악한

사람)을 이기고 죽임(살육)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 다.

(164)定公问 :一 而可以兴邦,有诸?孔子对曰 : 不可以若是其幾

也.(≪論語․子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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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라)정공이 물었다.한마디 말,그것을 써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공자께서 답하여 말 하셨다.말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기 할 수는 없습니다.

(165)曰 : 必信,行必果,硜硜然 人哉!抑亦可以为次矣.(≪論語․子

路≫)

(공자께서)말 하셨다.말이 필시 미덥고(신실하고),행동이 필시 과

단성이 있으면,완고하여(완고함이)소인일 것이로다!그래도( 러 두고)

역시 그것으로(그것을 가지고서)버 (그 다음)이 될 수는 있다.

(166)子曰 :南人有 曰 人而無恒 不可以作巫医.(≪論語․子路≫)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남쪽 사람들의 말에 ‘사람이면서 항상성(항심

[恒心])이 없으면 가지고서 무당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고 하 다.

(167)子曰 :善人教民七年 亦可以卽戎矣.(≪論語․子路≫)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좋은 사람이 7년 동안 백성을 가르치면 역시

그것을 가지고 장(战场)에 나아갈 만하게(나아갈 수 있게)된다.

(168)克伐怨欲不行焉 可以为仁矣?子曰 :可以为难矣,仁则吾不知也.

(≪論語․憲問≫)

(원헌이 물었다.)이기려 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욕심을 부리는 일은

(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질다고 할 만합니까?선생님께

서 말 하셨다.(그걸)가지고서 (하기)어렵다고는 할 만하지만,어질다

는 것은 곧 나는 알지 못하겠다.

(169)子曰 :士而懷居,不足以为士矣.(≪論語․憲問≫)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선비이면서 편안히 거처함을 마음에 품는다

면,(그것을)가지고서 선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170)子曰 :孟公绰为赵魏 则優 不可以为滕薛大夫.(≪論語․憲問≫)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맹공작은 조나라나 나라의 원로(가신)가 되

기에는(원로로 삼는 데는)우수하지만(충분하지만),가지고서 등나라나

설나라의 부는 되지( 부로 삼지는)못한다.

(171)见利思义 见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 ,亦可以为成人矣.(≪論語․

憲問≫)

이로움을 보고는 의로움을 생각하며 함을 보고는 목숨을 내놓으

며 오래된 약속에 평상시의 말을 잊지 않으면 한 그것을 가지고 된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3.통사 구조 분석을 통한 ‘以’의 성격 검토 79

(172)公叔文子之臣大夫僎 文子同升诸公.子闻之曰 :可以为文矣.(≪

論語․憲問≫)

공숙문자의 신하인 부 선(僎)이 문자와 더불어 같이 여러 공의 조

회 자리에 올랐다.선생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 하셨다.그를 가지

고 (시호를)문(文)이라고 할 만하다.

(173)子贡问曰 :有一 而可以终身行之 乎?(≪論語․衛靈公≫)

자공이 물어 말했다.한 마디 말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가지고서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한 마디

말이 있습니까?)

(174)恭则不侮 宽则得众 信则人任焉 敏则有功 惠则足以使人.(≪論

語․陽貨≫)

공손하면 곧 모욕을 당하지 않고, 하면 곧 무리를 얻고,미더우면

곧 남이 (그에게)일을 맡기며,민첩하면 곧 공이 있게 되며,은혜로우면

(은혜를 베풀면)곧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기에 족하다.

(175)子曰 : 子何莫学夫诗?诗 可以兴 可以观 可以群 可以怨.(≪論

語․陽貨≫)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 희들은 무엇으로(어 ) 시를 배우는 일

이 없느냐?시는 그것을 가지고 감흥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펴 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무리 지을(사람과 어울릴)수 있고 그

것을 가지고 탓할 수 있다.

(176)柳下惠为士师 三黜.人曰 :子未可以去乎?(≪論語․微子≫)

유하혜가 사사(옥 )가 되어 세 번이나 직되었다.어떤 사람이 말했

다.그 는 아직도(그래도)(그 게 해)가지고서 노나라를 떠나지 못하

는가?

(177)子张问於孔子曰 :何如斯可以从政矣?子曰 : 五美 屏四恶 斯

可以从政矣.(≪論語․堯曰≫)

자장이 공자에게 물어 말했다.무엇과 같이 하면(어떻게 하면)이에

(이 게 해서)그걸 가지고서 정치에 종사할 만하게 되겠습니까?선생

님께서 말 하셨다.다섯 가지 아름다움(미덕)을 존 하고 네 가지 나쁨

(악)을 물리친다면 이에 그걸 가지고서 정치에 종사할 만하게 된다.

(178)數口之家可以無飢矣.(≪孟子․梁惠王上≫)

몇 식구의 가정이 (그것을)가지고서 굶주리는 일이 없을 수 있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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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179) 固不可以敵大,寡固不可以敵衆,弱固不可以敵强.(≪孟子․梁惠

王上≫)

작은 것은 본디 (그것을)가지고서 큰 것을 할 수 없으며, 은

것은 본디 (그것을)가지고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며,약한 것은

본디 (그것을)가지고서 강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180)若寡人 可以保民乎?(≪孟子․梁惠王上≫)

과인 같은 사람이 가지고서 백성들을 보호하여 기를 수 있겠습니까?

(181)今恩足以及禽獸而 功不至於百姓 獨何 ?(≪孟子․梁惠王上≫)

이제 은혜가 가지고서 수에게는 미치기 족한데,공이 백성들에게는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유독 무엇이겠습니까(어째서이겠습니까)?

(182)有孺子歌曰 滄浪之水淸兮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可以濯我足.

(≪孟子․離婁上≫)

어린 아이가 (있어)다음과 같이 노래하 다.창랑의 물이 맑으면 (그

것을)가지고서 내 갓끈을 씻을 수가 있고,창랑의 물이 흐리면 (그것

을)가지고서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지.

‘可,足,能’등이 핵심 술어이며 ‘以’이하가 이것들의 목 어로 쓰

다.‘以’이하는 결국 ‘以(술)’,‘以(술1)+술2’,‘以(술1)+술2+목’형식으로

요약된다.

3.1.5所+以+술어( 는 [술어+목 어])

(1)주어로 쓰인 경우

‘주어+(之)+所+以+(○)’의 형태로 문장의 체 주어가 되는 것이 보통

이다.

(183)臣所以不死 爲此事也.(≪國語․越語下≫)

신이 [가지고서]죽지 못 하는 바[까닭]는 이 일을 해서입니다.

(184)吾所以爲此 以先國家之急而後私讎也.(≪史記․廉頗藺相如列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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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게 하는 바는 국가의 함을 우선시하고 사사로운 원한

계를 뒤로 함으로써입니다.

(185)彊秦之所以不敢加兵于趙 徒以吾兩人在也.(≪史記․廉頗藺相如

列傳≫)

강한 秦나라가 감히 趙나라에 군 를 보내어 침략하지 못하는 바(이

유)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입니다[→ 있기 때문입니

다].

(186)陳軫 曰:夫秦之所以重楚 以其有齊地也.(≪史記․陳軫列傳≫)

진진이 답하여 말했다. 진나라가 나라를 시하는 바의 것은

[까닭은]그것이 제나라의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입니다[있기 때문입니

다].

(2)목 어로 쓰인 경우

‘술(동사)+(其)+所+以+(○)’의 형식을 보인다.

‘所’이하는 ‘以+술( 는 [술+목])’형식을 기본으로 한다.‘所’앞에는

지시 사 ‘其’가 놓이기도 한다.

(187)子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已知 求为可知也.(≪論語․里仁

≫)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자리(직 )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써서(가

지고서)설 바[직무를 맡을 능력이 있는지를]를 근심하며,자기를 알아

주는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지 않으며 (남이)알 수 있게(알아주게)되기

를 추구하는 것이다.

(188)吾黨之 子狂简斐然成章不知所以裁之.(≪論語․公冶長≫)

우리(내)고향(향당)의 은이들은 뜻은 높지만 세상 일( 실)에 서툴

러서,(학문은)이루어 두드러지되 가지고서 그것을 마를(재단할,조

할)바를[→잘 사용할 을]알지 못한다.

(189)子曰：视其所以 观其所由 察其所安,人焉廋哉?人焉廋哉?(≪論

語․爲政≫)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그 쓰는(쓴)[사용하는 바의 것→사용하는 것]

을 보고,그 비롯한 바(말미암은 바→연유,까닭)를 찰하며,그 편안히

여기는(안주하는)바를 살피면,사람이 어디에 숨겠는가?사람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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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겠는가?

(190)故釋宣王之成法而法其所以爲法.(≪呂氏春秋․察今≫)

까닭에 선왕이 법을 이룬[완성한]것을 풀어서 그 [가지고서]법으로

할 바를 법 삼았다.

‘视其所以’의 경우는 ‘所+以’형식의 ‘以’뒤에 다른 술어가 이어지지 않

고 ‘所’字 뒤에서 단독으로 술어성을 지니는 이다.‘以’의 동사성을 분

명하게 알 수 있는 출발 이 된다.

(3)술어로 쓰인 경우

주어+술어[주어+(조사 ‘之’)+所+以+(○)]의 형식을 보인다.

(191)彼兵 所以禁 除害也 非爭奪也.(荀子․議兵≫)

군 란 [가지고서]난폭함을 하고 해침을 제거하는 바[의 것]이

지 다투고 빼앗는 것이 아니다.

(192)斯民也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論語․衛靈公≫)

이 백성들도 하상주 삼 가 곧은 도를 써서(가지고)행한 바여서이다

(→행했기 때문이다).

3.1.6 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사 형식의 차이를 가지고 말하면,종래 동

사와 개사로 나 경계는 ‘以’ 는 ‘以+목 어’가 다른 술어와 함께 쓰이

는지 쓰이지 않는지에 의한 것임이 잘 드러난다.즉,다른 술어와 함께

쓰인 경우는 모두 개사로 여겨 왔다.여러 가지 통사 형식으로 나 었지

만,통사 형식의 차이에 계없이 통해질 수 있는 ‘以’의 기능은 한 가지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문맥을 나타내는 데 ‘以’의 기능의 차이가 작용했다고 보

기 어렵다.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의 목 어(생략된 목 어 포함)의

의미와 연 된 다른 술어의 의미에 의해 드러남을 알 수 있다.지 까지



3.통사 구조 분석을 통한 ‘以’의 성격 검토 83

품사의 차이로 여겨 구별해왔던 ‘동사+목 어’와 ‘以+목 어’의 형식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다.‘以’의 여러 기능이라고 설명해온 차이가 ‘以’

의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기능 변별의 근거가 ‘以’가 다수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以’의 목 어(생략된 경우 포함)가 의미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 할 수

있으려면 일 된 하나의 실질 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以’를 하나의 의

미 성분으로 볼 때 합한 품사는 동사이다.종래 개사로 여겨왔던 ‘以’

의 공통 기능을 추 하면 ‘쓰다(가지다),써서 하다(가지고 하다)’라는 의

미라고 할 수 있다.이로써 각종의 의미와 문맥 계의 핵심 내용을 뜻하

는 목 어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뒤에 오는 목 어의 실질 의미에

의해서 종래 語法意義(어법기능)라고 여겨온 여러 문맥의 분류가 가능할

뿐이다.번역에는 이 문맥을 나타내는 어휘가 동원되지만 그것이 ‘以’의

다항 어법의의이거나 다항 의미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가

능한 한,‘쓰다(가지다),써서 하다(가지고 하다)’를 심으로 이해하면 문

맥의 차이에 계없이 일 되는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를 보이기

해 번역문의 문맥은 모두 동사로 여겨 번역하는 방식을 취하 다.공

통되는 하나의 의미로 꿸 수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개사로 보고 다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 어 설명하는 복잡성이 동사에서 개사

로의 허화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번역으로부터 한

국어나 한어의 어휘 체계에 맞추어 다시 번역하는 데는 상이한 어휘

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以’의 복수 어법의의 내지 의미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개사의 여러 기능으로 나 는 방식이 화자와 청자의 두뇌 속에 장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우리가 이러한 분류를 배워서 기억하

고 사용하기조차 어려운데 실제 언어에서 이러한 분별이 가능했을지 다

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능 설명에 사용한 용어를 통해서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여

긴다. 국 학자들이 ‘以’의 기능을 설명하는 말은 다양하다.≪馬氏文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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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介紹’라는 말을 사용한 이래,‘介入’,‘引進’,‘當○解(講)’,‘相當於’,

‘表示’,‘表’등의 단어를 사용하 다.‘表示’,‘表’라는 말 이외에는 사실

‘以’의 기능을 설명하는 말이라기보다 ‘以’뒤에 오는 말의 의미를 문맥에

맞추어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어떤 것을 ‘이끌다’라는 이 모호한

말이 ‘以’의 기능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이것의 기능은 사실 한 가지가 된

다.

요한 은 ‘表示’를 사용한 경우를 비롯하여 논 에서 ‘以’의 ‘功能’

(기능)내지 ‘語法意義’라고 분류한 항목들이 이들 용어의 목 어가 뜻하

는 실질 인 의미 는 여기에 문맥이 추가된 것이라는 사실이다.즉,

‘以’뒤에 오는 어휘들의 의미 분류로 ‘以’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사람마다 분류 항목의 수와 내용에 지 않은 차이가 있

게 된다.이것들을 虛詞로서의 ‘以’의 기능 내지 어법의의라고 하기는 어

렵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以’의 의미는 하나 정도로 충분히 아우

를 수 있는 실질 인 내용이라고 보았다.어떠한 통사 형식과 문맥에서

도 공통되는 의미를 지닌 성분이라 할 수 있다.그 기에 목 어를 생략

할 수도 있고,의미상으로는 목 어로 취할 수도 있는 말이 다른 통사

형식을 통하여 ‘以’의 앞에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 ‘以’의 기능 기술에 사용된 ‘이끌다(引進)’류의 표 은 이것의

기능을 말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爲’등의 다른 개사들에 해

서도 종종 같은 표 을 사용한다.뒤에 오는 말을 이끄는 것은 다 마찬

가지이다.즉,이 표 이 ‘以’의 다수 기능을 뜻하지 않는다.‘나타낸다(表

示)’류의 표 은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以’자체의 다수 기능을 설명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이끌다’이든 ‘나타내다’이든 설명된 내용

은 허사로 여기는 ‘以’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기능이라고 설명된 내

용은 모두 ‘以’의 뒤에 오는 실사들이 지닌 의미와 문맥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들 의미와 문맥을 손상하지 않는 ‘以’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다양한 의미를 아우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以+목 어’

가 다른 술어 앞에 오는 경우와 뒤에 오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면 이 물



3.통사 구조 분석을 통한 ‘以’의 성격 검토 85

음에 한 답을 얻을 수 있다.즉,‘以+목 어’에 뒤따르는 술어가 어떠한

동작 행 를 나타내든지 그것을 하는 데 쓴(쓰이는)어떤 것으로 총 된

다.그러니 이것을 ‘쓰다(가지다),써서 하다(가지고 하다)’를 심으로 번

역할 수 있는 단일의 의미 성분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뒤에 오는 여

러 의미의 어휘를 지배하여 다수의 문맥을 형성할 수 있는 말은 이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보면 다른 술어 뒤에 ‘以+목 어’가 놓이는 것을 후치

로 여기고 보어라는 성분명을 부여한 경우와 다른 술어 앞에 놓여 부사

어가 되는 경우에 서로 의미가 같고 모순되어 보이는 문제도 해결된다.

‘以’를 동사로 여기면 에서 논한 통사 형식별 ‘以’의 용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以’가 단독으로 술어가 되는 경우

2.‘以’(술어)+목 어

(1)술부에 ‘以(술어)+목 어’만 있는 경우

(2)단어 부사어+以(술어)+목 어

(3)술어+목 어+以(술어)+목 어

(4)以(술어)+목 어+술어([술어+목 어] 는 [술어+목 어+목 어])

3.以(술어)+술어( 는 [술어+목 어],주술구)

(1)앞에 부사어가 없는 경우

(2)앞에 부사어가 있는 경우

① [단어 는 구(연합구,수식구,술목구)]+以+술어([술어+목 어]

는 [술어+목 어+목 어])

② 단어+以(술어)+주술구 술어

4.술어+목 어<以(술어){ 는 以(술어)+술어[술어+목 어]}>

(1)술어가 일반 동사인 경우

(2)술어가 ‘有․無’인 경우

(3)술어가 ‘可․足․能’등인 경우

5.所+以(술어)+술어( 는 [술어+목 어])

(1)주어로 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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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 어로 쓰인 경우

(3)술어로 쓰인 경우

고 한어에서 ‘개사’를 인정하는 근거이자 배경은 ≪馬氏文通≫이고 이

책에는 개사를 두게 된 납득할 만한 어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한어에 근거한 특별한 이론 근거가 없이 설정된 것이 고 한어의

개사인 것이다.다시 말하면,동사와 개사의 경계가 통사 으로 확연하게

밝 져 있지 않으므로 개사를 존립시킨 어법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

다.오늘날 조사로 분류하고 있는 ‘之’도 ‘以’․‘’․‘爲’등과 더불어 介

字로 분류하 다.

후 로 이어지는 諸家의 동사와 개사의 분별 개사 기능의 구별에

일 성이 없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것은 여 히 어법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추상 이고 주 인 념상으로만 계승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기술상의 후 모순 등에 해서도 돌아보지 않은 듯하다.

‘以’의 쓰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행 개사 기능 기술상의 모순은

다음과 같이 총 할 수 있다.

첫째,개사라면 하나의 개사로서 여러 가지 상이한 기능을 가질 수 없

다.의사소통상 단일의 음성(음운)이 다수의 변별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

은 소리와 의미의 결합이라는 언어의 본질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설령

개사로 여길지라도 같은 개사가 쓰인 문장들이 서로 다른 의미나 통사

계를 보이는 것은 다른 어휘들의 역할이지 개사 자체의 상이한 기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허사인 개사가 목 어를 생략하고 단독으로 쓰인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실사는 상 으로 독립성이 강하며 허사는 의존성이 강하다.

따라서 의존성이 강한 개사가 독립 의미를 갖는 실사 목 어를 생략한

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셋째,개사가 의미를 지니지 않는 기능 성분이라고 여기는 한,동일한

개사가 쓰인 여러 문장의 차이를 나타내는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실사,

즉 하나의 공통된 의미 성분으로서 작용한다.지 까지 각 문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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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해온 여러 가지 내용은 다른 어휘들과의 결합이 구성하는 의미의

차이이다.

3.2‘以’의 기타 의미 항목 검토

본 에서는 ‘以’에 한 ≪辭源≫의 풀이가 보여주는 품사의 종류와

의미항을 심으로 본의 외에 다수의 품사와 인신의가 있는지를 논한다.

종래 ‘쓰다’가 동사 ‘以’의 기본 의미이자 본의이며 다른 인신의를 가지

는 것은 물론,품사도 동사에 그치지 않고 인신과 가차에 의하여 명사․

개사․연사․ 사․부사까지 두루 있는 것으로 기술한 것을 반 하고 있

다.이는 곧 고 한어 어법서와 논문의 내용을 당하게 취합한 결과이

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품사와 그 아래 각기 다른 다항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실제 언어에서 불가능해 보인다.소수의 몇 가지 품사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주로 형태의 변화가 있거나 기능의 차이에 따른 응 계가

뚜렷할 때 가능한 일이다.이러한 어법 표지가 없다면 통사상 특별한 차

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3.2.1동사로 여겨 온 경우

‘以’의 본의와 인신의 범 내의 품사를 상으로 할 때,≪辭源≫의

①用,使用(쓰다,사용하다),②認爲(여기다),③ (더불다),④連及(미치

다)등은 동사에 속하는 의미항이다.이들 다수 의미항의 부여가 필요한

가에 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以’자체의 의미인지 문맥에서 취한 의미

인지가 의심되기 때문이다.후 의 언어로 풀이하게 되면 다항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오인하기가 쉬울 것이다.

① 用,使用 :쓰다,사용하다

繼自今立政,其勿以憸人(≪書․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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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 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사를 세우되,간사한 사람은 쓸 것이

없다.

①은 종래 본의로 여겨 온 것으로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② 認爲 :여기다

[公以]告臧孫,臧孫以難,告郈孫 郈孫以可,勸.(≪左傳․昭25年≫)48)

[공(昭公)이 (이 말을)가지고서]장손에게 일 더니 장손은 그것을

가지고 어렵다 하고,후손에게 일 더니 후손은 그것을 가지고 된다고

하여 (일을)권했다.

②의 ‘認爲’(여기다)라는 의미항이 꼭 필요한지에 해 생각해 보자.이

에서 ‘難’과 ‘可’가 각각 ‘어렵다고 여기다(하다)’와 ‘된다(옳다)고 하다

(여기다)’를 뜻한다.고 한어에서 강조하는 意动용법이나 使動용법을 생

각하면 간단하다.‘以’는 여 히 ‘쓰다(가지다)’를 뜻한다.‘以’의 목 어가

생략된 일반 인 이다.문맥을 취하여 성 히 ‘以’의 의미항을 설정하

는 것은 오류인 듯하다.‘여기다’는 뜻은 ‘難’과 ‘可’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맥이 이를 보조한다.고 한어에서는 ‘曰難’,‘曰可’라고 하지 않아도 된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③ :더불다

各以其耦進 反于 位.(≪ 禮․鄕 禮≫)

각기 그 짝을 가지고[더불고,데리고]활 쏘는 자리로 돌아갔다.

③항 ‘’를 ⑧항 介詞 ⑨항 連詞(1.和 /2.而)와 따로 둔 이유는 무

엇일까?배열 순서로 보면 ③항은 동사로 여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49)

통사 형식상 ⑧항의 介詞와 구별되지 않는다.그래서 ③항의 ‘’(～와

48)≪辭源≫에서는 의 문을 제시하면서 앞의 [公以]를 락시켰다.여기의

‘以’도 앞에서 한 말을 받는 동사이며,‘以告’는 술어의 연 이다.

49)≪辭源≫의 이 항은 동사와 개사의 분별 경계에 한 이론 근거가 없음

을 드러내는 한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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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실은 종래 개사로 여겨 온 이다.본고에서는 이를 동사로 여겨

도 무방할 것으로 보아 ‘더불다’로 풀이한다.50)‘’를 동사로 보든 개사

로 보든 문 “各以其耦進 反于 位.”(≪ 禮․鄕 禮≫)는 한국어로는

“각기 그 짝과 더불어 활 쏘는 자리로 되돌아간다.”가 된다.그런데 ‘以+

其耦’는 ‘以’의 의미를 ‘쓰다,가지다[문맥:→더불다,데리다]’로 보아 ‘술+

목’의 구조로 여겨도 무방하다.‘술+목’형식도 ‘개+목’처럼 다른 술어 앞

에 놓여 수식 성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각기 그 짝을 써서(가지고)

～’를 문맥상 ‘더불고 ～’ 는 ‘데리고 ～’로 의역할 수 있을 뿐이다.‘以

其耦進’ 체가 수식어로서 부사어가 되므로 ‘以’를 개사로 보려는 이들

도 있어서,이 경우는 ‘～와(과)’로 번역함으로써 맞추려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종래의 품사 부여가 자의 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다음

를 보자.

(193)宮之奇以其族行.(≪左傳․僖公五年≫)

궁지기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가지고]( 는 ‘가족과,가족과 함께’)

갔다.

같은 문맥의 를 가지고 이처럼 ≪辭源≫과는 품사를 달리 여겨 ‘인

솔’을 나타내는 개사라고 한 경우이다.굳이 개사로 보려면 둘 다 ‘～와

(과)’인 ‘’와 동일시하여 한어의 ‘和,跟,同’등으로 풀이할 수도 있

었을 것이다.문맥을 취하여 단어의 의미나 기능으로 여김으로 인해 동

일한 통사 형식을 일 성 있게 보지 못하고 자의 으로 품사를 부여한

로 보인다.이 문제는 실사의 본의를 취하면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④ 連及 :미치다

富以其隣.(≪易․ 畜≫)

부유해지면 그 이웃에 쓴다.

‘부를 독 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 어 더불어 행복함’을 나

50)안기섭․정성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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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문맥이다.이러한 문맥에 따라 ‘以’의 응어를 취한다면 ‘連及(미

치다)’뿐만이 아닐 것이다.‘이웃에 쓴’결과 이웃에 미치고,이웃과 더불

고,이웃과 나 는 것이다.‘以’는 여 히 ‘쓰다’를 뜻할 뿐 ‘連及(미치다)’

라는 의미항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2.2명사로 여겨 온 경우

⑤ 緣故 :까닭

何其久也?必有以也.(≪詩․邶風․旄丘≫)

무엇으로(어째서,왜)오래 걸릴까?필시 쓸 것(써서 할 것)[→까닭]이

있어서일 것이다.

‘有’의 후속 성분으로 ‘以’ 는 ‘以(술1)+술2+(목 어)’와 같은 형식이

따르는 를 앞 에서 두루 보 다.‘有’이하가 ‘～함,～하는 것,～하

는 사람’등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유독 ‘以’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만

을 명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無以,則王乎?(≪孟子․梁惠王上≫)(쓸 것[써서 (이야기)할 것)]이 없

으시다면 곧 왕 노릇하는 것은요?)”와 “不学诗 無以 .(≪論語․季氏≫)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써서[가지고서]말할 것이 없다.)”에서처럼 ‘以’가

단독으로 쓰이든지 후속성분이 따르든지 간에 ‘以’는 술어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문맥을 취하여 ‘까닭(이유)’을 의미항으로 세우는 것은 일 성이

없고 고 한어의 통사상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요컨 ‘以’가 목

어로 쓰이고 문맥이 ‘까닭’이라고 해서 그것이 ‘以’의 의미이자 품사라

고 할 수는 없다.

≪辭源≫에서 ‘以’를 명사라고 명시하고 “何其久也?必有以也.(≪詩․邶

風․旄丘≫)” 의 ‘以’를 ‘까닭,이유’로 풀이한 것은 으로 문맥에 의

존하여 詞義를 정한 것이다.문맥에 의하면 결과 으로 “어 오래 걸리

는가?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로 이해되지만,‘以’를 동사로 여기면

그 로 ‘쓸 것,쓴 것(쓸 데),가지고서 한 것’등을 뜻하며 이 문맥에서

는 ‘까닭,이유’를 가리키는 것이다.자면 그 로 “무엇으로 오래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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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반드시 (그 게 된 데에 설명할)쓸 것[→쓸 말]이 있을 것이다.”라

고 했을 것이다.

다른 를 들어 보자.‘有患’을 ‘걱정 할 것[걱정함])이 있다’라고 하면

‘患’이 동사이고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 명사인가?‘有亡’을 ‘망하는 일[망

함]이 없다’라고 하니 ‘亡’은 동사일까?아니면 추상명사로서 ‘망함’을 뜻

하는 명사인가?이와 같이 품사 규정에 자의성을 면치 못할 는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고 한어에서 의미상의 동사가 단독으로 는 구 형

태로 다른 술어의 목 어가 될 때 아무런 표지가 없이 쓰인다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단어로,특히 품사 분별이 가

능하거나 어휘가 증가된 동일 범주의 언어로 풀이하면서 문맥을 취하여

응되는 단어에 따라 그것의 품사를 정한다.이는 당시의 언어 실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養生喪死’51)는 ‘산 사람을 기르고(부양하고)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다’

를 뜻하니 ‘生’과 ‘死’는 명사라고 하기 쉽다.이와 같이 하면 모든 동사

는 다 이처럼 명사를 겸한다고 설명하게 될 것이다.

‘無得’(얻은[얻을]것이 없다) 의 ‘得’을 명사라고 할 수 없다.마찬가

지로 ‘無草不死’(죽지 않는 풀이 없다)의 임형인 ‘無不死’(죽지 않는 것

[죽지 않음]이 없다) 의 ‘不死’나,‘無如季相’52)(계[유방]의 상만 한 사

람[것]이 없었다) 의 ‘如季相’을 명사구라고 할 수 없다.그 역도 성립

한다.

의 ‘得’과 비슷하게 ‘以’를 문맥에 의거하여 ‘까닭,이유’라고 풀고 명

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품사가 분화된 단어에 의한 념을 용한 듯

하다.‘以’를 동사 심으로 이해하자면 고 한어에서 다른 의미상의 동

사들이 다른 동사나 형용사의 목 어가 될 때와 마찬가지로 ‘써서 할 것’

곧 ‘쓸 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문맥상 ‘까닭,이유’가 되는 것이다.

51)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孟子‧梁惠王上≫)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 산 사람을 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냄에 유감

이 없게 하는 것이며,산 사람을 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52)相人多矣,無如季相.(≪史記‧ 羽本紀≫)

(남의 상을 많이 보았지만,劉邦의 상만 한 사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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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굳이 실사류의 품사를 나 다면 ‘以’는 동사에 속하며,더 엄

하게 말하면 명사와 동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好學’

은 ‘배우기를 좋아하다’(‘배우기를 좋아함’,‘배우기를 좋아하기’)와 ‘배우

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모두 나타낼 수 있고,‘知己’는 ‘자기를 알아주다’

(‘자기를 알아 ’,‘자기를 알아주기’)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모두 나

타낼 수 있는 것이 고 한어의 특징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일 성 없는 품사와 의미 부여는 고 한어의 동사성

단어가 의미상의 명사성 단어뿐만 아니라 동사성․형용사성의 단어나 句

도 가리지 않고 목 어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

다.뜻풀이를 할 당시의 언어에는 이러한 쓰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

시의 언어 습 과 이해 방식에 따라 의미 달만을 한 풀이를 한 것이

다.따라서 자 이나 사 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 시 의 어휘 의

미항이 증가하게 된다.

명사로서 ‘까닭,이유’라고 풀이하게 되면 同義 계에 있는 여러

어휘를 引伸義라는 이름으로 어휘항에 추가하게 될 것이다.음성(음운)

이 다르고 이것을 다른 형태의 문자로 표기하 다면 서로 다른 단어이지

엄 한 의미에서 동의어라고 할 수 없다.다른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요컨 ‘쓰다’를 기본으로 하는 동사 의미가 공통된다는 사실을 핵심으

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목 어 자리에 놓이는 ‘以’는 곧 ‘쓸

데(쓸 것)’등을 의미한다.나머지는 문맥으로 문맥에 따라 이유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을 것이다.

3.2.3부사로 여겨 온 경우

⑩ 副詞 :已經

其聞之 吾以除之矣.(≪國語․晉語4≫)

그것을(그 말을)들은 사람은 제가 그것을(비 을 들어버린 사실을)

가지고[→그것을 이유로,그것 때문에]그를 제거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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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은 문맥에 의하면 남편이 모의한 말을 들어버린 양잠하는 비첩

을 아내가 제거한 내용이다.이에 의해 ‘以’를 ‘已’와 동일시한 것 같다.53)

그래서 ‘이미 제거했다’로 해석하 는데,‘以’가 숨기고 있는(‘以’뒤에 생

략되었다고 할 수 있는)목 어는 ‘모의한 말을 그 비첩이 들었다는 사

실’이다.종래의 설명 로라면 개사로 보아 목 어가 생략되고 이유를 나

타낸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여기서도 ‘以’는 개사가 아닌 동

사로,‘有’,‘無’,‘可’,‘足’,‘能’등에 이어져서 앞말을 받는 목 어가 생략

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부사로 보아 ‘已’와 동일시한 이유는 同音 假借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그러나 이 경우도 ‘以’의 본의로 해결할 수 있다.

허사사 에서는 부사로서의 ‘以’에 한어에서의 ‘太’( 무,매우)와

‘只,僅’의 뜻도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이 경우는 가차라고 보기도

어려울 듯하다.모두 ‘以’의 본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더

논하지는 않기로 한다.

3.2.4 結

‘以’의 기타 의미 항목에 해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動詞로 여겼으나 다항의 의미를 부여한 데 해서는 하나의 의미로 해

결할 수 있다.

介詞 외에 서로 다른 품사를 부여하고 引伸義의 범주로 여겨 설명해

온 ‘以’의 의미항에 해서도 고 한어 실사류 어휘의 공통된 용법에 의

거하여 새로이 살펴보았다.여기에는 동사의 다수 의미항,다른 실사류에

해당하는 명사,부사의 일부 의미항54),허사류에 해당하는 連詞가 포함된

다.

名詞로 보아 온 경우는 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53)앞에 든 허사사 에서도 이 를 들고 있다.中國社 科學院語 硏究所 古

代漢語硏究室 編(1999:416).

54)허사사 에는 다른 의미항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그 일부인 ≪辭源≫의

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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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詞로 보아 온 경우도 일부 의미 항목은 부사로의 인신으로 보지 않

고 동사로 여겨 의미항을 일 수 있다.

요컨 본 연구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다른 품사로 여긴 다수의 경우

도 개사로 여겨 온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사 의미 하나로 통되며,통사

계도 개사로 여겨 온 ‘以’의 쓰임 속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以’字가 많은 의미항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 품사를 지닌다고 했던

것은 과다 기술로 인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서구 언어에서는

형태와 기능에 의거한 품사 분류가 체로 용이하다.그러나 고 한어

(古代漢語)에서는 형태를 찾기 어렵고 형태의 변화가 없으며,기왕에 분

류한 품사와 통사상의 기능 간에 뚜렷한 응 계가 보이지 않음에도 서

구 언어의 품사 분류 체계를 거의 그 로 원용해 왔다.이는 古代漢語의

특성에 걸맞지 않은 품사의 분별일 것이다.형태와 기능이 품사 분류를

뒷받침하는 여러 서구 언어와 분류 체계가 흡사하다는 것은 고립어 인

언어로 분류되는 고 한어의 면목을 잘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품사 분별의 주된 근거인 형태 변화와 기능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품사를 나 다는 것은 지 의 품사 분류가 지나치게 의미-실

질 의미와 기능 의미를 모두 포함-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이

는 어법(語法) 인 의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以’는 부분 하나의 본의에 의해 이해할

수 있다.虛․實을 넘나들어 여러 가지 품사를 지니며,각 품사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나 뜻을 갖는다고 설명해 왔는데,이는

언어로 해석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고 한어 ‘以’의 본래 면목이 아닌 듯

하며 어법 인 기술로 보기 어렵다.

고 한어는 체 으로 보아,실사류의 품사를 나 었을 때 하나의 단

어가 체로 명사․동사․형용사와 때로는 부사까지 아우르는 여러 품사

를 다 지니는 양상을 보인다.의미상의 구분임을 제하고 품사를 나

기로 한다면 ‘以’는 동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명사를 따

로 두는 것은 ‘以’의 체 쓰임을 바르게 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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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허사로 여기는 개사․연사의 기능은 ‘以’에 없는 듯하다.고 한어

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사로 꼽는 단어는 몇 개 되지 않는다.때문에 종

래의 으로 보면 하나의 단어가 수많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것처

럼 설명되어 고 한어에 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

다.

기존 품사 분류의 실질 인 배경은 함께 쓰인 단어의 의미와 문맥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어 단어의 품사와 의미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문맥이 단어의 의미나 품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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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를 지니려면 의미나 기능에 분명한 차이

가 있어야 한다.종래의 ‘以’의 품사에 한 기술은 ‘以’의 내부에 있지

않아 보이며,특히 개사로 여길 때의 용법 차이는 이를 잘 보여 다.이

는 통사 형식의 차이가 개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 인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以’는 單音節詞인데,형태 표지가 없는 고립어에서 단음

사의 의미 변별 자질을 살피는 방법은 기능의 차이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以’ 는 ‘以’가 이끄는 구조는 동사 는 동사가 취하는 통사 형

식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개사로 규정하면서 문장 성분의 명명 방식

만 달라진다.이처럼 의미에 차이가 없다면 하나 이상의 품사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법 으로 의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어나 다른 언어로는 어휘의 종류 용법에 있어 고 한어와 차

이가 있으므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고 한어에서는 ‘以’를 동사로 여

기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언어 사용의 실제와도 부합하는 결론에 이

를 수 있다.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한 단어가 다수의 품사와 복잡한 의미나 기능을 가진다면,실제 언

어로서 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소리와 의미의

결합에 의한 변별이 언어의 본질이며 이에 부합되어야 품사와 의미의 분

류도 타당성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개사의 정의와 분류 기 인 허화(문법화)를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

는 어법 근거를 찾을 수 없다.동사에서 개사,즉 실사에서 허사로 변

화함과 동시에 복잡한 다항의 기능을 지닌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3.개사로 여길 때 동사로 여길 경우와 통사상의 특별한 차이가 없다.

다른 동사가 ‘以’의 치에 쓰인 경우와 기본 으로 동일한 통사 형식을

보인다.{‘以+목 어’+‘술어’(단어,구)}와 {‘술어’(단어,구)+‘以+목 어’}의

통사구조는 {‘술어+목 어’+‘술어’(단어,구)}와 {‘술어’(단어,구)+‘술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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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통사구조와 평행하다.목 어의 유무에 계없이 품사를 정하지

않고 보면 일치한다.굳이 다른 품사로 여길 필요가 없는 단서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4.‘以’가 개사라면 허사에 속하는데 의존 성분인 허사가 남아있으면서

그 목 어인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

다.‘以+목 어’를 놓이는 치에 따라 부사어와 보어로 나 어 명명하고

있는데,‘以’가 다른 술어 앞에 쓰이는 경우에는 목 어의 생략이 가능하

지만 뒤에 놓이는 경우는 목 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없는 것도 ‘以’의 성

질에 일 성이 없음을 보인다.개사가 아니라 실질 인 의미 성분인 동

사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於(于)’도 개사로 분류하고 있

지만 이 경우는 목 어를 생략할 수 없고 반 로 ‘於(于)’자체가 생략된

다고 설명하는 체 개사 체계상의 결함도 이유로 삼을 수 있다.

5.개사로서 ‘以’의 목 어 도치를 설명할 수 있는 합당한 어법 근거

를 찾을 수가 없다.비록 체 의미는 같거나 비슷할지라도 어순이 바

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이는

‘以’에서만 나타나는 상으로 ‘’․‘爲’․‘自’등에는 이러한 도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개사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 체계상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以’를 동사로 보면,개사 에서 오직 ‘以’에만 목 어의 도치가 있

다는 체 개사 체계상의 모순이 해결된다.

6.명사로 여기는 경우는 술어가 취하는 목 어의 범 와 충돌된다.고

한어에서 목 어가 될 수 있는 성분은 명사에 그치지 않고 동사․형용

사는 물론 거의 모든 형식의 구에 미치기 때문이다.‘以’를 굳이 명사로

여기지 않아도 ‘까닭(이유)’의 의미는 달된다.

7.부사로 여겨 온 경우도 일부 의미항목은 동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이미’라는 부사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문맥을 근간으로 ‘以’에

없는 詞義를 추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결론에 이르 지만 그동안 지향해 온 다수의

품사와 다항의 의미 부여에 맞추어 타당성을 찾는 에 해서는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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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 다.이는 지 과 같은 한어어법 연구의 시작이 한어 내부의

특징에 의거한 이론과 방법에 기 한 것이 아니라,≪馬氏文通≫이 서구

품사 분류의 틀에 의거하여 체계를 만든 이래 그 로 답습해 왔다고

여긴 까닭이다.바꾸어 말하면 ≪馬氏文通≫이 어느 정도 언어 교육상의

방편으로서 재 가치는 지니고 있지만 고 한어의 본래 면목을 어법

으로 잘 담아낸 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듯하기 때문이다.종래의 연

구가 뒷받침하지 못한 이론 근거가 있는지에 해서는 차후에 다루어

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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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古代漢語“以”的词性及詞義硏究

― 以句法․詞義的一貫性爲主 ―

首爾大學 中文系

安孝淨

本文試圖对古代漢語“以”的詞性和词义重新进行探索和研究。前人在既往

的研究中认为“以”是介詞，可是笔 认为存在一些问题，通过句法结构分析

察了“以”的词义和语法功能。 后得出 “以”看作实义成分動詞时可以解

决上述问题的结论。

一个词要兼具多种詞性在用法上应当存在明显的差 。 介詞“以”的各种

用法当作是“以”的多种语法功能的看法是错误的。其实，是由“以”引进的成

分语义和句子。“以”在词义上是意为“使用，用，通过”的实词成分，跟在它

后面的成分粘连在一起构成多种多样的语义。介詞“以”或由介詞“以”引进的

结构在句法上跟其他動詞或動詞形式没有区别。

把“以”看作動詞时不但能解决看作介詞时出现的多种矛盾，而且符合语

的实际使用情况。主要的理由如下。

第一，如果一个词的词性和语法功能过于复杂的话，那么在现实生活中，

实现思想沟通是很困难的。语音与语义的相结合是区别语 的实质，而只有

符合其实质，词性和词义分类才能称得上妥当。

第二，语法上没有明确介詞的定义及分类的虚化标准的根据， “以”看做

动词时同句法并无冲突，当别的動詞用在“以”的位置时句法形式也基本一

样。

第三，如果“以”是介詞就应属于虚词，但找不到虚词可以省略其宾语的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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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从而也说明省略现象不具有一贯性。除此以外，也找不到 介詞“以”宾

语倒置的合理性语法依据。同其他介詞的省略或 倒置现象相比较，就能发

现介詞系统上所出现的矛盾。

关键词 :古代漢語,以,詞類,句法結構,詞義,介詞,動詞,虛詞,實詞

學 號 :201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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