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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 확장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

본고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현대중국어의 기점 표시 전치사
‘由’, ‘從’, ‘打’, ‘打從’, ‘自’, ‘自從’ 그리고 ‘自打’의 의미기능을 분석하고

유형론적으로 연구하였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전치사들은 비
록 자세한 의미들은 상이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기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현대 중국어의 기점 표시 전치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기능에는 경유
의 의미기능, 기점의 의미기능, 행위 주체의 의미기능, 원인의 의미기능
그리고 도구의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由’는 모든 의미기능을 나타내며
‘从’, ‘打从’은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과 원인의 의미를 갖

는다. ‘打’는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을 표현할 수 있다.
‘自’는 세 가지 기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自打’와 ‘自从’은 시간 기

점만을 나타낸다.
경유는 행위자의 위치가 이동할 때에 경유하거나 통과한 경로나 장소
를 지칭한다. 장소 기점은 구체적인 공간의 시작점, 시간 기점은 물리적
인 시간의 기점 그리고 추상 기점은 추상적인 상태, 변화 및 발전 등을
포함한 추상적인 영역의 기점을 지칭한다. 행위 주체는 일반적으로 의지
를 가지고 문장의 술어로 대표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개체를 뜻하
지만 특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행위자역이 유생물을 포함하여 무생물에
도 적용될 수 있다. 원인은 문장에서 사용되는 전치사의 목적어들이 동일
한 문장의 술어에 대해 그 술어 자체가 동작하거나 그 결과를 야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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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구는 해당 문장의 술어가 실행되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거나 완성시키는 과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재료 및 방법을 나타낸다.
경유의 의미기능에서 공간적인 인접성에 의한 환유가 일어나 장소의
기점으로 파생되었다. 장소에서 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추상적인 기점으
로는 은유에 의해 확장되었다. 행위 주체는 행위가 시작되는 기점이기에
기점에서 은유되었다. 원인은 기점과 도구에서 파생되는데, 그 과정에는
추론과 은유의 기제 등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경유에서 더 추상화되어 도
구의 의미가 되었다. 이러한 파생과정은 한 의미기능에서 다른 의미기능
으로 발전할 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앞서 분석한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을 전치사 사이의 비
교와 다른 외국어 표지의 의미기능과의 비교를 통해서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지도를 작성하였다. 의미지도는 의미의 관련성과 파생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의미 파생의 가능성과 의미의 연속된 관계를 나
타낸다. 의미지도를 보면 비록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
는 의미일지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기능 사이
의 공시적인 관계를 밝혀내고 통시적인 발전 관계를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본고는 현대 중국어의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과 그 확장 경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지언어학적인 방법과 언어유형론적인 방법을 도입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는 경유, 기점,
행위 주체, 원인 그리고 도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기능 사이
에는 특정한 연관성이 존재하며 이는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다.
주요어: 기점 표시 전치사, 의미기능, 인지언어학, 언어유형론, 문법화, 의
미지도
학 번: 2013-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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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현대 중국어에 존재하는 기점 표시 전치사인 ‘由’, ‘從’, ‘自’ 등은 대부
분 하나의 뜻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由’의 예문을 보자.
(1) 由南門進入會場。1)
남문으로 회장에 들어간다.

(2) 這件事由你來決定。
이 일은 네가 결정해.

(3) 學代會由代表投票選出發言候選人。
학생 대표 회의는 대표자 투표로 발언 후보자를 선출한다.

(4) 今天我從图书馆借了一本書。
오늘 나는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렸다.

(5) 從腳步聲就能聽出是你。
발걸음 소리로 보아 너인지 알 수 있다.

(1)은 ‘由’의 경유 의미를 나타낸다. (2)의 ‘由’는 행위 주체를 의미하고
(3)은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3)과 (4)는 ‘從’을 사용했지만 그 의미는 장

소의 기점과 원인으로 동일하지 않다. 이처럼 현대 중국어 전치사가 가지

1) 본 논문에서 별도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중국어 예문들은 北京大學中國語言學
研究中心語料庫, 北语汉语语料库의 예문을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그 외 언어의 예
문은 표준국어대사전, 프라임일한사전, Wordreference, 네이버 일본어⋅스페인
어 사전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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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의미 항목들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특정한
연관성이 없이 작위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의미 항목들
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특정한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파생된 것이다.
(6) 由這條路進入高速公路。2)
이 길을 통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예문 (6)의 해석을 보면 ‘이 길을 통하여’라는 경유의 의미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전후 맥락 없이 (6)을 보면 ‘由’가 경유인지 기점의 의미인
지 확실하지 않다. ‘由’의 의미 사이에 서로 일정 부분 관련성이 존재하
기에 이러한 예문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하고 의미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이러한 문장들은 기점 표시 전치사들의 의미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의미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
고 어떻게 파생된 것일까?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어에만 해당되
는 현상일까?
만약 전 세계 언어에서 단 하나의 표지, 즉 ‘由’만이 이러한 의미들을
나타낸다면 이는 오직 중국어의 언어 형식 하나에서만 단독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며 해당 언어 형식은 다기능성 문법 형식이 아니
라 단순히 동음이의어이고 의미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예로든 중국어 ‘由’
과 ‘從’뿐만 아니라 중국어 내부의 다른 전치사를 비롯한 세계의 언어들
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기에 우리는 의미들 사
이에 연관성이 있으며 작위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에 의해 의미
가 생겨났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 즉 중국어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의 연관성에 대해 연
구한 논문은 다양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점 표시 전치사들의 의
2) 허성도 (2010:20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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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이
분석한 의미기능들은 조금씩 상이하고 분명하지 않다. 심지어 일부 논문
은 몇몇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由’의 경유, 시간 기점의 의
미 혹은 ‘從’의 원인 의미 등을 누락한 논문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비록 일부 논문에서 유사한 기점 표시 전치사를 함께 분석하여
그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으나 모든 기점 표시 전치사에 해당되
는 하나의 보편적인 의미망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의미역의 파생 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 있지만 그 파생
관계의 방향을 연구하는데 그쳤다. 어떠한 기제와 원리로 파생되었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대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을 확
실히 하고 의미기능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의미로 파생되는지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외국어의 문법소들과의 비
교를 통해 의미지도(Semantic map)를 작성해서 기점 표시 전치사가 나타
낼 수 있는 의미망과 그 파생 관계 그리고 개별 전치사의 의미를 가시적
으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개념공간은 다기능성 문법 형식에 대한 의미적 연관성의 변화 추이와
보편성을 나타내는 반면, 의미지도는 개념공간의 바탕 위에 개별 언어 형
식의 변화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들의 의미지
도를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기점 표시 전치사들의 공통적인 의미와 개별
적인 특징을 동시에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 및 의미 파생 관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관련된 기존의 논문들과 문법 책들은 기점 표
시 전치사들은 다의어로 정의하고 그 의미기능에 대해 밝혔지만 그 사이
의 구체적인 연관성과 파생 관계는 다루지 않았다. 만약 그 파생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중국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의미망에 대
해서 연구할 수 있다면 중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중국어 학습자들
이 다의어인 기점 표시 전치사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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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봤을 때,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 확장을 인지언어학과 언어유형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
이며 이후의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1.2. 선행 연구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기점 표시 전치사
의 의미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 및
의미역을 설명한 논문을 보자.
王文娟(2006)은 ‘由’자문에 대해 연구하면서 전치사 ‘由’가 나타내는 의

미역의 유형에는 행위자역, 경유역, 근유(根由)역, 기시(起始)역, 재료역,
방식역이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由’가 그 목적인 체언성 성분과 나타내는 관계가 동작
의 집행자이면 행위자역을 가진다고 하였다. ‘由’의 경유역은 두 가지 종
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존재하는 장소, 주어가 모
종의 장소에서 위치 이동을 한 운동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두 번
째 경유는 주체가 위치 이동이 발행했을 때 경유한 경로, 즉 거쳐 지나
간 노선을 의미한다. 근유역은 동작 행위 발생의 원인인 원인역과 동작
행위의 표준, 전제, 기초와 근거를 포함하는 의미역이라고 소개했다. 다음
으로 기시역은 동작 발생의 발생 지점이나 시작을 의미하며 시간 기시역,
공간 기시역, 범위 기시역, 상태 기시역, 신분 기시역, 수량 기시역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재료역은 동작 완성 후 다른 물체로 변하는 원재료와
구성 성분 혹은 인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방식역은 행위자가 모종의
동작 행위를 완성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과 형식을 뜻한다고 하였다.
胡曉(2015)는 인지적인 각도에서 ‘從’, ‘由’, ‘自’를 비교했다. ‘從’은 구

체적인 공간, 시간, 성질, 상태 변화와 추상적인 기점을 표시하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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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추상적인 경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由’는 공간의 기점, 추상적
기점, 성질과 상태변화의 기점, 원인, 담당자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으며
‘自’는 구체적 공간의 기점, 추상적인 기점 그리고 시간의 기점을 나타낸

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가 분석한 전치사의 의미에는 ‘從’의 원인 의미,
‘由’의 시간 기점 의미 등이 부족하다. 孫琳娜(2010)는 ‘從’자문 내에서 전

치사 ‘從’은 체언성 성분이나 용언성 성분과 조합하여 기점, 경유한 노선,
근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姜電平(2010)은 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를
포함한 ‘打’의 의미를 조사하고 그 의미들과 대응하는 영어 표현과 비교
하고 분석하였다. ‘打’는 대부분 구어에서 자주 전치사로 사용되고 장소,
시간, 범위의 기점과 경과한 노선 혹은 장소를 나타낸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의미들과 상응하는 영어 표현에는 ‘from’, ‘since’, ‘past’, ‘through’,
‘by’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언어와의 비교

를 통해 전치사 ‘打’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張雙亭(1999)은 《现代汉语词典》에 기록된 ‘打从’과 ‘从打’의 의미의 문제

점을 밝히고 예문을 통해서 의미를 보충하였다. 그는 ‘打从’과 ‘从打’의
의미는 동일하고 시간의 기점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기점, 즉 행위 동작 발생의 기점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소
를 뜻하는 어휘 앞에서 사용될 때에 경유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伍海燕(2015)은 ‘自從’이 전치사 ‘自’와 ‘從’이 합해진 복합어이며 목적

어는 일반적으로 명사성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목적어인 명사성 성
분은 시간의 기점, 특히 과거의 특정한 시간의 기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서혜민(2012)은 기점 표시 전치사에 국한된 의미역뿐만 아니라 한국어
와 중국어의 격을 비교하면서 중국어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격들을
소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어 부사격에는 시간, 이유, 공동, 상황, 근
거, 범위, 목표, 장소, 방향, 수여, 대상, 비교, 기준, 도구, 재료 등이 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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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리한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기점 표시 전치사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의미기능들을
분류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대부분 중국인 화자로서 중국어
전치사의 의미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말뭉치 분석이나 근거가
부족하고 직관적인 언어 감각에 의존하여 판단한 경우가 많다. 또한 다의
어로서의 의미기능들만 단순하게 열거했을 뿐 그러한 의미기능들 사이에
어떠한 파생관계가 존재하는지, 하나의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의 파생 방
향 등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기능성 언어형식
의 의미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점 표시 전치사의 문법화 및 의미 파생 관계에 대
해 분석한 논문과 의미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술한 논문들을 보도록
하자.
邢相文(2013)은 전치사 ‘自’, ‘從’, ‘打’의 의미를 확정하고 더 나아가 문

법화 과정을 대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自’는 ‘코’를 나타내는
명사에서 지시 대명사로 문법화 한 후 다시 전치사로 문법화되었다. ‘從’
은 먼저 ‘따르다’의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다가 ‘수행하다’는 의미의 동사
가 되고 전치사로 문법화했다. 그리고 그는 ‘打’의 동사로서의 원 의미는
‘치다’, ‘두드리다’이며 후에 ‘공격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경유 의미

의 전치사로 문법화 되었다고 하였다.
许迪(2012)는 전치사 ‘由’의 일부 의미기능에 대해 문법화의 역사적 과

정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논문을 보면 장소 기점의 의미에서 시간의 기
점으로 문법화 된 것을 볼 수 있고 기점의 의미에서 동작 행위의 주체로
도 파생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由’가 나타내는 원인의 의미는 원인은
기점이고 그 결과는 종점이라고 설명했는데 즉 원인 또한 기점에서 허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논문은 비록 전치사 ‘由’의 모든 의미기
능을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한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의 파생 과정을 통
시적인 조사를 통해 그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어떠한 기제가 작용해서 의미의 허화가 발생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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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은 확실하지 않다.
Narrog(2010)는 의미역 기능의 확장에 대해 통시적인 차원의 분석을 진

행하였다. 그래서 한 의미역에서 다른 의미역으로의 확장에 대해 방향성
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논문에서 다룬 의미역 중 기점 표시 전치사가 나
타낼 수 있는 의미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점 표시 전치사 의미
확장의 방향성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하나의 방향으로만 파생
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양방향으로 모두 가능한지 논란이 있는 의미역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를 들어 방향성을 확정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경유에서 도구로의 방향성, 도구에서 재료로의 방향성,
도구에서 원인으로의 방향성, 기점에서 원인으로의 방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미역의 파생 방향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하
는 언어를 소개하였다.
Andrej & Heiko(2008)는 다의어가 나타내는 의미역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동일한 표지로 표현되는 의미기능들은 의미적으로 가깝다는 사실
에 근거해서 의미역의 파생에 대해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Heine et
al(1991)이 그린 의미기능들의 문법화 정도의 증가 수준에 관한 고리를

인용했다. 그 고리에 의하면 어떠한 의미역이 상대적으로 덜 문법적인지,
어떠한 의미역이 비교적 조금 더 문법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덜 문법적인 의미역에서 더 문법적인 의미역으로의 문법화 방향을 추측
해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방향성이나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
지 않았지만 적어도 어떠한 의미역들이 서로 가까운지를 가시적으로 표
현하여 설명하였다.
Heine and Kuteva(2002)는 하나의 특정한 의미기능이 다른 의미기능에서

파생되었을 때에 그러한 파생 관계의 원 의미와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혔다. 단순히 파생 관계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
는 언어의 실제 예문을 함께 들어서 더욱 자세하게 작성하였다.
위에서 정리한 논문들에 따르면 하나의 의미에서 단 하나의 의미가 파
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가 파생되는데 그 방향을 문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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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저와 역사적인 연구, 그리고 현대의 언어 현상 분석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의미 확장 관계가 일대일이 아니라 일대다대응
이라는 것은 만약 한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의 의미 확장을 확인했을지라
도 언제나 다른 방향의 의미 확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의미 파생 관계의 방향을 연구하
였을 뿐 그 의미들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파생되었는지는 서술하지
않았다. 범언어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의미기능 사이의 관련성과 그
파생관계를 밝혔으나 그 현상을 서술하는데 그쳤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
른 의미로의 파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지언어학적 기제나 다
른 원인이 작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러한 기제나 원인에 대
해서는 분석이 미미하거나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존
재한다.
이성하(2011)는 이러한 의미 파생 과정 및 문법화에 작용하는 기제들과
원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문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제에
는 은유적 전이, 환유, 추론 등이 존재하며 하나의 기제 외에 여러 다양
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문법화 및 의미 파생을 야기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에는 Haspelmath(2000)가 있다.
그는 언어에서 발생하는 다의성 문제에 대해 고찰하면서 의미지도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의미지도는 문법소의 다기능성 패턴을 설명하고 이해하
기 쉽게 밝히는 방법으로 범언어적 비교에 의존하고 있다. 의미지도는 개
념공간에서 특정 언어 형식의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념
공간은 선들로 연결되어 있고 의미 관계망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는 의미지도와 함께 그 장점들을 함께 서술하였는데 의미지
도를 사용하면 우선 범언어적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고 문법소의 문법적
의미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준다. 또한 보편적인 의미론적 관계를 발
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통시적인 변화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張敏(2015)은 의미지도를 통해 특정한 하나의 언어와 세계 언어의 공통

점을 찾을 수 있고 그 반대로 특정 언어의 개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 8 -

1. 서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미지도의 연구대상은 다기능 어법형식, 즉 다의어이
며 의미지도는 다의어가 나타내는 의미들의 연관성을 연속된 구역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미지도는 형식이 아니라 개념을 연구하는 것이기에 서로 연관
되어 보이지 않는 형식이 나타내는 개념도 하나의 연속된 개념공간에 그
려질 수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연구보다 더 넓게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이미 연구되어 있는 다양한 가설들, 심지어 모
순되거나 대립되는 이론에 좋은 검증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
미지도의 실용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는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인 ‘由’, ‘從’, ‘打’, ‘打從’,
‘自’, ‘自從’, ‘自打’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於春遲(2009)의 常
用漢語1500高頻詞語表에 따르면 ‘由’는 371위이며 ‘從’은 57위 그리고
‘自’는 645위로, 모두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전치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由’, ‘從’, ‘自’를 포함한 나머지 전치사들도 모두 기점을 나타낼
수 있고 ‘自從’, ‘自打’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기능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다기능 어법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점 전치사들 중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고 그
기능이 가장 다양한 전치사인 ‘由’를 중심으로 의미의 토대를 만들고 다
른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다른 사전류에서 각 전치사들이 어떠한 의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살피고 중국어 말뭉치에서 예문을 찾아 분석한 후 의미
역을 확정하고 그 의미역에 근거해서 전치사의 의미 기능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역에 따른 구분은 절대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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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더 원 영역에 가까우면 해당 의미기능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각 의미기능을 재분류하고 확정한 후에 어떤 의미 항목이 서로 연결되
어 있는지, 어떤 의미 항목에서 다른 의미 항목으로의 의미 변화 과정의
순서와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파생된 것인지 밝히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법화 이론과 인지언어
학적 방법론인 은유와 환유 등으로 의미기능 사이의 관계를 공시적으로
살펴보고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 파생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또한 의
미항목들의 연결 및 의미 확장 방향을 논리적, 효율적으로 설명하려고 노
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의 기점 표시 전치사와 다른 언어 표지의 의미기능들을
유형론적으로 비교하고 연구하여 각 전치사의 의미지도를 그림으로써 보
편적인 의미 확장 경로를 밝히고 개별 전치사의 개별적인 의미 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점 표시 전치사라는 언어 형식을 통해 표현되
는 의미기능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보편성과 개별
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 10 -

2.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기점 표시 전치사들 중 가장 의미
범주가 넓은 ‘由’의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사전과 논문에서 그 의미가 조
금씩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現代漢語八百詞》에는 ‘由’의 의미가 다
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 행동주를 끌어들이고 명사와 함께 사용된다. 피동주를 대표하는
명사는 앞에서 주어로 사용되거나 동사 뒤에서 목적어로 사용된
다.

2. 방법, 원인 혹은 근원을 나타낸다. 명사,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3. ‘~에서부터’를 나타낸다.
a) 장소의 기점 혹은 근원을 나타낸다. 처소사와 함께 사용된다.
b) 시간의 기점을 나타낸다. 시간사와 함께 쓰인다.
c) 발전, 변화, 범위의 기점을 나타낸다. 명사, 동사, 형용사와 함
께 사용된다.

d) 경유한 노선, 장소를 나타낸다. 처소사와 함께 사용된다.
e) 근거를 나타낸다. 명사와 함께 사용된다.

다른 사전인 《現代漢語詞典》에는 ‘~ 때문에’, ‘경유’, ‘~가’, ‘~에 근거하
여’, ‘기점’의 의미가 나열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선행 논문류에서 분석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李衛中(2000)에서 설명한 ‘由’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행위자를 나타낸다.
2. 동작의 방법을 나타낸다.
3. 구성하는 성분이나 재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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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사의 원인을 나타낸다.
5. 동사의 근원, 근거를 나타낸다.
6. 경로, 장소를 나타낸다.
7. 기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侯盼盼(2012)도 ‘由’의 의미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전치사 ‘由’
는 행위 주체를 나타내고 원인, 방법, 방식, 도구를 나타내며 또한 시간,
공간, 변화, 발전의 기점과 경유한 경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언급한 사전과 논문 외에도 ‘由’의 의미를 상당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의미들이 문장에
서 가지는 표면적인 의미가 상이할지라도 의미 항목들이 동일한 의미역
을 공유한다면 서로 같은 의미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의미역은 격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다. 격은 종속적 명사가 그 머리어
인 동사와의 관계 유형을 그 명사에 표시하는 체계이다. 격은 동사나 전
치사, 후치사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격은 주격, 대격 등의 통사격과 위
치, 도구 등의 의미격으로 나뉜다. 통사격은 오직 통사적 관계를 부호화
하는 격이며 의미격은 이와 대조적으로 의미적 관계만을 부호화하는 것
이다.3) 의미격과 의미역은 동일한 개념이다.
의미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의미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언어 표지가 두 가지 이상의 의
미역을 모두 다 나타낼 수도 있고 단일한 언어 표지가 나타내는 의미역
의 구분과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owty는 의미역은 따로 구분된 범주가 아니라 술
어의 함의(entailment)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 이는 즉 상대
적으로 모호하고 복합적인 논항의 의미역은 가장 특징이 뚜렷한 원 의미
역에 가까운 의미역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비록 하나의 논항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역들 중 가장 성질과 속성이
3) Case (1994, 고석주 옮김, 1988) 참조.
4) Semantics (2004, 이상철 역,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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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나타나는 의미역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Fillmore(1986)는 술어에 관하여 그 논항이 하는 역할을 격 관계 또는

격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그는 여러 술어와 관계가 깊은 격 개념에는 다
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행위자격(Agent)은 사건을 일으킨 사
람을 뜻한다. 도구격(Instrument)은 어떤 일의 자극 또는 직접적인 물리적
원인을 의미하며 원천격(Source)은 뭔가가 이동할 때의 기점이 되는 장소
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반행위자격(Counter-Agent5)), 대상격
(Object)6), 결과격(Result)7), 목표격(Goal)8), 경험자격(Experiencer)9) 등이 존

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술어에 개념상으로 필요한
논항이 그 술어과 관련되는 격과 반드시 일 대 일의 관계로 대응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하였다.
박정구(1998)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와 뒤의 술어를 통해 논항 관
계를 발생시키고 술어의 내부 논항은 전치사에 의해 격을 획득한다고 하
였다. 적합한 전치사를 선택하는 것은 논항과 술어 사이의 의미 관계에
의존하며 그 의미 관계는 의미역으로 표현된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전치
사가 이끌어내는 논항과 술어 사이의 의미 관계가 해당 논항이 가지는
의미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어 전치사의 의미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정리했다. 예를 들어 행위자(Agent), 주제(Theme), 비교
(Comparative),

수반(Concomitant),

근거(Criterion),

원인(Reason),

목적

(Purpose), 수혜자(Benefactive), 도구(Instrument), 시간(Temporal), 경로(Path),

기점(Source), 종점(Goal), 범위(Sphere), 대상(Object) 등이 존재한다.
전치사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역 중에서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설
정한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역에는 경유
역, 기점역, 행위자역, 원인역 그리고 도구역이 존재한다. 경유는 행위자

5)
6)
7)
8)
9)

행해지는 행위에 반대하는 힘 또는 저항.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실체, 또는 그 위치나 존재가 고려되고 있는 실체.
행위의 결과로서 존재하게 되는 실체.
뭔가가 이동할 때의 도착점이 되는 장소.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반거나 경험하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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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가 이동할 때에 경유하거나 통과한 경로나 장소를 지칭한다. 장소
기점은 구체적인 공간의 시작점, 시간 기점은 물리적인 시간의 기점 그리
고 추상 기점은 추상적인 변화 및 발전의 기점을 지칭한다. 행위 주체는
일반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문장의 술어로 대표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
는 개체를 뜻하지만 특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행위자역이 유생물을 포
함하여 무생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원인은 문장 내부에서 출현하는 전치
사의 목적어들이 동일한 문장의 술어에 대해 그 술어 자체가 동작하거나
그 결과를 야기하게 만드는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구는 해당 문장의
술어가 실행되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거나 완성시키는 과
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재료 및 방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의미역에 근거해서 만약 공통적인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미들을 하나의 의미기능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경유 의미는 경유역
을 나타내므로 하나의 독립된 의미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
기점, 근원, 시간 기점, 발전 및 변화 등의 추상적인 기점의 의미는 모두
기점역을 공유하기에 함께 분석하였다. 행위 주체를 표시하는 의미는 행
위자역을 가지는 의미기능이다. 근거와 원인의 의미항목은 그 의미가 원
인역을 나타내므로 동일한 의미기능으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도구, 재
료, 방법 등을 나타내는 의미 역시 일괄적으로 도구역을 표현하므로 하나
의 의미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경유의 의미기능, 기점의 의미기능, 행위 주체
의 의미기능, 원인의 의미기능 그리고 도구의 의미기능으로 ‘由’를 비롯
한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를 나누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1. 경유의 의미기능
현대 중국어 전치사 ‘由’를 비롯해서 기점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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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유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由’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유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現代漢語詞典》에서는 ‘경유하다’,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경로를
거쳐 지나가다’고 설명되어있다. 《現代漢語八百詞》에 따르면 거쳐 지나가
는 노선, 장소를 의미하며 장소 명사와 함께 쓰인다.
王文娟(2006)은 이러한 경유의 의미를 위치 이동의 의미라고 하여 ‘由’

자 문장에서 주체의 위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위치의 이동을 나타
내는 ‘由’의 목적어인 체언성 성분 혹은 체언성 구조는 동작이 경유하는
경로나 장소이며 주체의 구체적인 공간적 위치는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
였다. 그러나 사실 주체의 위치 변화는 이미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李衛中(2000)은 ‘由’자 문장의 ‘由’와 ‘由’의
목적어에 대해 분석하면서 동사의 경로나 장소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이
러한 문장에서 목적어는 대부분 경로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며 동
사는 이동이나 나아가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설명하였다. 더 구체
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경유의 의미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你由後門出去!
너 뒷문으로 나가!

(2) 他們是由這條路追入的嗎？
그들은 이 길로 쫒아 들어간 것입니까?

(3) 演唱會由東門入場。
음악회는 동문으로 입장합니다.

(4) 由窗外高樓的縫隙間，射進一道微弱的夕陽。
창밖의 빌딩 사이로 약한 석양빛이 쏘아져 들어왔다.

(5) 翠鳥像箭似的由水面上擦過去……。(老舍 《骆驼样子》)10)
물총새는 화살처럼 수면 위로 스쳐 지나갔다…….

10) 李衛中(20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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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의 주어는 뒷문을 경유해서 나간다. 예문 (2)에서 주어인 ‘他們’
이 행동을 시작하는 기점이나 목적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모종
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這條路’를 경유하여 쫒아 들어간다. 그러므로 ‘由
‘가 경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3)에서 목적지인 미

술전시관은 동문을 경유함으로써 입장할 수 있다. 여기서도 ’由‘는 경유
의 뜻을 가진다. 예문 (4)에서 석양빛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빌딩 사이를
통해서 실내로 들어왔다. 빌딩의 틈은 석양빛이 경유하는 지점이다. 그리
고 예문 (5)의 문장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물총새는 특정한 시작점에
서 날기 시작해서 수면 위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수면 위는 시
작점도 종착점도 아닌 중간에 경유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경유 의미기능은 경유역을 그 의미역으로 가진다.
(6) 공주로 돌아가다.
(7) 역으로 해서 가다.

송병학(1976)은 예문 (4)와 (5)의 ‘로’와 ‘으로’가 각각 경유역을 가진다
고 하였다. 문장의 술어와의 관계에 있어 ‘공주’와 ‘역’은 경유하는 노선
이나 지점에 해당한다.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체언성 성분과의 의미 관계
가 동작이 경유하는 지점이나 경로를 의미할 때에는 경유역을 갖는다. 이
는 행위자의 위치가 이동할 때에 경유하거나 통과한 경로나 장소를 지칭
한다.
그러나 모든 문장에서 언제나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언
어 사용에 있어 한 의미와 다른 의미가 구분이 모호한 문장이 존재한다.
(8) 由這條路進入高速公路11)。
이 길을 통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9) 一天晚間，曹先生由東城回來的晚一點。(老舍 《骆驼祥子》)12)
11) 허성도 (2010:209) 인용.
12) 王文娟(2006: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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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늦은 시간, 조씨는 동성에서 조금 늦게 돌아왔다.

예문 (8)에서 특별한 상황 설정이 없는 한 ‘由這條路’는 처소의 기점과
경유의 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허성도(2010)는 예문을 풀
이하면서 처소의 기점의미라고 설명하였으나 한국어 해석에서는 경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하여’로 번역하여서 의미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王
文娟은 (9)에 대해 경유역을 나타내는 경유의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그러

나 이 예문은 경유와 장소 기점의 의미 두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두 예문을 보면 장소 기점 의미와 경유 의미가 일정 부분 혼재하며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문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문
의 존재는 장소 기점과 경유 의미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위에서 언급한 장소 기점과 경유 의미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미들은 서
로 의미가 일부 중첩되기도 하는데 이는 두 의미기능 사이에 밀접한 관
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 3장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2.2. 기점의 의미기능
기점 표시 전치사의 기점 의미기능에 대해 《現代漢語詞典》에는 기점을
표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現代漢語八百詞》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점의 의미기능이 나열되어 있다.
1. 장소의 기점이나 근원을 나타낸다. 처소사와 함께 쓰인다.
2. 시간의 기점을 나타낸다. 시간사와 함께 쓰인다.
3. 발전, 변화, 범위의 기점을 나타낸다. 명사,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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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은 각각 장소, 시간, 추상적인 기점을 의미하고 있다. 허성도
(2010)에서는 ‘由’가 시간, 처소의 기점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추상적인 기

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王文娟(2006)은 전치사 ‘由’의 기점 의미에 대해 ‘由’ 뒤에 위치하는 체

언이나 체언성 구조가 동작이 발생한 근원이나 시작점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공간을 비롯해서 시간과 상태, 범위, 상태, 신분, 수량
등의 시작점을 함께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李衛中(2000) 역시 ‘由’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행위, 성질, 범위, 신분 등 발전 변화의 기점을 나타
낸다고 설명했다.
(10) 大家由祁家出來，他裝作沒看見。
모두 치씨의 집에서 나왔지만, 그는 못 본 척했다.

(11) 你現在不會由學校裏跑出去吧？
너 지금 학교에서 뛰쳐나온 것은 아니겠지?

(12) 從哪兒搬來的？井奶奶問過，她只說是由城外頭搬來的。
어디에서 이사 온 거야? 징 할머니께서 여쭤보았으나 그녀는
단지 성 밖에서 이사 온 것이라고 말했다.

(13) 至於整個事件，由中南到北京，馬主任應負最大的責任！
모든 일에 대해서, 쭝난에서 베이징까지, 마주임이 가장 큰 책
임을 져야한다!

(14) 在由餐廳到候機室的途中，我迅速地化了裝 。
식당에서부터 공항 대합실로 가는 길에서 나는 빠르게 화장을
했다.

예문 (10)에서 祁家, 즉 치씨의 집은 구체적인 공간의 기점을 나타냈다.
기점이란 어떠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으로서, 문장의
행위자 주체인 모두가 나오는 행위를 하는 출발점이다. 예문 (11)에서 학
교는 ‘你’가 뛰쳐나오는 동작을 시작한 곳이며 동작의 기점이다. 예문
(12)에서 그녀는 성 밖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다, 성 밖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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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오기 전의 시작점이다. (13)에서 ‘由’는 쭝난에서부터 구체적인 공간
범위의 기점을 표현하고 있다. (14)의 ‘由’는 식당에서 공항 대합실로 이
어지는 길이 시작되는 지점인 식당을 표시한다. 위의 모든 예문에서 ‘由’
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기점을 표현하고 있다.
(15) 媽咪希望你由今天開始自己收拾自己的書包。
엄마는 네가 오늘부터 스스로 자신의 책가방을 정리하기를 바
란다.

(16) 由今天開始一連七天的議程裏，每一句話，每一個提議，都會寫
在將來的人類史上。
오늘부터 시작되어 칠일동안 지속되는 일정에서의 모든 말과
모든 의견은 모두 미래의 인류 역사에 써질 것이다.

(17) 誰知道由今天到下次之間的時間裏，會發生什麼事呢？
오늘부터 다음번까지의 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 줄 누가 알
겠어?

(18)由十五歲參軍算起，整整十八年了。
열다섯 살에 입대한 것부터 시작하면 만 십팔 년이 되었다.

(19) 我們打算由明年開始大面積種植水稻。
우리는 내년부터 넓은 면적에 걸쳐 벼 재배를 시작하기로 계
획하고 있다.

반면 예문 (15)에서 ‘由’는 공간적인 기점이 아니다. ‘由’의 목적어는 시
간을 나타내는 오늘이며 시간적인 기점을 나타내고 있다. (16)에서도 오
늘이라는 시간 기점을 나타낸다. (17) 역시 ‘오늘부터’라는 시간적인 기점
을 지칭한다. 예문 (18)의 ‘由’ 또한 문장에서 서술하는 인물이 열다섯 살
이었던 해를 기점으로 나타내며 (19)는 내년이라는 시간의 기점을 표현한
다. 예문 (15-19)은 (10-14)번 예문과 비슷하게 물리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추상적인 시간의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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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農民純收入由不足1000元增長到2000餘元。
농민들의 순수입은 1000위안에 미치지 못했다가 2000여 위안
으로 올랐다.

(21) 皮棉畝產由八十斤提高到一百二十斤。
피면의 1묘당 생산량은 80근에서 120근으로 올랐다.

(22) 她的臉，從前是白得像瓷，現在由瓷變爲玉。
그녀의 얼굴은 옛날에는 도자기처럼 희었다가 현재는 도자기
에서 옥처럼 하얗게 되었다.

(23) 小雞子叫了，天頭由灰暗轉成灰白。
닭이 울자 하늘가가 어둑어둑한 색에서 회백색으로 바뀌었다.

(24) 使我感到慶幸的是女生是由感情到欲望的。
나는 여성이 감정에서 욕망까지인 것을 다행이라고 여긴다.

예문 (20-24)에서 ‘由’가 표현하는 의미는 앞선 두 의미와 다르다. 예문
(20)과 (21)의 ‘由’는 각각 농민들의 순수입이 증가한 기점과 피면의 생산

량이 증가한 기점을 보여준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기점에 해당
하지 않는다. 예문 (22) 또한 그녀의 얼굴의 상태가 변화한 기점을 의미
하고 있다. 예문 (23)에서 ‘由’가 지칭하는 것은 하늘의 색이 변화하는 시
작점을 가리킨다. 이 역시 공간과 시간의 기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 (24)의 ‘由’는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기점을 나타낸다. 이로써 예문
(20-24)은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기점에서 더욱 추상화된 기점을 나타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상적인 기점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개
념의 기점이 아닌 추상적인 상태, 변화 및 발전 등을 포함하는 인지적이
고 추상적인 영역의 기점을 지칭한다.
앞서 설명한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의 의미기능들은 공통적
으로 기점역을 의미한다. 논문에 따라 세분화시켜서 공간 기점격, 시간
기점격, 범위 기점격, 상태 기점격 등13)이나 시작장소격, 시작시간격14)으

13) 王文娟(2006:23) 참조.
14) 윤덕한(200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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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목적어의 추상화 정도가 상이할
뿐 세 종류의 기점 의미 모두 공통적으로 기점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모
두 동일하게 기점역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기점역은 구체적인 위치 이
동의 기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위치 이동이 없는
상황도 표현할 수 있다.

2.3. 행위 주체의 의미기능
《現代漢語詞典》에는 ‘由’의 행위 주체 의미를 ‘맡기다’, ‘위임하다’의 의

미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由’ 뒤의 목적어를 행위 주체로 만
들어준다. 즉 ‘由’가 행위 주체의 의미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現代
漢語八百詞》에는 행위 주체 의미기능이 행위자를 끌어들이며 명사와 함

께 쓰인다고 명시되어 있다.
張洋(2012)은 행위 주체 의미에 대해 ‘由’의 전치사 용법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의미 중 하나이며 동작의 행위자를 도입하는 의미라고 하였다.
李衛中(2000)은 행위 주체 의미를 언급하면서 목적어는 주로 사람 명사,

대명사 혹은 절이며 동사는 동작 동사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25) 都由你來決定吧。
모두 네가 정해.

(26) 民族鄉的鄉長由建立民族鄉的少數民族公民擔任。
민족향의 향장은 민족향을 건립한 소수민족의 공민이 담당한
다.

(27) 准備工作由你負責。
작업 준비는 네가 책임져.

(28) 什麼時候走由我們決定。
언제 갈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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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行政關系是由軍政大學組織部出的文件。
행정 관계는 군정대학조직부에서 발급해 준 서류이다.

(25)에서 ‘정하다’라는 동작을 행하는 행위 주체는 ‘你’이다. (26)에 따르

면 민족향의 향장을 담당하는 행위 주체는 ‘由’의 목적어인 공민이다. 비
록 문장의 주어는 민족향의 향장이지만 의미적인 행위 주체는 ‘由’에 의
해 표현되고 있다. 문장의 주어와 의미적인 행위 주체는 서로 상이한 개
념이며 ‘由’는 단순한 통사적인 주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 주체를 의
미한다. (27)번 예문에서도 통사적 주어는 '准備工作'이지만 작업 준비라
는 동작을 행하는 책임자는 ‘你’이다. 예문 (28)에서도 시간을 정하는 행
위자는 ‘由’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由’가 행위 주체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예문들과는 다르게 마지막
예문의 행위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그
조직에서 문서를 발급해 준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
루고 있기에 일정 정도의 유생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행위자는 의지를 가지고 문장의 술어로 대표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
는 개체를 뜻하며 행위 주체를 지칭하는 의미는 행위자역을 갖는다. 그러
나 위의 예문 (29)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정도의 유생성과 연관된 개체
나 더 나아가 유생성이 없는 개체도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王文娟(2006)은 유생성을 지닌 개체 외에도 생명이 없는 도
구, 운반체, 사상, 개념, 조례, 법규 등도 ‘由’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고 서술했다. Palancar(2002) 또한 특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행위자역이
유생물을 포함하여 무생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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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인의 의미기능
원인의 의미기능은 원인 및 근거를 나타낸다, 즉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의논, 의견에 그 근본이 되는 이유를 뜻한다. 《現代漢語詞典》에는 근거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現代漢語八百詞》에서도 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서술하였다.
王文娟(2006)에 따르면 ‘由’의 원인 의미는 동작 행위를 발생하게 만드

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동작 행위 혹은 그 동작 행위가 초래한 결과가 생
겨나게 된 필수적이고 일차적인 조건이다. 李衛中(2000)은 사건 발생, 동
작 발생의 원인을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의미 항목으로 사용될
때에는 대부분 ‘조성하다’, ‘초래하다’, ‘야기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고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의 의미기능은 다양한 예시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0) 我國每年由荒漠化造成的直接經濟損失爲540億元。
우리나라는 매년 사막화 때문에 일어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이 540억원에 달한다.

(31) 對方的將領由服飾看來似乎也是龍將。
상대편의 고급 장교는 복식을 보아하니 역시 가장 높은 장교
인 것 같다.

(32) 死亡病人中，近八成是由交通事故引起的。
사망 환자 중, 80% 가까이는 교통사고 때문이다.

(33) 由這件事我想起一個故事。
이 일 때문에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34) 中國城市環境汚染不是由汽車造成的，而是由自行車造成的。
중국 도시의 환경오염은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자전거 때문이다.

예문 (30)을 분석하면 54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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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의 목적어인 사막화이다. 예문 (31)에서 화자가 상대편의 고급 장교를

가장 높은 장교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이자 원인은 그의 복식이다. (32)에
도 ‘由’는 죽음의 원인인 교통사고를 나타낸다. 예문 (33)에서 ‘由’는 화자
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원인을 지칭한다. (34)에서 ‘由’의 목적어인 자
동차와 자전거는 환경오염의 원인이다. 이상의 예문에서 모두 ‘由’가 원
인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由’는 원인역의 의미기능을 가진다. 원인역은 문장 내부
에서 출현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들이 동일한 문장의 술어에 대해 그 술어
자체가 동작하거나 그 결과를 야기하게 만드는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부사격 중에서 이유와 근거를 포함하는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王文
娟(2006)은 원인과 근거를 나타내는 격을 합쳐서 근유격(根由格)이라고 통

칭해서 기술하였다. 송병학(1976)은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어서 원인역을
설명하고 있다.
(35) 감기로 결석하다
(36) 자동으로 집이 흔들리다.
(37) 눈으로 길이 미끄럽다

위의 세 가지 예문에서 ‘(으)로’는 원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기능은
동작 행위의 원인, 동작 행위가 발생한 이유를 뜻한다. 문장 내에서 서술
어로 표현되는 사건이나 행동 혹은 그 결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원인역이라고 할 수 있다.

2.5. 도구의 의미기능
도구의 의미기능은 도구, 재료, 수단, 방법 등을 표현하는 의미기능이
다. 도구 의미는 해당 문장의 술어가 실행되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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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만들거나 완성시키는 과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재료 및 방법을
나타낸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방식 및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고 명사, 동사와 함께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법 의미 외에 도구나
재료를 뜻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呂叔
湘은 방법의 의미가 도구 및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고 추측된다. 이는 사전에서 제기한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8) 大會代表由民主協商，選舉產生。
총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협상과 선거로 선택된다.

(39) 原子核由質子和中子組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다.

예문 (38)에서 ‘由’의 목적어인 민주적인 협상과 선거는 총회의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 아래의 예문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성분, 재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문들을 하나의
범주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아 呂叔湘 또한 도구, 재료, 방법 등의 의미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王文娟(2006)은 ‘由’가 재료의 의미와 방법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

다. 논문에 의하면 재료의 의미는 원재료와 구성하는 성분 혹은 사람이라
는 의미를 포함한다. 원재료는 동작 행위가 완성 된 후 또 다른 사물로
변화하고 이러한 재료가 구성 성분이나 성원이 되어 어떠한 사물이나 조
직을 구성하게 되면 그것이 구성 성분이나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
리고 방법의 의미에 대해서 문장 의미 구조에서 행위 주체가 어떠한 동
작을 행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과 방식을 나타내며 ‘由’의 목적어는 술
어가 의미하는 동작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李衛中(2000)
은 ‘由’는 문장의 술어가 어떠한 사물을 구성할 때의 성분이나 재료를 나
타내고 또한 활동하는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 25 -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 확장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

(40) 水由氫與氧化合而成。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

(41) 社會由個體組成。
사회는 개체로 이루어진다.

(42) 其業務由擔保與再擔保兩部分構成。
그 업무는 담보와 재담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43) 整個官場就是一個由人際關系織成的大網。
모든 관료 사회는 바로 인간관계로 짜인 하나의 큰 그물이다.

(44) 這個丘陵主要由白堊構成, 大約花費了一千八百萬小時的人工。
이 구릉은 주로 백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략 일천팔백만 시
간의 인력이 들었을 것이다.

(40)은 ‘由’를 사용하여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소와 산소는 물을 이루는 화학적 재료이다. 예문
(41)에서 ‘由’는 사회를 조직하는 성분인 개체를 나타내며 역시 재료를 나

타낸다. (42)의 ‘그 업무’는 담보와 재담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문 (43)에서 관료 사회를 비유하는 큰 그물은 인간관계를 재료로 해서 짜
여졌다. (44)에서는 구릉이 백악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由’는 모종의 사물이나 조직, 개념 등을 구성하는
재료를 나타내고 있다.
(45) 他體驗到了一些由音樂表現出來的色彩。
그는 음악으로 표현되는 어떠한 느낌을 느꼈다.

(46) 食堂的大師傅由學生投票決定上崗還是下崗。
식당의 요리사는 학생 투표로 재직할지 퇴직할지 결정한다.

(47) 其特點在於由陽光產生的能量更易存儲。
그 특징은 태양빛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더욱 쉽게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48) 學代會由代表投票選出發言候選人。
학생 대표 회의는 대표자 투표로 발언 후보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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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可以由擔保物獲得清償。
담보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

예문 (45)에서 그가 듣는 느낌은 음악으로 표현된다, 즉 음악은 어떠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6)의 학생투표 또한 방
법이다. (47)에서 태양빛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예문 (48)에서
의 대표자 투표 역시 발언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자 방법이다. 예문
(39)는 채권자가 담보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문장인데 여기서의 담

보물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이다.
예문 (40-44)는 공통적으로 ‘由’가 표현하는 재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
으며 (45-49)는 재료의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 방법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비록 문장 술어의 종류와 목적어의 문법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뿐 ‘由’의 기본적인 의미는 유사한데, 모두 술어를 이루게 하는 재료 및
도구와 방법의 의미이다.
위와 같은 의미항목은 도구역의 의미기능을 가진다. 서혜민(2012)은 석
사학위논문에서 도구․재료격이 부사격의 한 갈래라고 설명하면서 도구,
수단, 방법, 방식, 재료 등을 나타낸다고 보충하였다. Narrog(2010)는 도구
역이 의미적으로 도구의 역할을 표시하며 재료와 방법도 도구역 표지로
표현된다고 서술했다. Palancar(2002)는 도구역을 행위자가 피행위자의 상
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처리하거나 조작하는 목적어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도구역은 유사한 갈래인 재료, 도구, 방법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도구
라는 명칭은 도구라는 의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유사한 범주들의 대
표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작이 진행될 때 선택하는 재료나 도구
그리고 더 추상화된 도구인 수단이나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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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에서 경유에서 기점으로의 파생 관계를 밝히기 전에 먼저 경유 의미

기능의 기원에 대해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설
정한 기점 전치사들 중 ‘由’, ‘從’, ‘打’, ‘打從’은 경유를 표현할 수 있다.
許迪(2012)는 전치사 ‘由’는 경유의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문법화되었다

고 서술했다. ‘由’는 ‘경유하다’, ‘경과하다’, ‘거치다’의 뜻으로 쓰일 때
‘由+NP₁+VP+NP₂’의 형식에서 많이 사용되어 그 빈도가 높아졌다. 그런

데 해당 논문에서 분석한 전치사의 의미기능에는 경유의 의미가 누락되
어 있다. 그래서 許迪는 ‘由’가 ‘경유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바
로 구체적인 장소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문법화 되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 개사 ‘由’의 의미기능 중에는 경유하다의 의미가
존재하는데 이는 어원어인 동사 ‘由’의 의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현상을 의미지속성15)이라고 하며 ‘由’가 기점의 의미로 파생되기 전에
먼저 문장 내에서 동사의 위치를 상실한 후 우선적으로 경유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개사로 문법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馬貝加
(2004) 또한 경유하다는 의미의 동사 ‘由’에서 경유의 의미기능을 나타내

는 전치사로 문법화하였다고 서술했다.
陳勇(2005)은 ‘從’은 원래 동사로서 ‘따르다’, ‘동행하다’의 의미로 ‘V₁
(從)+N₁+V₂+N₂’ 형식에서 사용되었고, 이후에 재분석16)이 일어나 공간적

인 경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문법화되었다고 밝혔다. 馬貝加, 徐
15) 의미지속성이란 특정한 문법소가 문법화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원어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16) 재분석은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형태의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외형 상의 변화는 아니다.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표현 형식의 구조적인 경
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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曉萍(2002)에 따르면 ‘從’이 ‘따라가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사용될

때 그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이면 문장의 주어인
사람과 목적어인 장소가 접촉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장소를 따라간다는 의미로 발전하여 경유의 의미를 지닌 전치
사가 된다고 하였다.
張會蘭(2009)은 ‘打’의 전치사 용법 중 경유의 의미기능이 가장 먼저 출

현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打’의 경유 의미는 동사 ‘打’에서 파생되
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邢相文(2013)은 ‘打’에 대한 통시적인 고
찰을 거쳐 동사로서의 원 의미는 ‘치다’, ‘두드리다’이며 후에 ‘공격하다’
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당, 오대 시기에 허화되기 시
작했으며 송, 원 시기에 경유 의미의 전치사로 완전히 문법화되었다고 설
명했다.
馬貝加(2002)에 따르면 ‘打從’은 남송 시기에 처음 출현했으며 경유하는

장소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鄒偉林(2004)는 ‘打’가 우선 접두사가 되고 그
후 ‘從’과 결합하여 ‘打從’이라는 새로운 전치사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를 통해 ‘由’, ‘從’, ‘打’와는 다르게 ‘打從’의 경유 의미는 동사에서 허화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경유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由’, ‘從’, ‘打’는 동사에서 전치사
로 문법화 될 때에 먼저 경유 의미의 전치사로 탈범주화17)했으며 ‘打從’
은 그 최초의 의미기능이 경유의 의미기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의미 파생은 전치사의 의미기능 간의 파생관계가 아니라 동사에서
전치사로의 문법화 과정이기에 본고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17) 탈범주화란 어원소들이 문법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명사, 동사와 같은 일차적 문
법 범주의 특성들을 잃고 형용사, 부사, 전치사, 후치사 등과 같은 이차적 문법 범
주의 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이성하 201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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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유에서 기점으로의 문법화
Heine et al(1991)은 의미역을 분석하면서 경유보다 기점역이 더 문법적

인 의미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곧 경유에서 기점역으로 문법화가 되
었다는 것을 뜻한다. 馬貝加，徐曉萍(2002)도 ‘從’의 문법화에 대해 논하
면서 기점 의미는 경유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邢相文
(2013)은 ‘打’의 의미 파생 관계에 대해 통시적인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

과를 보면 경유 의미가 먼저 출현하고 뒤를 이어 기점 의미가 출현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장소의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항목이 경유를 나타내
는 의미항목에서 파생되었다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어떤 기제
가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경유의 의미기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기점

경유점

종점

<그림 3-1> 경유 도식(박정운 1999:409 참조)

경유 의미기능 도식에서 양 극단은 각각 과정의 기점과 종점을 나타낸
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실선은 기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연속되는 장소들,
경유하는 장소들을 뜻한다. 도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간점을 경유해서
기점과 종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점과 종점은 문장에서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소의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항목은 경유를 나타내는 의미항목에서 파
생되었다. ‘경유하다’라는 의미기능은 기점, 경유점, 종점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기능에서 환유가 일어나서 기점과 중간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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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오직 하나의 지점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기점

종점

<그림 3-2> 기점 도식

위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환유가 일어나 기점의 의미로 파생된 기
점의 의미기능에는 더 이상 경유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유란 어떤 방식
으로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이용해
그 연속성 있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쓰는 수사법의 일종이라고 정의된
다.18) 환유는 인접성과 유사성에 근거해서 한 영역에서 동일한 영역으로
투사된다. 한 사물과 다른 사물이 물리적으로 연속성, 공간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을 때 둘 사이에는 환유관계가 성립된다.
경유에서 기점으로의 환유를 유발하는 연속성, 인접성은 제유를 말하는
데, 이는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부분-전체 관계의 연속성이다. 부분이 전체
를 대표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전체가 부분을 대표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유 관계는 의미기능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기점을 표시하게 되면서
더 이상 ‘경유하다’, ‘통하다’의 뜻을 의미하지 못하고 ‘~에서부터’라는 의
미를 가지게 된다. 경유점을 나타내던 전치사는 그 자체로 기점을 표시하
도록 변화한 것이다.

18) 이성하(2011: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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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기점

경유지점

<그림 3-3> 경유-장소 기점 환유 모형

(1) 你現在不會由學校裏跑出去吧？
너 지금 학교에서 도망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1)에서 ‘由’는 비록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인 ‘學校’와 함께 사용되었지

만 더 이상 경유하는 중간점이 아닌 그 자체가 시작점을 나타내며 기점
을 표시한다. 이는 경유 지점을 나타내는 기능이 환유를 통해서 장소의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으로 문법화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장소의 기점을 표현하는 의미기능은 은유적 전이에 의해 시
간적인 개념의 기점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파생되었다. 상대적으로 더욱
구체적인 특정한 개념이 그와 비교해서 더욱 추상적인 다른 개념을 표시
하는 것이 은유이다. 은유는 환유와 달리 유사성에 근거해서 하나의 의미
역에서 다른 의미역으로 투사되는 것이다. 이성하(2011)에 따르면 은유적
전이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인지적인 언어전략
인데 이때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개념을 전달체(vehicle)라 하고
목표가 되는 추상적인 개념을 주제(topic)라 부른다19)고 하였다.
비교했을 때，환유는

환유와

인접성 혹은 연속성에 근거함으로 미시적 구조에

속하지만 은유는 영역을 뛰어넘기 때문에 거시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19) 이성하(2011:2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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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由今天開始一連七天的議程裏，每一句話，每一個提議，都會寫
在將來的人類史上。
오늘부터 시작되어 칠일동안 지속되는 일정에서의 모든 말과
모든 의견은 모두 미래의 인류 역사에 써질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쓰인 ‘今天’을 보면 ‘由’가 나타내는 대상이 공간이 아닌
시간기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의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으로 발전될 때 그 원영역은 공간이
고 목표역은 시간이다. 시간은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실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표현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공간, 상대적으
로 익숙한 공간 개념을 사용해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아래의 도
식처럼 공간역에서 시간역까지로의 은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시간기점역

장소기점역

<그림 3-4> 장소기점-시간기점 은유 모형

구체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에서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인 시
간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으로 문법화되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로 문법
화하는 과정에서 근원 영역에서의 몇 가지 특징들이 전이된다. 특정한 장
소 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은 역시 특정한 시간 지점에서부터 시
작한다는 개념으로 전이된다. 장소의 선적인 관계는 한 시간의 점에서 다
른 시간의 점으로 이동하려할 때에는 그 중간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의

- 33 -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 확장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

점을 지나야 한다는 시간적 선적 관계로 전이된다. 마지막으로 한 위치에
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라는 특징은 시간의 이동 역시 특정한 시간에서
미래라는 또 다른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시간적 이동의 방향성으로
목표 영역에 전이된다.
그리고 시간 기점의 의미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물리적인 시간 자체의
기점으로부터 추상적 인지 영역의 기점으로 은유되었다. 추상적인 인지
영역은 추상적인 양, 규모, 상태, 범위 혹은 품질 등 추상적인 개념을 포
함한다.
(3) 農民純收入由不足1000元增長到2000餘元。
농민들의 순수입은 1000위안에 미치지 못했다가 2000여 위안
으로 올랐다.

(3)에서 ‘由’는 농민의 순 수입의 규모를 지시한다, 즉 추상적인 범위,

질을 나타내고 있다. 추상적이고 인지적인 영역으로의 은유가 일어난 것
이다.

추상기점역

시간기점역

<그림 3-5> 시간기점-추상기점 은유 모형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로 문법화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시간 기점을 나
타내는 영역에서 추상적 영역으로 변화할 때에도 원영역의 몇 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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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속적으로 전이된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특정한 시간 지점에서부
터 시작한다는 개념은 역시 어떤 특정한 추상적인 지점에서부터 시작한
다는 개념으로 전이된다. 시간적 선적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은 어떠한 상
태가 그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발전된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연속적인 추상적인 단계의 변화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선적인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서 미래라는 또 다른 시간으로 이
동하는 시간적 이동의 방향성은 한 상태가 원래 상태와 비교해서 달라진
다른 상태로 변화 이동한다는 특징으로 목표 영역에 전이된다.
은유적 전이가 발생할 때 전달체가 속해있는 영역을 근원영역이라고
하고 주제가 속해 있는 영역은 목표영역이라고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상
대적으로 더욱 구체적인 것이 비교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즉 더 추상적
인 개념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은유적 전이에서 공간은 전달체의 영
역에 속하고 시간 및 방법은 주제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
용에 근거해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장소에서 시간으로 은유되었고 그 후
다시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물리적 시간에서 더 추상적이고 인지적인 역
역으로 은유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경유와 기점, 그리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은 서로 분리된
의미가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있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예
를 들었던 것처럼 일부 문장에서는 의미가 어느 정도 겹치거나 모호한
문장이 생기기도 한다.
기점 의미의 문법화는 환유-은유 모형으로도 그려낼 수 있다. 이 모형
은 문법화의 원동력인 은유와 환유를 모두 포함한다. 은유는 하나의 인지
적 영역에서 다른 인지적 영역으로 전이되고 환유는 연속적으로 의미 중
복을 발생시켜서 연쇄적인 구조를 만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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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기점

시간기점

추상기점

<그림 3-6> 기점 환유-은유 모형(이성하 2011:287 참조)

위의 환유-은유 모형은 작은 원들의 점진적인 이동과 사각형 간의 이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원들은 각자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
들이 이동하면서 겹치는 교집합 부분에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 의미의
변화 과정 사이에 공통적이고 중첩되는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언
어 사용자들은 문법소의 언어 변화가 발생할 때 경계를 뚜렷하게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미세하고 점진적인 변화는 문맥에 의해 유도되는 재분석
및 재해석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맥적 재해석은 그 문법소의
원형 의미에서 상황적으로 사소하게 변한 것이기에 환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점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은 개념들이 속한 인지적 영역을 가리킨다.
문법소 의미의 연속적인 변이는 시간이 흐르고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최
초의 영역을 벗어나는 의미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거시적인 변화이고
은유적 과정이다. 환유-은유 모형은 문법화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
에 보이는 모순을 설명해낼 수 있다. 연속성이 지속되어 궁극적으로는 불
연속성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불연속성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그 변화의 내부과정은 실상 연속성이 있다20)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0) 이성하(2011: 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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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유-은유 모형은 문법화의 양면성(Janusian Process)을 가시적으
로 표현한다. 양면성은 하나의 특정한 원리에 의해서만 문법화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는 것
이다. 이성하(2011)는 더 구체적으로 문법화에는 기본적으로 화용적 측면
과 인식적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문법화가 발생할
때에는 환유와 은유의 과정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
켜낸다고 하였다.
화용적 측면은 추론 및 문맥적 재해석을 의미하며 인식적 측면이란 은
유, 환유, 제유 등의 인지적 기제로 인해 한 인지 영역에서 다른 인지 영
역으로 전이되는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전자인 추론과 문맥적 재해석
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연결된 과정이고 후자인 인지적 전
이는 하나의 인지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단절된 과정이다.
그러므로 문법화는 연속적인 속성과 불연속적인 속성을 모두 나타낸다.
경유의 의미기능과 기점의 의미기능을 하나의 표지로 나타내는 현상은
중국어 내의 다른 전치사와 세계의 다른 여러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우선 현대 중국어의 또 다른 전치사인 ‘從’과 ‘打’ 또한 경유의 의미
항목과 기점의 의미 항목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4) 從窗縫裏往外看。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다.

(5) 郵局從這兒往南去。
우체국은 여기서 남쪽으로 간다.

(6) 從明天起改爲夏季作息時間。
내일부터 하계 휴식 시간으로 바뀐다.

(7) 我們經曆了從不了解到比較了解這樣一個過程。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교적 이해하는 상태까지
의 이 과정을 경험했다.

예문 (4)에서 창문은 화자의 시선이 경유해서 밖으로 향하는 경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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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공간적인 장소를 경유한다. (5)의 ‘從’은 구체적인 장소 기점을 나타
낸다. 우체국으로 가는 과정의 장소적인 기점을 의미한다. 예문 (6)은 ‘從’
이 공간적인 기점이 아닌 시간적인 기점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
막 예문은 '상태'라는 추상적인 기점을 뜻한다. 이로써 ‘從’이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적 기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陽光打窗口射進來。
햇빛은 창문을 통해 쏘아져 들어왔다.

(9) 老張剛打縣裏回來。
장씨는 막 현에서 돌아왔다.

(10) 打今兒起，속天晚上學習一小時。
오늘부터 매일 저녁 한 시간 씩 공부를 한다.

(11) 我打心裏喜歡你。
나는 진심으로 너를 좋아한다.

(나는 마음속에서부터 너를 좋아한다.)21)

(8-11)번 예문은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전치사 ‘打’가 경유, 장소 기

점, 시간 기점, 추상적인 범위의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으로 사용된
예이다. (8)에서 ‘打’는 창문이라는 경유 지점을 나타내고 (9)에서는 장씨
가 돌아온 장소 기점인 현을 나타낸다. (10)의 ‘打’는 ‘오늘’이라는 시간
기점을 뜻하고 (11)은 추상적인 기점을 나타낸다. ‘打’ 또한 ‘由’, ‘從’과
동일하게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그리고 추상적 기점의 의미기능을
공시적으로 가지고 있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조사인 ‘から’ 역시 ‘由’와 동일하게 경유
의 의미와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다.
(12) 窓から光(がさす).
창문으로 빛이 비쳐오다.
21) 기점의 의미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직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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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山から雲がわく.
산에서부터 구름이 피어오르다.

(14) 昨日から雨だ.
어제부터 비가 왔다.

(15) 百円から百五十円ほどの値段.
백엔에서 백오십엔까지의 값.

예문 (12)는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から’가 경유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문 (13)의 ‘から’는 ‘산에서부터’라는
구체적 장소의 기점을, 예문 (14)에서는 '어제부터'로 시간의 기점을 나타
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예문 (15)에서 사용된 ‘から’는 ‘백
엔에서’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추상적 기점을 나타낸다.
(16) Al ritorno passeremo da Milano.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밀라노를 지나갈 것이다.

(17) essere lontano da casa.
집에서 멀다

(18) Vivo qui da diversi anni.
여기에서 여러 해 전부터 살고 있었다.

(19) scampare da un disastro.
재난에서 벗어나다.

(16-19) 예문에서 사용된 이탈리아어 전치사 ‘da’ 역시 기점의 의미와

경유의 의미를 동일한 표지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의
미기능을 동일한 표지로 표현하는 현상이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의미 파생이 중국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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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점에서 행위 주체로의 문법화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의미기능은 기점 의미 항목에서 파생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Luján(2008)은 원영역이 기점이고 목표역이 행위자역이라
고 은유 과정을 밝혔다. Narrog(2010) 역시 기점에서 행위자가 파생된다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현상을 Tauya어22), Dani어23), Athpare어24)에서도 발
견할 수 있다고 했다. Heine et al(1991)에서 격 용법의 문법화에 대한 개
념적인 고찰을 거쳐서 그려낸 문법화 고리에 명시된 경로에 따르면 기점
역이 행위자역으로 문법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uraghi(2009)도 행
위자는 기점에서 발전한다고 하였다.
Heine and Kuteva(2002)는 격 용법에 있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발전 관

계를 제기했다. 그들은 발전 관계의 방향성을 문법화, 통시적인 연구 그
리고 공시적인 언어 현상 묘사에 근거해서 결정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행
위자역이 기점역에서 파생된다고 밝혔으며 독일어의 기점 전치사인
‘von’, Krongo어25)의 기점 표지인 ‘nkA’ 그리고 불가리어의 기점 전치사
‘ot’에서 기점역에서 행위자역으로 문법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Palancar(2002)도 기점이 확장되어 행위자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서술했다.

그는 기점이 행위자로의 은유적 해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동일
한 표지를 일반화시켜서 행위자를 포함한 어떠한 행위나 사건에 참여자
에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특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유생물을 포함하여
무생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문법화의
방향만 확정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
족하다.
許迪(2012)는 행위 주체 의미기능에 대해서 ‘由’가 동작 행위의 대상을
22)
23)
24)
25)

파푸아 뉴기니의 마당 주(Madang Province)에서 사용되는 언어.
인도네시아 뉴 기니에서 사용되는 언어.
네팔 동부에서 사용되는 언어.
수단 중부의 주인 코르도판(Kordofan)주에서 사용되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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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며 전치사 목적어구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문법화 과
정을 설명하면서 주로 ‘NP₁+由+NP₂+VP’구문에서 사용되며 NP₁은 행위
자이고 NP₂는 피행위자이며 VP는 NP₁과 NP₂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 하면서 행위 주체의 의미로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었다.
(20) 禮義由賢者出, 而孟子之後喪逾前喪。君無見焉!
예의는 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맹자는 뒤의 장례를 전의
장례보다 후하게 치뤘습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由’는 예의가 나오는 추상적인 기점을 의미할
뿐 행위 주체의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許迪가 분석한 문법
화의 과정에 더욱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조금 더 정확한 행위 주체
의미기능의 문법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점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의미
하는데, 어떠한 동작을 행함에 있어서 그 동작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은
바로 그 동작의 행위 주체이다. 전치사로 허화되어서 구체적인 장소 기점
을 표시하는 ‘由’는 점진적으로 은유적 전이가 일어난 후 구체적인 장소
가 아니라 더욱 추상적인 개념인 문장 술어의 행위 주체를 표현하는 의
미로 확장되었다.
기점

행위 주체
<그림 3-7> 기점-행위 주체 도식

위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 주체는 동작이 시작되는 기점으로,
행위 주체에서 동작이 시작되기에 기점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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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 항목의 문법화 현상이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Haspelmath(2002)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어 전치사 ‘von’은 기점 의미와 행위자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21) Ich bekomme eine Pension von der Regierung.
나는 정부에서 연금을 받는다.

(22) Ich wurde von Hunden gebissen.
개가 나를 물었다.

한국어 조사 ‘에서’의 의미 항목을 조사해보면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
항목과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에서’는 어떤
행위나 사건의 공간적, 시간적, 추상적 출발점이나 시작점을 나태는 말에
이어 쓰이며 ‘~을/를 출발/기점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행동의 주
동자,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공시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
다.
(23)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다.
(24) 정부에서 고시하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
할 수 있다.

예문 (23)의 ‘에서’는 공간적인 기점을 표시하고 예문 (24)의 ‘에서’는
동사인 ‘고시하다’의 행위 주체를 표현한다. 이 외에 이탈리아어도 두 가
지 의미기능을 동일한 표지인 전치사 ‘da’로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essere lontano da casa
집에서 멀다

(26) Questo libro è scritto da Dante.
이 책은 단테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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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da’가 집이라는 장소 기점을 나타내는 반면 (26)의 ‘da’는 책의

저자, 즉 행위 주체를 나타낸다.

3.3. 기점 및 도구에서 원인으로의 문법화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은 기점의 의미 항목에서 분화 및 파생되었
다. 이러한 문법화 경로에 대해서 Narrog(2010)는 근원역이 기점이고 여기
서 파생된 목표역이 원인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법화의 방향
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확신을
내렸을 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기점의 의미가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파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Heine(2008)는 격 용법을 다루면서
하나의 의미역에서 또 다른 의미역으로 확장의 공통적인 패턴을 정리했
는데, 그에 따르면 기점역이 원인역으로 확장된다고 밝혔다. Luraghi(2009)
는 이탈리아어의 전치사 ‘da’의 다기능 분석을 진행하면서 원인은 기점에
서 파생된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許迪(2012) 또한 원인 및 근거의 의미는
기점 의미에서 유추된 의미라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
하였다.
어떠한 결과 혹은 판단은 모종의 원인 및 근거로 인해 생겨나며 따라
서 이 원인과 근거는 반드시 그 결과와 판단에 선행한다. 기점 역시 종점
에 선행하는 장소이기에 원인과 근거는 기점이며 결과와 판단은 종점이
다. 또한 원인과 결과는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사건인
데 기점과 종점 역시 선적으로 이어져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전이되고 더
욱 추상화 되어 기점 의미에서 원인과 근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파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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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종점

원인

결과
<그림 3-8> 기점-원인 도식

기점 의미에서 원인의 의미로의 문법화에 있어 또한 중요한 것은 귀류
적 추론이다. 귀류적 추론이란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과는 다른 추론
과정으로서 문법화의 중요한 기제이다. 귀류적 추론은 결과와 규칙을 먼
저 설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적용하거나 결과를 경우에 적용하고 법칙
을 찾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순, 예외가 생겨나고 예외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서 언어 변화를 야
기하게 된다.
추론이 문법소의 의미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은 더 자세하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에서 하나의 문법소는 문법화되기 전의 의미, 원래
의 의미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동일한 문법소가 하나의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암시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문법소
와 연관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반복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사람들의 착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의미가 반복적
으로 사용되면서 마침내 그 문법소의 실제적인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을 함축의 관습화, 함축의 규약화 혹은 관습적 함축이라
고 지칭한다.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화자는 발화할 때 의미를 최대한으로 함축하여
발언하고 청자는 그 발언에서 화자가 단언한 발화 이상의 내용을 추론한
다. 그리고 추론이 관습화되기 위해서는 사용 빈도가 높아야하는데 그렇
기 때문에 추론의 관습화로 인한 의미 변화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발생한
다.
기점의 의미 내에서 문법화가 일어나 시간의 기점을 뜻하게 되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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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정한 사건이 생겨난 시간의 선후도 나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
간의 선후의 의미기능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원인의 의미기능으로 문
법화되었다.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시간적으
로 연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적으로도 연결되었다고 추론하는 경
향이 있다. 비록 실제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인과적 연결 관계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존재하면 인과적으로도
연관되어 있다고 추론한다. 그래서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는 기점의 의미
가 점진적으로 원인의 의미로 파생되고 은유되었다.
현대 중국어 전치사 ‘從’도 이러한 현상을 보이며 영어의 전치사 ‘from’
과 프랑스어 전치사 ‘de’ 그리고 일본어 조사 ‘から’에서도 동일한 문법화
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27) 郵局從這兒往南去。
우체국은 여기에서부터 남쪽으로 간다.

(28) 從腳步聲就能聽出是你。
발걸음 소리로 너인지 알 수 있다.

예문 (27)의 ‘從’은 ‘여기’라는 공간적인 기점을 나타내고 (28)의 ‘從’은
공간적인 기점이 아니라 화자가 밖에서 오는 것이 너인지 판단하게 만드
는 원인이자 근거인 발걸음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29) Has the train from Bristol arrived?
기차가 브리스틀에서 도착했니?

(30) From the evidence, he must be guilty.
증거로 보건데 그는 유죄임에 틀림없다.

예문 (29)은 기차가 출발한 장소 기점을 전치사 ‘from’으로 나타내고 있
다. 이와 다르게 예문 (30)의 ‘from’은 근거 및 원인의 의미를 가진다.

- 45 -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 확장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

(31) Nous avons marché de Ely jusqu'à Eagle Mountain.
우리는 엘리에서 이글 마운틴까지 걸어갔다.

(32) Il saute de joie.
그는 기뻐서 뛰었다.

예문 (31)과 (32)을 통해 프랑스어 전치사인 ‘de’ 또한 기점의 의미와 원
인의 의미를 함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學校からまだ帰らない.
학교에서부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34) 経営不振から、工場が閉鎖された.
경영부진으로 공장이 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조사 ‘から’ 역시 기점과 원인 및 근거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Haspelmath(2002)에 따르면 세이셜 어의 전치사
‘ek’와 독일어 전치사 ‘aus’ 또한 기점과 원인을 함께 표시한다.
(35) Mon ganny pansyon ek gouvernman.
나는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

(36) Pa kapab reste laba ek moustik.
모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37) aus paris
파리에서부터

(38) aus Hass
미워해서

위에서 나열한 언어 형식들은 모두 ‘由’와 동일하게 기점과 원인의 의
미 항목을 공시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의 의미는 기점 의미 외에 도구 및 방법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파
생되기도 한다. Narrog(2009)는 도구역 표지가 도구 의미 외에 하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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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200개의 언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
르면 그 중 29 %의 언어가 원인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그가 그린 도구격
영역의 의미지도에 도구역에서 원인역으로의 방향을 그렸다. Heine et
al(1991)의 격 용법 문법화 고리를 보면 도구역에서 원인역으로 파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arrog(2010)는 방법 의미에서 원인의 의미로의 문
법화, 그 반대 방향인 원인의 의미에서 방법의 의미로의 문법화 혹은 양
방향의 문법화가 모두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 논문을 근거로 들어서 방법
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문법화 된다고 주장했다.
Palancar(2002)는 도구와 방법의 의미가 초기에는 방법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서 동작의 행위자가 특정화되지 않으면 방법이 나타
내는 원인의 의미가 현저해진다고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일반적인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郭銳
(2012) 또한 문법화의 한 기제로 의미의 현저화를 들었는데, 즉 언어 형

식의 비핵심 의미, 부가 의미 혹은 동일한 의미가 현저화 되고 하나의 의
미 항목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방법과 원인의 의미 항목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언어 표지로는 한국어
조사 ‘(으)로’, 일본어 조사 ‘から’, ‘で’ 영어의 ‘from’, ‘by’, ‘with’ 그리고
프랑스어 전치사 ‘par’, ‘de’가 있다.
(39) 그는 팔다가 남은 물건을 염가로 팔았다.
(40) 이번 겨울에는 감기로 고생했다.

예문 (39)과 (40)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조사 ‘(으)로’는 방법의 의미
와 원인의 의미를 함께 나타낼 수 있다.
(41) 酒は米から作る.
술은 쌀로 만들어진다.

(42) 経営不振から、工場が閉鎖された.
경영부진으로 공장이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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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의 ‘から’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예문 (41)은 술
이 만들어지는 재료를 나타내고 (42)는 공장이 문을 닫은 원인을 설명하
고 있다.
(43) 汽車で行く.
기차로 간다.

(44) 暑さで苦しむ.
더위로 고생하다.

일본어의 또 다른 조사인 ‘で’도 방법의 의미와 원인의 의미를 공시적
으로 함께 가지고 있다.
(45) All the furniture is made from pine.
모든 가구는 소나무로 만들어진다.

(46) From the evidence, he must be guilty.
증거로 보건데 그는 유죄임에 틀림없다.

동일한 현상은 영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치사인 ‘from’이 그 예 중 하
나이다. 예문 (45)의 ‘from’은 가구의 재료를 나타내고 (46)의 ‘from’은 도
구 및 방법이 아니라 원인 및 근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7) I will contact you by letter.
나는 편지로 너에게 연락할 것이다.

(48) I know him by his first name.
나는 그의 이름으로 그를 안다.

‘from’ 외에 영어의 또 다른 전치사인 ‘by’ 역시 동일하게 방법 의미와

원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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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ut it with a knife.
칼로 이것을 잘라라

(50) His fingers were numb with cold.
그의 손가락은 추위로 감각이 없다.

마지막으로 ‘with’ 또한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예문 (49)는 무엇을 자르
는 방법 혹은 도구를 의미하고 예문 (50)에서는 추위라는 원인을 나타낸
다.
(51) Il pousse le ballon du pied.
그는 공을 발로 밀었다.

(52) Il saute de joie.
그는 기쁨으로 뛰었다.

또 다른 언어인 프랑스 어의 전치사인 ‘de’는 도구 및 방법의 의미와
원인의 의미를 같은 표지로 나타낸다. 예문 (51)과 (52)에서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1) envoyer par la poste.
우편으로 보내다.

(52) échouer par paresse.
게으름 때문에 실패했다.

예문 (51)은 프랑스어의 또 다른 전치사인 ‘par’을 사용해서 방법의 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예문 (52)에서 동일한 표지를 사용해서 원인
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에서 도구
및 방법의 의미가 근거 및 원인의 의미로 파생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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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유에서 도구로의 문법화
경유의 의미기능은 도구의 의미기능에서 파생되었다. Narrog(2009)는 그
의 논문에서 도구역의 의미지도를 그렸는데 그것을 보면 도구가 경유에
서 문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lancar(2002)에 따르면 그가 조
사한 46개의 격 중에서 13%인 6개의 격이 경유 의미에서 방법 및 도구
의미까지 허화되었다고 밝혔다. 경유 의미가 가지고 있는 시작점은 동작
의 완성 전 상황이며 경유 지점이 바로 방법이나 수단 등이며 경유의 종
점이 동작의 완성된 상황이다. 이 경유 지점은 구체적인 도구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더 허화되어서 방법이나 방식이 올 수도 있다. 이는 언어에
따라서 그 문법화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도구, 재료 혹은 방식, 방법 등을 나타내는 도구의 의미기능은 경유의
의미기능에서 파생되었다.
(53) 水由氫與氧化合而成。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

(54) 我們班由學生投票選出了班長。
우리 반은 학생투표로 반장을 뽑는다.

(53)에서 물이라는 화학적 성분이 완성된 상황은 먼저 아무것도 존재하

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수소와 산소의 화합을 거친 후에야 물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 (54)를 보면 반장이 없는 상황은 투표라는 방법을 경
유해서 반장을 뽑은 상황으로 도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由’가 경유
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由’의 목적어가 구체적인 장소이나 점진적으로
재료, 도구, 방법을 나타내는 목적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 추상적으로
은유되었다.
경유 의미를 나타내는 영역에서 더 추상적 영역인 도구 및 방법의 의
미역으로 변화할 때에도 원영역의 특징들이 계속해서 전이된다. 우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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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미에는 시작점, 경유 지점, 종점이 존재하는데 도구 의미 역시 변화
하기 전에 원 상태, 직접적으로 도구, 재료 방법 등을 사용하는 중간 상
태 그리고 변화 후의 최종 상태가 존재한다. 또한 경유 의미는 필수적으
로 경유 지점을 거처야만 종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도구,
방법의 의미도 특정한 재료, 도구, 방법을 사용해야만 동작을 완성할 수
있다.

경유점

기점

도구

원 상황

종점

완성, 변화된 상황

<그림 3-9> 경유-도구 도식

위의 도식처럼 기점인 원래 상황에서 도구나 방법을 거쳐 완성되거나
변화된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로’, 일본어의 ‘から’ 영어의 ‘by’ 그리고 프랑스어의 ‘par’ 모
두 경유 의미와 방법의 의미 항목을 공시적으로 나타낸다.
(55) 서울에서 대구로 해서 부산에 갔다.
(56)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문 (55)의 ‘로’는 경유지를 나타내고 예문 (56)의 ‘로’는 방법을 나타
낸다.
(57) 窓から光がさす.
창문으로 빛이 비쳐오다.

(58) 酒は米から作る.
술은 쌀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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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을 살펴보면 창문이 빛이 비쳐오는 경유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해 예문 (58)는 동일한 표지이나 재료를 나타내고 있다.
(59) I usually go by New York when I fly to Europe.
나는 유럽으로 비행할 때 주로 뉴욕으로 거쳐 간다.

(60) I will contact you by letter.
편지로 너에게 연락할 것이다.

예문 (59)와 (60)을 통해 영어의 전치사인 ‘by’에서도 동일한 문법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59)는 경유 지점을 나타내고
(60)은 방법을 나타낸다.
(61) regarder par la fenêtre.
창문으로 바라보다.

(62) envoyer par la poste.
우편으로 보내다.

예문 (61)의 프랑스어 전치사 ‘par’는 시선이 경유하는 지점을 표시하고
(62)의 ‘par’는 무엇을 보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상 위에서 나열한 각 언

어의 예문들에서 동일한 표지가 경유의 의미와 도구, 재료 및 방법의 의
미를 동등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5. 소결

3장에서는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 확장 과정을 유형론

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점의 의미는 환유에 의해 경유
에서 파생되었고 장소에서 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추상적인 기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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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에 의해 확장되었다. 기점에서 행위 주체로도 은유되었다. 원인은 기
점과 도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과정에는 추론과 은유의 기제 등이 작용
하였다. 그리고 경유에서 더 추상화되어 도구의 의미가 되었다.
은유, 환유와 같은 인지언어학은 언어 행위를 언어에 국한된 특징이 아
니라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능력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사고가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언어 특성을 인류의 인지 과정과 동일시하여 분석하고 설명
한다. 즉 인간이 언어를 구성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은 인간이 사고
하는 방법 및 환경을 경험하는 방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
로 본고에서 분석한 의미 파생 과정은 비단 중국어의 언어 현상에만 해
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비록 공시적인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나 통시적인
의미 발전 과정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비록 기점 표시 전치사의 통시적인
의미 발전 과정을 다룬 논문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중 许迪(2012)는 전치사
‘由’의 의미기능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조사하면서 기점의 의미에서 동작

행위의 주체로도 파생되었다고 하였고 원인도 기점에서 발전했다고 분석
해서 의미의 통시적 발전 순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曾儀菲(2012)은 ‘從’
의 문법화를 통시적으로 연구하면서 경유에서 장소 기점으로, 그리고 시
간 기점에서 범위의 기점으로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밝히고 원인의 의
미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다고 서술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공시적인 분석 순서와 통시적인 발전 순서가 대
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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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문법 표지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나
방언에서도 이러한 의미나 기능이 하나의 동일한 표지로 표현되는 현상
이 존재한다면 해당 의미와 기능 사이의 관련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추측가능하다. 이는 필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며 인류 언어가 가지
는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郭銳(2015)는 개념공간(Conceptual space)과 의미지도(Senmantic map)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하나 혹은 여러 언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연관성
있는 문법 형식 혹은 어휘가 나타내는 기능과 의미를 재료로 하여 연속
성 원칙26)에 근거해 배열하고 연결선과 위치 배열로 이러한 기능과 의미
사이의 연관 관계와 공간적인 멀고 가까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선과
위치배열로 형성된 그림이 바로 개념공간이다. 그리고 개념공간에 특정
언어의 구체적인 문법 형식이나 어휘의 기능을 표현해내는 것이 의미지
도이다.
개념공간의 개념들의 위치와 연결은 범언어적인 보편성을 갖는다. 개념
공간이 표현하는 것은 인류 언어의 보편적 특징이고 의미지도가 그리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나 형식의 변화 패턴이다.
의미지도 모형을 사용하면 범언어적 비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다
의어의 의미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그려서 의견이 분분한 문법적 의미기
능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 간의 함축적 보편성을 밝
혀낼 수 있다. 또한 의미기능 사이의 공시적인 관계를 밝혀낼 뿐만 아니
라 과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문법화된 것인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발
26) 특정 언어, 특정 구조와 상관된 어떠한 범주라도 반드시 개념 공간 속의 연속 구
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의미지도 연속성 가설(The Semantic Map Connectivity
Hypothesi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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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범언어적으로 보편
적인 의미 확장 관계와 경로를 밝힘으로써 다른 언어 형식에서 나타나는
예외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외적인 현상은 또 다른 언어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및 설명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떤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는 최소 한 쌍의 다른 언어가 존재한
다면 그 의미기능은 의미지도에서 하나의 절점(node)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범언어적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의미기능들을 찾고 그리고 그러한
절점들을 2차원 혹은 3차원적 공간상에 배치해야 한다. 절점들을 배치할
때에는 서로 의미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가깝게 배열하며 의미기능을 연
결하는 선들은 명확성을 높이지만 그 길이나 굵기 등은 중요하지 않다.
본 장에서는 개별 전치사의 의미지도를 그리고 소결에서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를 그려 의미확장 경로를 살피고자
한다.

4.1. ‘由’의 의미지도
‘由’의 의미지도를 그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전치사 ‘由’의 개념공간상의

절점을 확정해야 한다. 제 2장에서 ‘由’의 의미 항목들을 의미역에 따라
서 재분류하였는데 각 의미 항목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언어들에서는
상이한 표지로 사용되는 것을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由’
의 개념공간은 아래와 같은 절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경유의 의미기능
2. 기점의 의미기능
3. 행위 주체의 의미기능
4. 원인의 의미기능
5. 도구의 의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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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열한 의미기능들 중 기점의 의미기능은 장소 기점, 시간 기
점, 추상 기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전치사와는 다르게 ‘自
打’와 ‘自從’은 기점 중에서도 오직 시간 기점만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이 문법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自打’와 ‘自從’에 대해서는 4.4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위에서 정리한 의미기능들이 전치사 ‘由’의 사용에 있어서 실제
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치사 ‘由’자 예문 100개를 분석하여 정리
하였다.

<그림 4-1> ‘由’ 의미기능 사용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앞서 분석하고 정리했던 의미기능들이 실
제로 ‘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용 비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의미기능들은 충분히 개념공간의 절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2장에서 언급했던바와 같이 행위 주체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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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가장 높다. 장소 기점은 25%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기
능이고 추상 기점은 15%의 비율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는 경유 의미가
8%로 사용되었고 원인, 도구, 시간 기점은 각각 5%, 4%, 3%로 가장 낮았다.

장소기점

경유

시간기점

추상기점

행위주체

원인

도구
<그림 4-2> ‘由’의 의미지도

이러한 의미기능들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어 전치사 ‘由’의 의미지도를
작성해 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각 의미기능들은 ‘由’의 의미이자 의미지
도 상의 절점을 나타낸다. 전치사 ‘由’의 의미지도에 따르면 ‘由’는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 도구, 원인, 행위 주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4.2. ‘從’의 의미지도
‘從’은 ‘由’와 더불어 현대 중국어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전치사

중 하나이다. 於春遲(2009)의 常用漢語1500高頻詞語表에서는 ‘從’이 57위
로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 항목의
문법화 정도가 높아서 ‘從’이 표현할 수 있는 의미도 비교적 많다.
《現代漢語詞典》은 ‘從’의 의미에 기점 의미, 경유 의미, 근거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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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기술했다. 《現代漢語八百詞》는 ‘從’의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구분
했다.
1. 기점을 나타낸다. ‘到, ‘往’, ‘向’과 자주 쓰인다.
a) 장소, 근원을 나타낸다. 처소사, 방위사와 함께 쓰인다.
b)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사, 동사구 혹은 절과 함께 쓰인다.
c) 범위를 나타낸다. 명사, 동사구 혹은 절과 함께 쓰인다.
d) 발전, 변화를 나타낸다.
2. 거쳐 간 경로, 장소를 나타낸다. 처소사와 방위사와 함께 쓰인다.
3. 기반, 근거를 나타낸다. 명사와 함께 쓰인다.

이 외에도 여러 논문에서 ‘從’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胡曉(2015)는 ‘從’
의 의미를 아래의 6개의 의미로 구분하였다.
1. 기점 의미
a) 구체적인 공간의 기점을 나타낸다.
b) 추상적인 기점을 나타낸다.
c) 시간의 기점을 나타낸다.
d) 성질, 상태 변화의 기점을 나타낸다.
2. 거쳐 간 지점이나 경로를 나타낸다.
a) 구체적인 경유 지점 혹은 경로를 나타낸다.
b) 추상적인 경유 지점 혹은 경로를 나타낸다.

胡曉는 논문에서 추상적인 경유지점에 대해 ‘他從窗戶往外看。’이라는

예문을 들었다. 그러나 ‘窗戶’는 비록 구체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구체적
인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추상적인 시선이 경유한 장소이기 때문에 추상
적인 경유지점이라고 구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유 지
점이든 추상적인 경유 지점이든 모두 경유역을 나타내므로 하나의 의미
역을 가진다.
박정구(2005)는 ‘從’ 전치사구를 연구하면서 ‘從’의 목적어가 주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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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갖는 의미관계를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경유지: 동작, 행위로 인해서 경유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2. 장소기점: 동작의 시작된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3. 시간기점: 동작, 상태가 시작된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
4. 근거: 판단이나 행위의 근거를 나타내는 경우
5. 범위기점:‘從...到...’ 형식을 사용하여 일정 범위 안의 기점을 나
타내는 경우

선행 연구를 통해서 ‘從’의 의미를 조사한 결과, 비록 자세한 의미까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從’은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
점, 추상 기점 그리고 원인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실제 예문을 통해서 ‘從’의 의미를 알아보고 의미역에 따라서
정리하고자 한다.
(1) 隊伍剛從操場經過。
행렬은 막 운동장을 지나갔다.

(2) 一大隊人馬剛從小路走過去。
한 큰 무리의 사람들이 막 작은 길로 지나갔다.

(3) 從窗縫裏往外看。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다.

예문 (1-3)은 ‘從’이 경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운동장과
작은 길, 창문은 모두 경유해 가는 과정 중의 한 장소인 경유 지점이다.
이는 경유역을 가지는 의미기능이다.
(4) 今天我從图书馆借了一本書。
오늘 나는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렸다.

(5) 我從樓上扔給她了。
나는 위층에서 그녀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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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4)의 ‘從’은 유치원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기점으로 삼는 의미이
다. (5)의 목적어 역시 위층이라는 장소이다. 이러한 예문들은 ‘從’이 구체
적인 장소의 기점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6) 不是從今天開始的。
오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7) 從三點到四點這段期間, 仍需要待在這裏。
3시에서 4시까지 이 시간 사이에 여전히 이곳에 있어야 한다.

예문 (6)과 (7)에서 사용된 ‘從’은 여전히 기점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
목적어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이때의 ‘從’은 시간의 기점을 나타내
는 의미기능으로 사용되었다.
(8) 他是從人民群眾中成長起來的偉大領袖, 永遠屬於人民。
그는 민중에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위대한 지도자이며 영원
히 국민에게 속한다.

(9) 她會完全將你從記憶中抹去的。
그녀는 완전히 너를 기억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8)과 (9)는 구체적, 물리적인 기점이 아닌 추상적인 기점을 포현한다.

예문 (4-5), (6-7), (8-9)는 순차적으로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을
나타내고 모두 공통적으로 기점역을 가진다.
(10) 從外表上看, 它就像是西方童話故事裏的神奇木屋。
외양으로 보면, 그것은 서양 동화 속의 신기한 나무집 같았다.

(11) 從腳步聲就能聽出是你。
발걸음 소리로 보아 너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문 (10), (11)은 경유 의미 또는 기점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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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원인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원인역을
가진다.
위에서 나열한 의미기능과 예문을 통해 살펴 본 ‘從’의 의미를 의미역
에 따라서 재분류하면 최종적으로 ‘從’의 의미기능을 확정할 수 있다. 즉
‘從’은 경유의 의미기능,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을 포괄하는 기

점의 의미기능 그리고 원인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림 4-3> ‘從’ 의미기능 사용비율

그림 <4-3>은 ‘從’이 전치사로 사용된 말뭉치 예문 100개를 분석한 결
과이다. 표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추출해 낸 ‘從’의 의미 항목들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소 기점과 추상 기점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각각 40%와 32%로 가장 많고 시간 기점은 14%이다. 원인과 경유
의 의미기능은 9%와 5%의 비율로 사용되어 적게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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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의미기능에 기초해서 전치사 ‘從’의 의미지도를 그리고자 한
다.

경유

장소기점

장소기점

장소기점

원인

<그림 4-4> ‘从’ 의미지도

그림 <4-4>는 ‘从’의 의미지도를 나타낸다. 이는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
되는 전치사 ‘从’은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과 원인의 의
미를 나타낼 수 있고 모두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설명한다.

4.3. ‘打’, ‘打從’의 의미지도
‘打’는 현대 중국어에서 주로 구어로 사용되는 전치사 중 하나이다. 《現
代漢語词典》에 전치사 ‘打’는 ‘從’과 그 의미가 같다고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도 ‘打’는 ‘從’이며 구어에서 사용된다고 하였
다. 장소, 범위, 시간의 기점과 경유하는 경로, 장소를 나타낸다고 서술되
어 있다.
姜電平(2010)은 여러 다양한 사전27)에 수록되어 있는 ‘打’의 의미를 정

리하여 두 가지의 의미로 귀납하였다.

27) 《現代漢語词典》, 《現代漢語八百詞》, 《新華字典》, 《现代汉语规范字字典》, 《漢語大詞
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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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 시간, 범위의 기점을 나타낸다.
2. 경유하는 경로, 장소를 나타낸다.

邢相文(2012) 또한 ‘打’의 의미 변화에 대해 정리하면서 현대 중국어에

서 쓰이는 ‘打’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경유의 의미와 장소, 시
간의 기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의미 외에 범위 등을 포함하
는 추상적인 기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 연구들에서 분석한 의미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고 코퍼스 예문 분석을 통해서
‘打’의 의미를 확인하여 그 의미를 의미역에 따라서 재분류하고자 한다.
(12) 他打門縫裏往外看。
그는 문틈을 통해 밖을 봤다.

(13) 打水路走，兩天可以到。
물길로 가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다.

위에서 나열한 예문들에서 ‘打’는 모두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이다. 위
예문들에서 ‘打’는 경유역을 가지며 경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14) 他是打城裏來的。
그는 성에서 온 것이다.

(15) 我們可以打這兒上去。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다.

예문 (14)의 ‘打’는 ‘縣裏’를 목적어로 가지고 특정 장소의 기점을 표시
한다. (15)에서도 ‘打’가 장소의 기점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6) 打現在起，每周食素四天。
지금부터 매주 나흘 동안 채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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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打今天起，點名從我開始。
오늘부터 나부터 출석을 부른다.

(16)과 (17)의 ‘打’는 모두 시간의 기점을 나타낸다.
(18) 我打心裏喜歡你。
나는 진심으로 너를 좋아한다.

(19) 打組長起到每一個學員，都練了一遍。
조장에서 모든 학생들까지 모두 한 번씩 연습했다.

예문 (18-19)는 범위 등의 추상적인 기점을 나타낸다. 예문 (14-19)를 통
해 분석한 ‘打’는 장소 기점, 시간 기점 그리고 추상 기점을 나타내며 기
점역을 가진다.

<그림 4-5> ‘打’ 의미기능 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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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와 예문들을 분석했을 때 현대 중국어 전치사 ‘打’는 경유의
의미기능과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 즉 기점의 의미기능을 뜻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기점의 의미로 자주 쓰이고 경유의 의미가
가장 적게 보인다.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전치사인 ‘打從'은 ‘打’와 ‘從’이 합
쳐진 형태이고 ‘打’, ‘從’과 동일하게 기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現
代漢語词典》에 따르면 ‘打從’이 나타내는 의미는 경유의 의미와 시간 기

점 의미로 ‘打’와 ‘從’보다 의미 범주가 적다. 《現代漢語八百詞》에는 ‘打’
와 ‘從’만 수록되어 있고 ‘打從’에 대한 기록은 없다.
張雙亭(1999)은 ‘打從’이 기점을 의미할 때에는 ‘從’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며 경유지점이나 거쳐간 경로를 나타낼 때에 경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張會蘭(2009)는 ‘從’류 전치사들과 연관된 의미를 분석
하면서 ‘打從’의 의미를 자세하게 분류하였다. 그녀는 ‘打從’이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적인 기점 그리고 근거를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예문 분석을 통해 ‘打從’의 실제 의미를 알아보고 분류하려고
한다.
(20) 今日打從湖上過, 畫工還欠費工夫。
오늘 호수위로 지나가니, 화가는 또 빚을 진다네.

(21) 但經常有機會騎著水牛打從村塾門前經過……。
그러나 자주 물소를 타고 서당 문 앞을 지나갈 기회가 있다
…….

예문 (20)과 (21)은 ‘打從’의 경유 의미를 나타낸다.
(22) 什麼時候太陽會打從西邊升起？
언제 태양이 서쪽에서 뜰 수 있을까?

(23) 他一邊用由線編織的細網打從河裏撈起一個裝咖啡的厚皮塑膠
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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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편으로는 실로 짠 가는 그물로 강에서부터 커피가 담
긴 두꺼운 비닐 봉지를 건져냈다…….

예문 (22)와 (23)은 ‘打從’의 장소 기점 의미를 보여주는 예문이다.
(24) 打從第一天起，我就沒覺得你是陌生人。
첫째 날부터 나는 너를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5) 打從十年前建廠開始，陳廠長就“嫁”給了華日廠。
십년 전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천 공장장은 파일

(華日) 공장과 결혼했다.

예문 (24)과 (25)를 통해 ‘打從’이 시간 기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打從心底裏笑出來。
마음속에서부터 웃음이 나왔다.

(27) 他不僅說了，而且還打從心眼裏希望如此。
그는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이와 같이 바라고
있다.

반면에 예문 (26)과 (27)에서 사용된 ‘打從’은 추상적인 기점 의미를 가
지고 있다.
(28) 打從外表上望去, 沈偉傑一臉酷樣。
외모로 봤을 때, 션웨이지에는 멋진 모습이었다.

(29) 打從門第上看, 他們兩個是不太適合。(《读者》合订本)28)
가문으로 봤을 때 그 둘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예문 (28)과 (29)은 원인이자 근거를 나타낸다.
28) 張會蘭(2009: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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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들과 기타 예문을 분석해보면서 ‘打從’이 실제로 경유 의미,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 의미, 원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림 4-6> ‘打从’ 의미기능 사용비율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100개의 말뭉치 예문 분석결과 ‘打从’의 용법 중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시간기점의 의미기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상기점은 29%, 장소기점은 10%의 비율로 사용되고 경유와 원인
의 의미기능은 모두 3%로 가장 적게 쓰인다.
앞서 정리한 ‘打’와 ‘打从’의 의미기능에 기초해서 각 전치사의 의미지
도를 그리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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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

경유

장소기점

장소기점

장소기점

원인

打從
<그림 4-7> ‘打’와 ‘打从’의 의미지도

‘打’와 ‘打从’의 의미지도는 ‘打’와 ‘打从’가 나타내는 의미를 기하학적

으로 표현한다. 즉 ‘打’는 기점의 의미를 나타내고 ‘打从’은 경유, 기점,
원인의 의미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4. ‘自’, ‘自從’, ‘自打’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
현대 중국어의 전치사 ‘自’, ‘自從’, ‘自打’ 또한 기점의 의미를 나타낸
다. 우선적으로 ‘自’를 《現代漢語词典》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從’과
‘由’로 풀었으며 그 외에 자세한 의미는 서술하지 않았다. 《現代漢語八百
詞》에는 ‘自’가 장소와 시간의 기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장소의 기점을

나타내고 특별한 동사29)와 함께 출현하면 동사의 뒤에 위치할 수도 있다
고 하였다.
胡曉(2015)는 ‘自’가 구체적인 공간의 기점, 추상적인 기점 그리고 시간

의 기점을 이끌어 낸다고 분석했다. 伍海燕(2015)은 시간, 공간 등의 기점
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自’가 현대 중국어에서 실제로 사용
되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코퍼스 예문을 분석해보았다.
29) 寄, 來, 選, 出, 抄, 錄, 摘, 譯, 引, 轉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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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絲綢之路”的主線自中國西北部的長安(西安)開始。
‘실크로드’의 주요 노선은 중국 서부의 장안(서안)에서 시작한
다.

(31) 孫中山不久前自檀香山來到北京。
손중산은 얼마 전 호놀룰루에서 북경으로 왔다.

예문 (30)과 (31)를 보면 알 수 있듯이 ‘自’는 장소의 기점을 나타낼 수
있다.
(32) 大清國的海軍卻自光緒十四年(1888年)以後……。
대청국의 해군은 광서 14년(1888년) 이후부터…….

(33) 自那時以來, 兩國關系得到順利發展。
그 때 이후부터 양국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다.

예문 (32)와 (33)에서 ‘自’는 시간의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가진다.
(34) 幸福是來自他人心靈的高貴禮物。
행복은 타인 마음에서 온 고귀한 선물이다.

(35) 他也解釋了一位意大利愛國者發自內心的話。
그는 이탈리아 애국자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말도 설
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예문 (34)과 (35)는 추상적인 기점을 뜻한다. 이로써 ‘自’
가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적인 기점, 즉 기점역을 의미 항목으로 가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용 비율은 그림 <4-8>의 표와 그래프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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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自’ 의미기능 사용비율

‘自’의 의미기능 중 시간 기점이 54%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장소 기점

이 34%이고 추상 기점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낮다.
‘自從’과 ‘自打’는 각각 ‘自’와 ‘從’, ‘自’와 ‘打’가 합쳐진 합성어이고 그

의미는 다른 전치사들보다 좁다. 《現代漢語词典》에 ‘自從’은 시간의 기점,
특히 과거를 형용하는데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自打’는 방언에서 자
주 쓰이며 의미는 ‘自從’과 동일하다고 적혀있다. 《現代漢語八百詞》에는
‘自從’에 대해서만 서술되어 있는데, 과거의 시간 기점을 의미한다.
伍海燕(2015)는 ‘自從’이 전치사 ‘自’와 ‘從’이 합해진 복합어이며 목적

어는 일반적으로 명사성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목적어인 명사성 성
분은 시간의 기점, 특히 과거의 특정한 시간의 기점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 張會蘭(2009)은 ‘自從’, ‘自打’의 의미기능은 동일하며 과거 시간의 기
점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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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自從黃金時代過去後，曆史的運動一直是逐步退化的運動。
황금 시대가 가버린 후부터, 역사의 흐름은 계속해서 점차 쇠
퇴하는 흐름이다.

(37) 自從80年代中期以來……。
80년대 중기 이후부터…….
(38) 自從有了人類，也就有了語言。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바로 언어가 있었다.

예문 (36-38)은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전치사 ‘自從’을 활용한 예문
인데 모두 시간의 기점을 표현한다. 중국어 말뭉치에서 ‘自從’을 사용한
100개의 예문을 조사한 결과 시간의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만을 찾을 수

있었다.
(39) 自打你演出以后，我不是坏人也是坏人了。
니가 연출하고 나서부터 나는 나쁜 놈밖에 될 수 없다.

(40) 自打他從農校畢業，就被分配到了吉林省榆樹縣農業局工作。
그는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길림성 위수현 농업국으
로 배치받아 일했다.

(41) 他自打16歲初中畢業後就再也没去过学校。
그는 16살에 중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학교에 가보지 않았다.

예문 (39-41)의 전치사 ‘自打’는 시간 기점, 특히 과거 시간의 기점을 의
미한다. ‘自打’역시 코퍼스 예문 100개를 분석한 결과 시간 기점밖에 찾
을 수 없었다. 따라서 ‘自從’와 ‘自打’의 의미기능은 세 가지로 나눈 기점
중에서도 오직 시간의 기점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앞서
정리한 ‘自’와 더불어 ‘自從’과 ‘自打’의 의미지도를 그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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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從, 自打

장소기점

시간기점

추상기점

自
<그림 4-9> ‘自’, ‘自從’, ‘自打’의 의미지도

‘自’, ‘自從’, ‘自打’의 의미지도에 따르면 ‘自’는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의 모든 기점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自從’과 ‘自打’는 기점
중에서 시간 기점만을 의미한다.

4.5. 소결

4.1에서부터 4.4에 걸쳐 분석한 다양한 기점 표시 전치사들의 의미기능

을 표로 만들어 정리하였다.

<표 4-1>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
由

从

打从

打

경유

+

+

+

+

장소기점

+

+

+

+

+

시간기점

+

+

+

+

+

추상기점

+

+

+

+

+

행위주체

+

원인

+

+

+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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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는 문법화가 가장 고도로 진행되어 모든 의미기능을 나타낼 수 있

고 ‘从’과 ‘打从’은 경유, 기점,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며 ‘打’는 경유와 기
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自’는 기점 의미기능만을 가지며 ‘自打’와
‘自从’은 시간 기점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10> 張敏(2015)에 기초한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 의미지도

張敏(2015)은 현대 방언 문법과 관련해서 피동, 사역, 수혜자, 도구, 수

반, 기점 등의 의미역에 대한 개념공간을 작성한 바 있다. <그림 4-10>은
그 개념공간을 기초로 하여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기능과 그 의미 관계를 더 추가해서 수정한 그림이다.
張敏은 도구와 방법을 나누었으나 본고에서는 하나의 의미역으로 설정

하였고 도구와 원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그 사이에
연결선을 그렸다. 본고에서 기점도 장소, 시간, 추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
을 밝혔으나 지면이 협소하여 원본의 ‘來源(source)’을 따랐다. 또한 행위
자와 경유를 추가하여 기점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은 본고에서 확인한 현대 중국어의 기점 표시 전치사가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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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의미지도이다.

<그림 4-11> Luraghi(2009)에 기초한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지도

그리고 <그림 4-11>은 Luraghi(2009)가 작성한 이탈리아어의 기점 표시
전치사 ‘da’와 연관된 개념공간에 도구의 의미기능을 더하고 경유, 기점
과의 연결선을 이은 것이다. 이를 보면 이탈리아어와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개념공간에서 인접하게 위치한 의미기능들은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미기능들은 가족 닮음(family resemble)을
보여준다. 즉 각 의미기능 사이에 어떤 공통된 특성을 발견할 수 없지만
어떤 중복되는 유사성을 지닌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미항목들과 어느 정
도 유관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각 의미기능 사이의 선은 그 기능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화살표의 방향은 의미 파생 순서를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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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 의미지도

<그림 4-12>는 본고에서 밝혀낸 내용에 근거해서 현대 중국어 기점 표

시 전치사들의 개별적인 의미지도를 그린 것이다. 이 의미지도를 통해 현
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의 보편적인 발전 경로와 각 전
치사들의 개별적인 의미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
형식과의 비교와 통시적인 조사를 통해 구축한 개념공간에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지도를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적인 전치사들에
관한 독립적인 의미지도를 구축했을 때 크게 단절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
는 이러한 개념공간과 의미지도가 언어의 보편성을 반영한 것임을 알려
준다.

- 75 -

5. 결론

본고는 다기능성 문법소인 현대 중국어의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
능을 비교하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별 의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인지
적으로 분석하였고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보편적인 의미 확장 경로
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중국어의 기점 표시 전치사는 경유의 의미기능, 장소 기점의 의미
기능, 시간 기점의 의미기능, 추상 기점의 의미기능, 행위 주체의 의미기
능, 원인의 의미기능 그리고 도구의 의미기능을 모두 나타내거나 일부 의
미를 지닌다. ‘由’는 위에서 나열한 모든 의미기능을 나타내며 ‘从’, ‘打
从’은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과 원인의 의미를 지닌다.
‘打’는 경유, 장소 기점, 시간 기점, 추상 기점을 표현할 수 있다. ‘自’는

세 가지 기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自打’와 ‘自从’은 시간 기점만을
나타낸다.
경유는 행위자의 위치가 이동할 때에 경유하거나 통과한 경로나 장소
를 지칭한다. 장소 기점은 구체적인 공간의 시작점, 시간 기점은 물리적
인 시간의 기점, 그리고 추상 기점은 추상적인 상태, 변화 및 발전 등을
포함하는 인지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의 기점을 지칭한다. 행위 주체는 일
반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문장의 술어로 대표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개체를 뜻하지만 특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행위자역이 유생물을 포함하
여 무생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원인은 문장에서 사용되는 전치사의 목적
어들이 동일한 문장의 술어에 대해 그 술어 자체가 동작하거나 그 결과
를 야기하게 만드는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구는 해당 문장의 술어가
실행되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거나 완성시키는 과정을 위
해 사용되는 도구, 재료 및 방법을 나타낸다.
기점의 의미는 공간적인 인접성에 근거한 환유에 의해 경유에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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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리고 장소 기점에서 시간 기점으로, 그리고 다시 추상적인 기
점으로는 은유에 의해 확장되었다. 장소에서 시간으로 은유되고 또 다시
추상적인 인지 영역으로 은유되는 것이다. 또한 기점에서 행위 주체로도
은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인은 기점과 도구에서 파생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는 추론과 은유의 기제 등이 작용하
였다. 그리고 경유에서 더 추상화되어 도구의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앞서 분석한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에 대해 전치사 사이
의 비교와 다른 외국어 표지의 의미기능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
해 다른 선행 연구에서 작성한 개념공간에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
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추가하였고 그 의미 관계를 밝혀 새롭고 더
욱 정교한 개념공간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독립적인 의미지도를 작성하여 자세하고 개별적인 의미를 살폈다. 이 개
념공간과 의미지도는 범언어간 비교를 통한 유형론적 고찰과 인지언어학
적인 근거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중국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이라고 여겨진다.
의미지도는 의미의 관련성과 파생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의미 파생의
가능성과 의미의 연속된 관계를 나타낸다. 개념공간과 의미지도를 보면
비록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의미일지라도 서로 연
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인류의 사고 방향에 근거한
인지언어학적인 의미 상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미지도는 의미기
능 사이의 공시적인 관계를 밝혀내고 통시적인 발전 관계를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본 논문은 현대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의미기능을 밝히고 그 확
장 과정을 유형론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개념공간
에 중국어 기점 표시 전치사의 개념공간을 추가하고 수정하였다. 그리고
개별 전치사의 의미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 언어의 분
석이 병행될수록 더욱 정확한 의미지도를 그려낼 수 있으므로 더 다양한
언어를 조사하고 분석한다면 의미지도가 더 명확하고 정확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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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의미기능에 대해 통시적인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양질의 연
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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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漢語起點介詞語義功能擴展的
語言類型學硏究

本文分析了现代汉语起点介词“由”、“从”、“打”、“打从”、“自”、“自从”
和“自打”的语义功能，并从类型学的角度对其进行了研究。这些介词虽然语
义并不完全相同，但它们都可以表示起点的意义。
汉语起点介词可以表示经由、起点、施事、原因和工具这五项语义功能。
“由”可以表示汉语起点介词所具有的全部语义；“从”和“打从”可以表示经由、
空间起点、时间起点、抽象起点以及原因；“打”可以表示经由、空间起点、
时间起点和抽象起点；“自”只能表示三种起点；“自打”和“自从”只能表示时间
起点。
经由是指施事移位时经过或通过的场所、地点；空间起点是指物理空间的
起点；时间起点是事件发生、发展或变化的具体时间始点；抽象起点是抽象
的变化或者发展的起点；施事一般指的是有自己的意志并能主动进行句子谓
语部分所表示的动作的主体，可是在一定的情况下施事也可以由无生事物来
充任；原因指的是介词的宾语使其所对应的谓语动作开始进行或是导致某种
结果的条件；工具是句子谓语执行、发生或完成某一个事件的过程时中所采
用的工具、材料或方法。
由于空间的邻近性，经由的语义功能发生转喻后发展成了空间起点。从空
间起点到时间起点、时间起点到抽象起点都是由于隐喻机制的作用派生而来
的。因为施事是动作初次开始的起点，所以是从起点中隐喻而来的。原因是
根据推理、隐喻等机制从起点和工具中派生出来的。另外，经由虚化为了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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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这些派生的过程和方向可以预测出从一个语义功能发展到其他语义功能
的可能性。
此外，本文将前面所分析的起点介词的语义功能跟其他语言进行了比较。
通过起点介词之间的比较构建了现代汉语起点介词的概念空间，并绘制了各
个起点介词的语义地图。通过语义地图我们可以更为清楚地看出各项语义功
能之间的相关性和派生关系，也可以推测出各语义之间派生的可能性以及各
语义功能的连续关系。语义地图不仅可以反映语义功能的共时关系，还可以
间接地揭示出其历时的发展顺序。
本文为了研究现代汉语起点介词的语义功能和这些语义功能的语义扩张路
径，采用了认知语言学及语言类型学的研究方法。
总之，现代汉语起点介词可以表示经由、空间起点、时间起点、抽象起
点、施事、原因和工具这几项语义功能，这些语义功能之间存在着一定的关
系，而且这种现象不是汉语特有的现象，而是跨语言的普遍现象。

關聯詞語: 起點介詞 、 語義功能 、認知語言學 語言類型學 、語法化 、語
義地圖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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