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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老乞大』는 漢語회화 교재로서, 조선시대 司譯院에서 매우 널리 사용했
던 교과서였다. 당시 중국 북방 지역 漢語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司譯院
의 학자들도 계속해서『老乞大』를 수정하고 갱신하였다. 여러 차례 갱신
된『老乞大』의 판본들은 元代에서 淸代까지 400여 년에 걸쳐 漢語의 음운,
문법, 어휘 등이 변화하는 양상과 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老乞大』의 여러 판본과 諺解書 중에서 연대 차이가 많이 나는『舊本老乞
大』, 『老乞大諺解』, 『老乞大新釋』, 『重刊老乞大諺解』의 네 판본을
택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는 近代漢語 안에서도 “得”자의 의미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近代
漢語를 반영하는『老乞大』네 개 판본의 예문에서 “得”의 용례를 모두 추
출하여 近代漢語 시기에 “得”이 사용된 문법구조를 정리하고 “得”의 여러
의미기능을 정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得”은 現代漢語에서 가장 중요한 虛辭 중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획득
하다”를 뜻하는 타동사였지만, 이후 장기간에 걸쳐 문법화 과정을 겪었고
그 결과 다양한 품사와 풍부한 의미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得”에 관한 통
시적인 연구는 唐代 이전의 변화 과정에 집중되어 있을 뿐, 近代漢語에서
의 의미기능과 용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近代漢語는 古代漢
語 시기와 現代漢語 시기를 연결하는 일종의 과도기로서, 古代漢語의 언어
적 흔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現代漢語를 구성하는 특징이 새로 나타나
기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므로, 언어사 서술의 관점에서 近代漢語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종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先秦 시기부터 近代漢
語 시기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得”자의 문법적 변
화를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역사 시기를 걸쳐 파생된 “得”자의 품사
와 의미기능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老乞大』네 개
판본에 나타난 모든 “得”자 구조와 그 의미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
여 고찰하였다. 나아가서 새로운 구조와 의미의 출현 양상을 이전 각 역사
시기에서 생겨난 품사 및 의미기능과 대비해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老
乞大』네 개 판본에 나타나는 “得”의 여러 의미기능을 분류하고 각 의미기
i

능의 용례 양을 분석했다. 이 계량적 분석을 통해 “得”의 여러 의미기능이
각 판본에서 달리 나타나는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老乞大』네 개 판본에 나타난 “得”자 구조를 분석하여, 近代漢語 시기
의 각종 용법이 이전 역사 시기에 파생된 “得”의 의미기능과 용법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老乞大』네 개 판본에 나
타나는 “得”의 사용 양상을 통해, 타동사에서 조동사, 보어를 거쳐 動態助
辭, 結構助辭, 그리고 단어의 의존 형태소에 이르기까지 “得”의 문법화 과
정 전체를 조감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得”자의 구조와 의미를 발생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크게
6개로 구분했다. 즉, 동사로 쓰인 “得”, 조동사로 쓰인 “得”, 보어로 쓰인
“得”, 動態助辭로 쓰인 “得”, 結構助辭(보어표지)로 쓰인 “得”, 그리고 構辭
形態素로 쓰인 “得”이다. 필요에 따라 각각의 큰 의미기능을 작은 분류로
다시 나누었다. 많이 쓰인 정도에 따라, 6개 의미기능의 상대적 비율을 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補語표지 > 보어 > 構辭形態素 > 後助動辭 > 동사 > 動態助辭 > 前助
動辭.
“得”의 6개 의미기능이 각 판본에 출현한 횟수는 “得”이 元代부터 淸代
까지 사용되고 변화한 추세를 반영한다. 첫째, 각 종류의 보어표지 “得”의
출현 횟수는 최초로 간행된『舊本老乞大』로부터 마지막으로 간행된『重刊
老乞大諺解』에 이르기까지 뚜렷하게 늘어났다. 둘째, 보어 “得”, 動態助辭
“得”, 構辭形態素 “得”의 출현 횟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셋째, 동사와
조동사 “得”의 출현 횟수는 서서히 감소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得”의
각 의미기능의 총 용례 양과 각 판본에 나타난 출현 횟수의 추세는 바로
現代漢語에서의 “得”의 발전, 쇠퇴, 소멸 상황과 일치한다. 또한, “得”이 近
代漢語의 용법에서 現代漢語의 용법으로 전환되는 양상도 잘 드러난다.
이 논문은 近代漢語 시기의 “的”과 “得”의 혼용 상황에 대해도 고찰했다.
그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老乞大』네 개 판본
의 조동사 “得” 중에서 後助動辭로 쓰인 “得”과, 보어 “得” 중에서 結果補
語로 쓰인 “得”은 모두 “的”자로 대체된다. 둘째, 動態助辭로 쓰인 “得”과
보어표지 중에서 狀態補語표지로 쓰인 “得”은 절반 이상이 “的”자로 바뀌
었다. 셋째, 이와는 달리 조동사 중에서 前助動辭로 쓰인 “得”, 後助動辭로
쓰인 “不得”, 그리고 보어표지 중에서 程度補語표지로 쓰인 “得”은 “的”으
로 대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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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자의 사용 상황을 네 개 판본에서의 출현 횟수를 통해 살펴보면,
“的”이 “得”을 대신하여 사용된 예는 주로 元代 漢語가 반영된 『舊本老乞
大』와 明代 초기의 漢語가 반영된 『老乞大諺解』두 판본에 나온다. 淸代
판본부터는 “的”이 “得”을 대체하는 경우가 명확하게 줄어든다. 이러한 현
상은 “的”과 “得”의 문법 및 의미 기능이 淸代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음을
말해 준다.
이 연구는 近代漢語 시기에 나온 다른 문헌자료를 함께 다루지 못했다.
『 老乞大 』 는 회화교재이므로 近代漢語의 구어체를 반영하는데, 문어체를
보여주는 서적이나 소설 작품에서의 “得”의 출현 양상에 대해서는 미처 연
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 과제까지 연구하
게 되면 近代漢語에서의 “得”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주요어: 『老乞大』, 得, 의미기능, 문법화, 근대한어
학 번: 2008-2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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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論
1.1 문제제기
現代漢語에서의 “得”자는 주로 述補結構에서1 동사 뒤에 위치하며, 그 동
작이나 행동의 부연설명을 이끄는 結構助辭에 2 해당한다. 現代漢語에서 結
構助辭는 의미 없는 虛辭 3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得”자의 역사적인 변천
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得”자가 최초로 나타나는 先秦 4 시기에는 타동사
로 쓰였고, 이후 兩漢 5 , 南北朝 6 , 隋唐宋 7 , 元明淸 8 의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매우 다양한 품사로 쓰이거나 의미기능이 파생되었다. 이처럼 실제적인 의
미를 지니고 있는 實辭가 9 어휘적인 의미가 없이 문법적인 기능으로만 사
용되는 虛辭로 변천하는 과정을 문법화라고 한다. 문법화 현상에 대해 본
격적인 인식은 元代 학자 周伯琦가 쓴 『六書正譌』가 최초라고 할 수 있
다. 10 문법화는 중국어 연구에 있어서 주목을 요하는 주제이며, 통시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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述補結構는 ‘술어+보어’ 구조를 가리킨다.
結構助辭는 중국어에서의 “的”, “地”, “得”을 가리킨다. 이 셋은 구를 만들 때에 문법적인
허사로 쓰이며, 각각 담당하는 문법기능이 있다. “的”은 現代漢語에서 주로 관형어표지로
사용된다. 그 구체적인 용법은 2.3.1절에서 서술할 것이다. “地”는 現代漢語에서 주로 부
사어표지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天漸漸地冷了(날씨가 서서히 추워졌다)”처럼 쓰인다.
“得”은 여러 종류의 보어표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拿得動(들 수 있다)”처
럼 쓰인다. 구체적인 용법은 7장에서 다룬다.
3
虛辭는 중국어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문법구조만 표현하는 품사의 총칭이다.
주로 부사, 개사, 접속사, 조사, 어조사의 다섯 종류가 있다.
4
先秦은 진나라 이전의 역사시기를 뜻한다. 즉, 원시인류시기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의 시
기이다.
5
西漢과 東漢의 두 시기를 통틀어 한나라 즉, 兩漢시기라고 부른다. 각각 西漢(기원전202년
~기원9년)혹은 前漢, 東漢(기원25년~기원220년) 혹은 후한이라고도 한다.
6
南北朝(기원420년~기원589년)는 南朝와 北朝의 총칭이다. 南朝(기원420년~ 기원589년)는
宋, 齊, 梁, 陳의 네 왕조를, 北朝(기원439년~기원589년)는 北魏, 東魏, 西魏, 北齊와 北周
의 다섯 왕조를 일컫는다.
7
隋唐宋 시기(기원581년~기원1279년)는 隋나라부터 唐나라, 五代十國를 거쳐 宋나라에 이
르기까지의 시기이다.
8
元明淸 시기(기원1271년~기원1911년)는 元나라에서부터 明나라를 거쳐 그리고 淸나라까지
의 시기이다。
9
實辭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가리킨다. 現代漢語에서의 實辭들은 名辭,
動辭, 形容辭, 代名辭, 量辭, 時間辭, 方位辭, 處所辭, 數辭가 있다(朱德熙 2007).
10
“大抵古人製字，皆從事物上起. 今之虛字, 皆古之實字(고대 사람들은 글자를 만들 때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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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현대 언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
다. “得”자는 現代漢語에서 매우 중요한 虛辭 중 하나로, 다양한 통사적 구
조에 사용되고, 풍부한 의미기능이 있기 때문에 “得”의 역사적인 문법 변
화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용법과 의미기능을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得”자의 의미기능의 변화는 古代漢語 시기, 近代漢語 시기와 現代漢語
시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近代漢語 시기는 “得”자가 다양
한 용법으로 쓰이고, 여러 방향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완성기임과 동시
에 古代漢語와 現代漢語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現代漢語나 고대한어에서의 “得”자의
용법과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近代漢語 시기는 “得”이 이전
시기에 파생된 여러 의미 기능이 활발하게 사용된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
때의 “得”의 사용 양상이나 발전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近代漢語에서의 “得”자 용법과 그 의미
기능을 논의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近代漢語 시기에 대한 구분은 학자들에 따라 그 기준이 서로 다르고 의
견도 분분하다. 王力(2004)은 漢語의 음운과 문법적인 변화에 따라 “上古,
中古, 近代, 現代”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서 近代는 13세기에서 19세기(아편
전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呂叔湘은 劉堅(1985)의 머리말에서 언어를 기
록하는 문자가 구어를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文言文11시기”와 “白
話文 12 시기”로 나누고, 어법사는 古代漢語와 近代漢語로 나누었다. 그리고
近代漢語는 唐代 말기인 9세기부터 “五四運動 13 ”시기까지로 판단했다. 蔣紹
愚(1994)는 近代漢語 시기를 唐代 초기에서 淸代 초기까지로 보았다. 袁賓
(1992)는 近代漢語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近代漢語의 주요 시기는 南宋, 元, 明, 淸 시기이며, 남송 이전
과 청 이후는 전후 시기를 연결하는 교체기로 간주했다. 이 논문에서는 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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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만들었다. 현대의 虛辭는 모두 다 고대의 實辭였다).” 『六書正譌』
文言文은 중국 고대의 문어체를 가리킨다. 주로 先秦시기의 구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문장부호가 없이 간략하게 적는 문서언어이다.
白話文은 주로 근·現代漢語 구어를 기반으로 다듬어서 형성된 것이다. 종종 文言文과 대
비되어 언급된다.
五四運動은 1919년 5월 4일에 베이징에서 시작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했던 애국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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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2004)의 구분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近代漢語 시기는
朝鮮의 司譯院에서 사용했던 한어교재『老乞大』의 여러 판본들이 나타난
시기와 일치한다.
『老乞大』는 고려와 조선에서 되풀이되어 간행된 漢語 회화 교재로, 국
어학이나 近代 漢語史의 음운, 어휘, 문법 등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
이다. 『老乞大』는 중국의 역사로 따지면 元代에 해당하는 시기에 최초로
간행되었고, 明代와 淸代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재간행되어 400여년 간의
近代漢語의 모습을 생생하게 반영하였다. 이 때 간행된 여러 판본들은 같
은 내용이면서도 그 간행 시기에 따라 어휘, 문법요소, 어순 등 비교적 세
밀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老乞大』는 회화 교재이기 때문에,
다른 문헌이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들보다 近代漢語의 구어체를 잘 반영하
고 있다. 내용상으로도 여행, 무역,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주
제를 담고 있어 近代漢語의 전모를 잘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편, 『老乞大』에는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정복하고 중국을 통일한 후 여
러 민족들을 융합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도 반영되어 있다. 즉, 漢語가 알
타이 언어와 접촉함에 따라 알타이어의 문법요소를 흡수하는 등 외부 영향
을 많이 받았던 당시의 언어 상태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老乞
大』는 매우 특별하고 귀중한 문헌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老乞大』의 여러 판본 중 元, 明, 淸 각 시기에 간행된
네 개의 판본을 택해서 근대 한어에서 “得”자의 사용방법과 의미기능, 그
리고 그 변화 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老乞大』의 각 판본에는 타동사
로 쓰이는 최초의 “得”자부터 어휘적 의미가 전부 상실된 문법요소인 結構
助辭 “得”자까지의 여러 변화 단계와 이로부터 생성된 용법들이 대부분 반
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老乞大』를 통한 近代漢語에서의 “得”자의 여러
용법과 문법형식들에 대한 고찰로부터 “得”자의 문법화 과정을 다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得”자의 공시적인 여러 문법형식들은 바로 그것의 통
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近代漢語 시기는 전후 시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기로, 古代漢語의 특징이 이어져 발전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언어 특징도 사용되는 때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 특징들은 現
代漢語에서 소멸된다. 예를 들어 近代漢語에서 “得”자는 동사 뒤에서 結果
補語, 狀態補語 또는 可能補語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용법은 古代漢語로부
터 계승된 것이지만 現代漢語에서는 소실된다. 『老乞大』의 네 개 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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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漢語 語法史에 대한 연구는 고대
나 현대와 같은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近
代漢語의 특징과 통시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는 『 老乞大 』 를 연구자료로
선택하였다.
『老乞大』와 관련한 이전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각 품사류에 대한 분석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각 품사류에서의 개별 단어나 글자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得”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唐代 이전 시기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것들이고, “得”자의 각 문법화 단계
에서 파생된 용법이나 의미기능들을 문헌이나 문학작품을 통해 알아보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 점을 중시하여 近代漢語에
서의 “得”자의 사용 양상과 近代漢語에 반영된 “得”자의 역사적인 변천 및
구현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학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이 논문이 분석하고
있는 텍스트는 近代漢語인데, 이 한어를 분석할 때에 중국어학의 개념들이
설명을 단순하게 만들고 이해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중국어학의
용어를 한국어학의 용어로 대치하려고 하면 이 논문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논의를 전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국어학의 용어를
그대로 빌려와 한자로 써서 사용하겠다. 여기서 사용한 중국어학 용어가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지는 각 용어별로 각주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1.2 선행연구
1.2.1 『老乞大』에 대한 연구
『老乞大』와 『老乞大』의 언해서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음운학적으로 기술하는 연구 성과도 있고 어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문법과 문법 변화에 대한 논문도 적지 않다. 이 논문은 이 중
에서도 주로 문법 변화에 대한 연구를 참조했다.
문법 변화에 대해서는『老乞大』와 『朴通事』를 같이 다룬 연구를 종종
볼 수 있다. 梁伍鎭(1998)의 「老乞大朴通事硏究」는 두 책에 나타나는 漢
語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고, 漢語語彙와 문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李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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洙(2003)의 『老乞大四種版本語言硏究』는 네 개 판본의『老乞大』에 나타
난 여러 문법 현상과 변화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고, 元代의 漢語가 알타이
제어로부터 받았던 영향에 대해서 서술했다. 愼鏞權(2007)의 「『老乞大』,
『朴通事』諸刊本에 나타난 漢語 문법 변화 연구」는 두 책에 나타난 漢語
의 성격과 漢語 에서의 여러 문법 변화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그 문법
변화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許成道(1987)의 「『重刊老乞大』에 보이
는 中國語語法에 대한 연구」는 『老乞大』의 여러 판본 중 가장 나중에
간행된 『重刊老乞大』에서의 淸代 漢語의 문법에 대해 분석했다. 량홍매
(2003)의 「『老乞大』의 제 간본을 통해 본 중국어의 문법 변화양상」에
서는 近代漢語의 개사와 어순에 대해서 분석했다.
개별 특정 문법 현상에 대한 연구로는 呂叔湘(1987)「『朴通事』裏的指
代辭」, 胡明揚(1984)「『老乞大』複句句式」, 劉公望 (1992) 「『老乞大』
裏的助辭硏究(上)」, 劉公望(1987)「『老乞大』裏的語氣助辭“也”」, 李泰洙
(2000)「古本『老乞大』的語助辭“有”」, 李泰洙(2002)「古本·諺解本『老乞
大』裏方位辭的特殊功能」, 愼鏞權(2003) 「『老乞大』에 나타난 後置辭에
대하여 」 , 王森(1991) 「 『 老乞大 』 『 朴通事 』 裏的動態助辭 」 , 王森(1993)
「『老乞大』『朴通事』裏的“的”」, 김미랑(2005)「『老乞大』 4종 판본 전
치사 硏究」등이 있다.

1.2.2 “得”의 용법, 성질 및 문법화에 대한 연구
“得”의 의미변화와 여러 구조, 그리고 그 구조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王力(1958)의 『 漢語史稿 』 에서는
“得”자의 補語구조가 “획득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했다. 嶽
俊發(1984) 「 “得”字句的産生和演變 」 은 “得”의 변천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狀態補語구조에서의 “得”은 동작의 완성을 표현하는 “V+得” 형식에서 虛
辭化된 것이고, 可能補語 구조에서의 “得”은 “가능하다”를 뜻하는 “V+得”
구조의 “得”으로부터 虛辭化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趙長才(2002)의 「 結構助辭“得”的來源與“V+得+C”述補結構的形成 」 에서는
補語표지로 쓰이는 “得”이 ‘얻다’와 “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得”에서 합류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潘允忠(1980)의 『漢語
動補結構的發展』, 嶽俊發(1984)의 「“得”字句的産生和演變」, 馬慧(2003)의
5

「唐以前“得”字及相關“得”字句的演變硏究」는 모두 “得”자가 南北朝 시기부
터 補語표지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楊平(1990)의 「帶“得”述補結
構的産生和發展 」 , 蔣紹愚(1994)의 『 近代漢語硏究槪況 』 , 吳福祥(2002)의
「 漢語能性述補結構“V得/不C”的語法化 」 등의 연구에서는 補語표지로 쓰이
는 “得”자가 唐代에 생성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得”자에 대한 공시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輕聲
“得”의 성질에 대해 黎錦熙(1924)는 개사 “到”의 전음이라고 여기면서 “특
별개사설”을 제기했다. 張志公(1953)은 최초로 “得”을 結構助辭로 분류했다.
3년 후에 간행한『暫擬漢語敎學語法系統』에서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후 등장하는 現代漢語 교재들에서는 대부분 “得”, “的”, “地”를 같
은 結構助辭로 간주하고 있다. 符宏毅(2001)은 “得”자가 結構助辭에 해당할
때에 補語표지라고 보았다. 한편 “得”자의 성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宋玉柱(1979)는 정도를 나타나는 “得”은 結構助辭로
보았고 결과를 나타나는 “得”은 時態助辭로 보았다. 施關淦 (1985)는 “得”
을 조사로 간주하고 주로 동작, 행위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이 외
에도 일부 학자들은 “得”을 형태소로 보았는데, 예를 들어 聶志平(1992)은
“得”을 시제적 의미와 구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사라고 판정하고 있다.
李俊平(1984)은 “得”은 단어 끝에 붙는 접미사라고 했다. 朱德熙(1982)은 가
능성을 나타나는 述補結構에 나오는 “得”은 독립적인 조사이고, 상태를 나
타나는 述補結構에서 나오는 “得”은 동사의 접사라고 판정했다. 이 논문에
서는 現代漢語에 나타나는 輕聲 “得”을 結構助辭로 간주했다.
“得”자 뒤에 붙는 성분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得”자를 結構助辭, 즉 補語표지와 동일하게 여기는 학자들은 “得” 뒤에 따
라오는 성분들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보통 “得” 뒤에 붙는 성분은 “程度
補語, 結果補語, 狀態補語, 可能補語”의 네 종류로 나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宋玉柱(1979)는 結果補語와 程度補語의 두 종류로 구분한 반
면, 馬慶株(1988)는 結果補語, 狀態補語, 程度補語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
瓯齊(1983)는 “得” 뒤에 붙는 補語들을 結果, 狀態, 比況, 方式, 時間, 數量,
判斷, 程度의 여덟 종류로 나누었다. 이 외에도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 나열하지 않겠다. 이 논문에서는 結果補語, 狀態補語, 可能
補語, 程度補語의 네 종류로 구분하는 의견을 따랐다.
“得”자 구문이나 “得”자의 통사적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6

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취하는 관점으로, “V+得” 구조 뒤의 성분들의 관
계가 “술어+補語(述補結構)” 관계라는 견해이다. 이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
로는 丁樹聲·呂叔湘(1961), 胡裕樹(1995), 朱德熙(1982) 등이 있다. 두 번째
는 “주어+술어(主謂結構)” 관계로 여기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趙元任
(1979)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식어+종심어(偏正結構)” 관계로 판단하
는 견해이다. 黎錦熙(1924)와 陳望道(1978) 등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老乞大』각 판본에 대한 연구나 “得”자 성질과
발전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계
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는 오늘날 “得”자의 연
구에 훌륭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近代漢
語에서의 “得”자의 사용 현황과 의미기능을『老乞大』의 네 개 판본을 통
해 심도있게 관찰하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1.3 연구방법
이 논문에서는 『老乞大』의 여러 판본들 중 네 판본을 선택하여 그 판
본들에 나타나는 모든 “得”자의 의미구조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먼저, “得”
자가 漢語에서 지니는 의미기능을 분류하고 그 의미기능들이 “得”자의 문
법화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생성된 것인지 고찰한다. 그 과정의 판단 자
료로서 중국의 시대별 문헌에서 관찰되는 “得”자의 용법을 살펴보겠다. 기
본적인 연구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先秦시기부터 현대까지의 “得”자의 여러 의미기능과 그 파생시
기, 과정, 파생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주로 선행연구의 관점과
견해를 정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역사시기의 여러 문헌에서 “得”자를
사용한 문장을 모아 살펴본다. “得”자의 역사적인 발전과 파생 상황을 문헌
들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 발전 상황과 발전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 때 문헌
들을 先秦시기, 兩漢시기, 魏晉南北朝시기, 隋唐北宋시기, 南宋元明淸시기(즉,
近代漢語시기) 등의 시대 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先秦시기의 “得”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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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례는 주로 『易經』14, 『詩經』15, 『尙書』16, 『論語』17, 『孟子』18 등
의 문헌에서 취했다. 兩漢시기의 “得”자의 사용례는 『史記』 19 , 『漢書』 20
등의 서적에서 택했다. 魏晉南北朝시기의 “得”자의 사용례는 『齊民要術』21,
『 世說新語 』 22 등의 서적에서 택했다. 隋唐北宋시기의 “得”자의 사용례는
『祖堂集』23, 『敦煌變文集』24에서 주로 택했고 『全唐詩』25의 문구도 참조
했다. 南宋元明淸시기의 “得”자의 사용례는 『 宋詩抄 』 26 , 『 全元戲曲 』 27 ,
『水滸傳』28 등의 문학작품과『老乞大』의 네 개 판본에서 선택해서 분석했
다. 現代漢語시기의 “得”자 문구는 “的”자 문구와 같이 정리했으며 모두 呂
叔湘(2005)의 예문을 참조했다.29 예를 들어 先秦시기의 『論語』에서 “得”자

14

『易經』은 『周易』이나 『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역사상 제일 오래된 예언서
이다. 伏羲(중국 고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가장 이른 시기의 왕 중 한 명이었다)와
周文王(기원전1152년~기원전1056년)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되었다고 전해진다.
15
『詩經』은 중국의 첫 번째 시가총집이다. 西周 초기부터 春秋(기원전770년~기원전476년)
중기까지 작성된 시가 305편을 수록한 문헌이다.
16
『尙書』는 중국의 현존 문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집이다. 西周시기
부터 東漢시기까지의 공무 문서 자료를 수록한 것이라고 한다.
17
『論語』는 유가학파의 고전 서적이며 공자와 그 제자와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다.
18
『孟子』는 유가서적으로, 맹자의 치국사상과 정치전략을 기록한 책이다.
19
『 史 記 』 는 西漢시기(기원전 91년)에 司馬遷이 편찬한 黃帝시기부터 漢武帝시기까지
300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중국의 첫 번째 통사이다.
20
『漢書』는 東漢 말기에 작성된 사서로, 漢高祖 시기(기원전206년)에서 新朝 王莾地皇 (기
원전23년)까지 2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齊民要術』은 北魏말기(533년~544년)에 작성된 중국의 첫 농업책이다. 6세기 이전까지의
황하 중하류 지역의 농업과 축산업, 식품 가공과 저장 방법 등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총
괄한 책이다.
22
『世說新語』는 중국 南朝시기(420년~581년)의 魏나라와 晋나라의 인물에 대해 기록한 필
기체 소설이다.
23
『祖堂集』은 唐五代의 南唐 保大10년(952년)에 현재 복건성 천주시에 있는 招慶寺의 선
사 靜과 筠이 편찬하기 시작하고 후세 사람들이 보완한 선사 언록이다. 현재 『高麗大藏
經』에 수록되어 있다.
24
『敦煌變文集』은 唐五代(907년~960년)에 편찬된 책으로, 역사적 이야기, 신화, 민간 전설,
불교 이야기 등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25
『全唐詩』는 청대 초기(1706년)에 편찬되었고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가총집으로, 총
90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대 시인 2,529명의 작품 42,863편을 수록하고 있다.
26
『宋詩抄』는 청대 초기(1663년)에 편찬하기 시작해 1671년에 완성된 송대의 시가총집이
다.
27
『全元戲曲』은 현대 희곡학자들이 편찬한 원대(1260년)부터 명대초기(1368년)까지의 희곡
21

총집이다.
『水滸傳』는 명대에 작성된 白話文 소설이고 중국 고전 4대 명작 중 하나이다. 저자는
施耐庵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羅貫中이 수정했다.
29
近代漢語 시기는 “得”자와 “的”자를 혼용한 시기였기 때문에 두 글자를 함께 정리하도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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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동사 기능으로 쓰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 聖人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者斯可矣.『論語』述而30
(성인은 만날 수 없지만, 군자라도 만나면 다행이다.)
각 시기의 “得”자 문구의 번역문 아래에는 그 문구에 나타나는 “得”자의
의미기능에 대해 분석을 덧붙인다.
“得”자의 의미기능의 유형이 몇 가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의견
이 나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미기능의 파생시기를 유형을 나누는 중
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즉,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파생 시기가 다르면 다른 의미기능으로 보고 유형을 따로 두었다. 예를 들
어, 4장에서 다루는 後助動辭 “得”은 가능보어와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後助動辭 “得”과 可能補語 “得”은 서로
파생시기가 다르고, 출현하는 문법 형식도 달라서 後助動辭 “得”은 그것으
로 문장이 끝나는 반면에 可能補語 “得”은 항상 목적어가 뒤에 붙는다. 이
러한 차이점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기능인 것으로 간주하였
다.
두 번째로 『老乞大』의 자료를 선정하고 수집한다. 이 논문에서는 『老
乞大』의 여러 판본들 중에서 연대 차이가 있고, 元, 明, 淸대의 언어 특징
을 반영하는 漢語文으로 된 『老乞大』와 언해서를 각 두 권씩 선택했다.
즉, 제일 오래된 元代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舊本老乞大』, 명대 초기 언
어가 반영되는 1차 수정 과정에서 번역이 근대 국어로 바뀌는 언해서 『老
乞大諺解』, 2차 수정 과정인 淸 乾隆 26년에 간행되고 淸代 언어와 북방
官話가 반영된 『老乞大新釋』, 淸 乾隆60년에 간행되고 現代漢語와 유사
한 근대 白話文이 반영된 『重刊老乞大諺解』의 네 판본이다. 31 이 네 개
판본의 전자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중에서 “得”자를 포함하는 146개 구절
을 수집했다. 이 논문에서 이용하는 네 판본의 텍스트는 모두 李泰洙(2003)
가 편집한 것으로, 『老乞大』의 네 판본에서 각각 대응되는 대화나 문장
한다.
『論語』 述而 편은 『論語』의 제7편이며 공자의 교육사상을 표현하는 38장으로 구성된
다.
31
이 논문에서 앞으로 『舊本老乞大』, 『老乞大諺解』, 『老乞大新釋』, 『重刊老乞大諺解
』를 각각 『舊老』, 『諺解』, 『新釋』, 『重老』로 약칭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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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616개의 구절(질문-대답식 혹은 서술문 한 문장)로 구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得”자 구조를 포함하는 구문만을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老乞大』에서 “得”자를 포함하는 구문의 예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

『舊老』119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

『諺解』119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

『新釋』119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

『重老』119

(상말에도 ‘말은 밤에 여물을 먹지 않으면 살찌지 않고, 사람은 횡재하
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지 않는가? )
위의 예문은 『舊老』, 『諺解』, 『新釋』, 『重老』에서의 제119번 구절을
비교한 것이다. 이 전자텍스트에는 한국어 번역문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
은 정광(2004)의 『古本老乞大』 번역문을 따랐다.
세 번째 과정에서는 이전 과정에서 수집된 “得”자를 포함하는 146개 구
절을 “得”자의 문법기능의 유형별로 정리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세운 기
준에 따라 『老乞大』네 개 판본에서 나타나는 “得”자 구조를 동사, 조동
사, 補語, 動態助辭, 補語표지, 동사 복합어에서 쓰이는 構辭形態素의 6종류
로 분류했다. 이 순서는 “得”의 문법화 과정에서 각 의미기능들이 파생된
순서이다. 『老乞大』의 네 판본에는 “得”자의 문법화 과정에서 생긴 품사
나 의미기능이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구분하는 과
정은 매우 중요하다. 분류 기준은 주로 중국 語法史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
들의 관점을 참조했다. 동사로 쓰이는 “得”자 구조에 대한 판정 기준은 呂
叔湘(2005)의 동사 “得”의 정의를 따랐다. 다른 기능들로 쓰이는 “得”자 구
조의 판단 기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得”자가 쓰인 문법형식, “得”자와
문장의 다른 성분들 간의 의미 관계, “得”이 나타나는 문맥 등의 요소를 분
석하여 정했다. 예를 들어, 補語(狀態補語)로 32 쓰이는 “得”자 구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32

이 논문에서 “得”이 갖는 보어로서의 기능은 세 종류가 있는데, 狀態補語, 結果補語, 可
能補語이다. 이 세 용어가 가리키는 개념은 본문에서 처음 제시될 때마다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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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狀態補語가33 已然語境에서34 나타난다.
2. 지각을 표현하는 동사(“知”, “聽”, “會” 등)와 행동동사(“買”, “賣”, “到”
등)가 “得”자 앞에 많이 나타난다.
이 구분기준에 따르면 『老乞大』네 판본의 제 448번 구절에서의 “得”자
의 의미기능은 狀態補語에 속한다.
(3) 狀態補語로 쓰인 “得”
酒也醉不得, 茶飯也飽不得, 休怪.

『舊老』448

酒也醉不得, 茶飯也飽不得, 休怪.

『諺解』448

酒也沒有醉, 飯也沒有飽, 不要見怪.

『新釋』448

酒也沒有醉, 飯也沒有飽, 不要見怪.

『重老』448

(술도 취할 만큼 못 드셨을 것이고, 요리도 배부르게 드시지는 못하셨
을 터이지만, 부디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각 문법기능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정한 다음, 모든 구절들을 각자 속
하는 문법기능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네 번째 과정은 각 의미기능별로 정리해 놓은 “得”자 구문들에 대한 비
교 분석과 서술이다. 이 과정에서 주로 각 “得”자 구문의 의미와 각 시기
에 파생된 기능, 그것이 속하는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유 등을 서술하였다.
또한 네 판본에서 각각 대응되는 구절들을 놓고 비교하여 각 판본에서의
어휘, 표현의 특징, 문법적인 차이 등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예로
든 (3)의 448번 구절에 대한 분석은 (4)와 같다.
(4) “得”의 의미기능 분석의 예
(3)의 에서 “得”자는 “V+不得” 구조를 이룬다. “得”자 앞의 동사는
“醉(취하다)”와 “飽(배부르다)”는 동작이다. 이 문장은 老乞大 80화 “가
족 연희”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 상인이 집에서 연회를 연 다음 친척들
33

34

狀態補語는 중국어에서 보어의 한 종류로서, 동작이나 행동의 상태에 대해 보충설명하는
補語를 가리킨다. 보통 동사 뒤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說得流利(유창하게 말한다)”에서
“流利”가 상태보어 역할을 한다.
已然語境은 실제적인 상황이나 이미 실현된 상태에 대해 말하는 문맥이다. 반면에 어느
사건이나 상태에 대해 추측, 가정, 의문을 제기할 때에 그 문맥은 未然語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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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 말이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말하는 문장이므로 “已然語境”
에서 쓰인 것이다. 그리고 앞의 동사 “醉”와 “飽”는 모두 非取義動辭다
.35 따라서 여기에서의 “得”은 狀態補語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의 동
작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을 내포한다. (3)의 에서는 “得”자 대
신 동사 “醉”앞에 부정부사어 “沒有(아니다)”를 놓았다. 現代漢語에서 “
沒有”도 주로 已然語境에서 사용된다.
다섯 번째 과정에서는 “得”자의 각 문법 유형의 총 출현 횟수와 각 판본
에서의 출현 횟수, 그리고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北宋元明淸
시기의 近代漢語에서 “得”자의 여러 의미기능이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動態助辭로36 쓰이는 “得”자 구조의 각 판본에서의 출현 횟
수와 사용 예의 변화 양상은 [표 1]과 같다.
판본

『舊老』

『諺解』

35

문법형식

용례 수

V+得

3

V1+得+V2

2

V+得+O

2

V+得+着

3

V+得+NumP

1

V+得

3

V1+得+V2

2

V+得+O

2

총 용례 수

11

11

“取義動辭”에 대해서는 楊平(1989)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取義動辭”를 만족시
키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사와 “得”은 뒤에 있는 목적어를 공유한다.
2. 전체 구조의 뜻은 반드시 “앞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얻다”라는 뜻이어야 한
다.
예를 들어, 今臣爲王卻齊之兵, 而攻得十城(『史紀·蘇秦列傳』)이라는 문장에서 동사는 “攻

36

(공격하다)”이고, 목적어는 “十城(성 열 채)”이다. 즉, “공격을 통해 성 열 채를 얻었다”는
뜻이다. 공격하는 대상은 “성 열 채”이고 이 행위를 통해 얻는 대상도 “성 열 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攻”은 取義動辭로 볼 수 있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非
取義動辭”이다.
動態助辭는 現代漢語 조사의 한 종류이다. 보통 동사 앞에 위치하고 동작 변화에서의 어
느 상태를 반영한다. 現代漢語의 動態助辭에는 “了, 着, 過” 의 세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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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得+着

3

V+得+NumP

1

『新釋』

V+得+VP

1

1

『重老』

V+得+N

1

1

총 출현 회수

24

[표 1] 動態助辭로 쓰인 “得”의 사용 양상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다섯 단계를 통해 『老乞大』의 네 판본에 나타난
“得”자의 여러 용법과 의미기능을 분석하였고, 近代漢語시기의 “得”자의 사
용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4 연구대상
『老乞大』는 조선시기에 司譯院에서 사용했던 漢語 회화책으로, 고려 상
인들이 고려 왕경에서 중국 大都로 가서 무역활동을 하는 과정을 서술한
전체 6부 106회의 책이다. 내용은 주로 여행, 무역, 의료, 식사, 계약 등과
관련된 것이며, 대화문을 통해 생생한 중국 근대 시기의 언어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판본의『老乞大』와 언해서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한 해제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 舊本老乞大 』 ,
『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 諺解』의 네 판본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舊本老乞大』는 지금까지 알려진 판본 중 제일 오래된 판본이며, 1998년
에 남권희 교수가 대구의 개인 소장자의 서적들을 정리하는 도중에 발견하
였다. 일본학자 太田辰夫(1991)에 따르면 『舊本老乞大』는 元代에 작성되
어 세종5년~16년(1423년~1434년)에 간행되었다다고 한다. 中宗10년(1515년)
에 저명한 漢學者인 崔世珍이 『舊本老乞大』의 언해를 시작했고, 후에 작
성된 책이 바로 『老乞大』최초의 언해서인 『飜譯老乞大』이다.
『老乞大諺解』는 『飜譯老乞大』가 간행된지 150년 후인 顯宗 11년(1670
년)에 간행되었다. 元代 말기~明代 초기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13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太田辰夫(1987).
『老乞大新釋』은 英祖37년(1761년)에 편찬된 漢語本이다. 후에 이를 저본
으로 한 언해서 『 老乞大新釋諺解 』 가 1763년에 간행되었다. 『 老乞大新
釋』의 漢語文 부분은 이전 판본들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고 전면적으로
수정된 흔적을 보인다. 이는 18세기 중국 淸代의 언어를 반영한 것으로, 이
전 판본들에 나타나는 알타이어의 영향은 이미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는
다. 『老乞大 新釋』에 나타난 漢語의 양상은 18세기 이후 중국 북방 지역
에서 통용된 官話를 반영한 것이고 이미 現代漢語에 많이 근접한 모습을
보여준다.
『重刊老乞大諺解』는 正祖 19년(1795년) 이후 『重刊老乞大』를 언해한
책이다. 이 책은『老乞大』의 언해서 중 가장 늦게 간행된 것으로, 近代漢
語의 白話文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
『老乞大』는 400여년간 漢語의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되었다. 그리고 각
수정본들에 따라 언해서들이 편찬되었다. 여러 가지 수정본과 그 언해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김미랑 2005:5, 김정림 2007:8).
분류

제목

舊本

舊本老乞大

저자

구성 언해

1346년경

未詳

1冊

무

刪改老乞大

1483년경(成宗14)

未詳

1冊

무

飜譯老乞大

1515년경(中宗10)

崔世珍

2冊

유

老乞大諺解

1670년(顯宗11)

朴世華 等

2冊

유

舊刊老乞大諺解

1745년(英祖21)

2차수정

老乞大新釋

(新釋류)
3차수정

1차수정
(刪改류)

(重刊)

연대

2冊

유

1761년(英祖37)

申聖淵, 卞
煜 等
邊憲 等

2冊

무

老乞大新釋諺解

1763년(英祖39)

邊憲 等

3冊

유

重刊老乞大

1795년(正祖19)

李洙 等

1冊

무

重刊老乞大諺解

1795년(正祖19)

李洙 等

2冊

유

[표 2] 『老乞大』의 여러 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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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得”자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개관

2.1 古代漢語에서 “得”자의 문법화 양상
“得”자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품사 종류와 문법기능이 파생되어 나왔다.
이 절에서는 “得”자가 어떤 경로로 實辭에서 虛辭로 변화했는지를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변화에 문법화의 어떤 메커니즘이 적용
되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 논문에서 “得”자의 역사적인 변천은 先秦시기,
兩漢시기, 魏晉南北朝시기, 隋唐北宋시기의 네 시기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
다.
“得”자는 맨 처음 ‘손에 조가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의 상형문자에서 ‘얻
다, 획득하다’를 뜻하는 동사로 발전했다. 이후 先秦, 兩漢, 魏晉南北朝, 隋
唐北宋, 近代漢語, 現代漢語 시기를 거치면서 조동사, 補語, 動態助辭, 補語
표지, 형용사, 어기 조사, 단어 형태소 등의 다양한 문법 기능이 파생되었
다. 이러한 과정에서 “得”자의 의미는 점차 虛辭化되었고1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타동사에서 의미가 없는 문법 형태소로 변했다. 그리고 “得”자의 통
사적인 구조 역시 다양하게 파생되고 변화했다. 즉,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實辭였지만 발전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
고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쓰이는 虛辭, 즉 단어 속에 있는 형태소가 되었
다. 이처럼 “得”자가 문법화 과정을 거치며 단어의 의미는 점차 소멸되었
고 통사구조에서도 덜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得”자의
음성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先秦시기의 “得”은 端母 2 職部에 3 속하는 글자
로, 擬音 4 은 [tək]이었다. 元代에는 독음이 [təi]로 변했으며 淸代에는 [te]로
읽혔다(匡存久 2008:14). 現代漢語에서 “得”자는 문법기능에 따라 세 종류
1

2
3
4

虛化라고도 한다. 예부터 중국 학자들은 이 용어를 문법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宋代 학자인 陸九淵은 實辭와 虛辭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으며, 元代 학
자인 周伯琦는 “현재의 虛辭는 과거에는 모두 實辭였다”고 언급했다.
端母[t]는 漢語 中古音의 聲母이다. 혀음에서의 혀두음이다.
職部는 中古漢語의 한 韻部를 가리킨다.
擬音은 上古나 中古 漢語 발음에 있어 추정되는 발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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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음된다. 즉, [de], [dé]와 [děi]이다.5 “得”자는 現代漢語에서 주로 의미가
없는 結構助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로 輕聲[de]로 6 발음된다. 그리고 錢曾
怡(1993)에 따르면 現代漢語의 일부 방언에서는 [ə]로 발음된다(匡存久
2008:15). 즉 “得”자의 발음 변화에도 문법화 과정의 정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得”자가 문법화된 원인은 주로 단어 의미의 확장, 언어 환경의 변화, 그
리고 문법화 체제인 은유(Inference)와 유추(Metaphor)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어서 “得”자의 발전 변화 과정을 先秦, 兩漢, 魏晉南北朝, 隋唐北宋의 시대
순으로 살펴보겠다.

2.1.1 先秦시기
“得”자의 최초의 甲骨文에서의 형태는 “

”과 같다. 왼쪽 부분은 손이고

오른쪽 부분은 조가비 “貝”의 모습으로, ‘얻다’라는 의미이다. 曺先擢·蘇培
成(1999)에 따르면 甲骨文이나 金文에서 “得”자는 극히 드물게 인명에 쓰
였고, 대부분의 경우 ‘얻다’로 사용되었다.
先秦 시기에 “得”은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타동사였다. 주로 술어
중심어의 위치에 나타나고 뒤에 실물을 지시하는 목적어가 붙었다. 학자
劉利의 고증에 따르면, 先秦시기의 문학 작품이나 『 易經 』 , 『 詩經 』 ,
『尙書』등의 문헌에 나타나는 “得”자는 모두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 타동사
이다. 『易經』에는 21번, 『詩經』에는 9번, 『尙書』에는 8번 나타난다
(劉利 1998). “得”자가 동사로 쓰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詩經』國風·衛風·伯兮7

(1) 焉得諼草, 言樹之背.

(망우초를 어머니가 계시는 방 앞에 심으면 우려를 잊어버릴 것이다.)

5

근대 이전의 발음을 제시할 경우 선행연구를 따라 IPA로 표기하였다. 다만 現代漢語의 발
음은 병음으로 표기하였다.
6
經聲은 중국어에서 四聲 이외의 또 다른 발음으로, 아무 성조 없이 짧게 발음하는 것이다
.
7
『詩經』 國風·衛風·伯兮편은 『詩經』의 『風』편에 수록된 장으로서, 주로 고대의 전쟁을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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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에서 “諼草(망우초)”는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이다. 여기에서 “得”
자는 타동사 역할을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得”자 뒤의 성분들이 다양
하게 변했고, “得”자의 의미에도 “能夠(…해도 된다)”라는 뜻이 생겼다.
동사 “得”에서 前助動辭8 “得/不得”으로 발전한 것은 先秦시기의 제일 중
요한 “得”자의 문법화로, 이는 “得”자 문법화의 첫 단계이다. 조동사로서의
“得”자는 先秦시기에 나타난 것이라서 先秦助動辭라고 부르기도 한다.
先秦助動辭의 유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得”의
의미는 “得到, 獲得(얻다, 획득하다)”에서 “能夠(…해도 된다)”로, 이것이 다
시 ‘가능하다(할 수 있다)’로 변했다. 즉, 타동사에서 조동사로 진화한 것이
다(王力 1958, 潘允中 1982, 嶽俊發 1984, 劉利 1998). “得”자가 前助動辭로
쓰인 예는 아래와 같다.
(2) 聖人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者斯可矣.

『論語』述而

(성인은 만날 수 없지만, 군자라도 만나면 다행이다.)
이 문장에서 前助動辭 “得”과 “不得”은 동사 “見(보다)” 앞에 쓰였다. 앞
절의 “不得”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지시한다. “不得”과 동사 “見” 사이에
접속사 “而”자가 삽입되었는데, 이는 『論語』시대의 前助動辭 “得”과 뒤에
붙는 동사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행절의
“得”은 “見(보다)” 앞에 직접 쓰였는데, “能夠(…해도 된다)” 라는 의미를 포
함한다.
『孟子』梁惠王上9

(3) 王之大欲可得聞與?
(왕의 제일 큰 소원을 제가 들을 수 있나요?)

(3)의 이 문장에서 “得”자는 뒤의 동사 “聞(듣다)”과 붙어 있으며 前助動辭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객관적 가능성’이 나타난다.
8

9

前 助 動 辭 는 주로 동사 앞에 나타나는 조동사이다. 조동사가 동사 뒤에 위치하면
後助動辭라고 부른다. 現代漢語에서의 조동사는 대다수가 동사 앞에만 나타나며, 동사
뒤에 쓸 수 있는 조동사는 “得”자 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 “得”자의 前助動辭와 後助動辭
용법은 4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孟子』梁惠王上편은 戰國(전국)시기에 작성된 책이다(春秋戰國, 즉 東周이다.
BC7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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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적 기능의 “得”자가 前助動辭로 변화한 것은 實辭 범주에서 일어나
는 “得”자의 문법화 단계로 볼 수 있다. 前助動辭 “得”은 ‘얻다, 획득하다’
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다,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된 결과이다. 이러
한 의미적인 파생현상은 인지심리학 이론에 기초를 둔다. 즉 사람들은 종
종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다. 이러한 인지방식을
은유(metaphor)라고 한다(Bybee, Perkins, Pagliuca 1994). “得”자의 ‘얻다’
라는 뜻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파생되는 현상은 ‘얻다’라는 행위가 속
하는 행위영역(行域)이 ‘가능하다’라는 심리적인 활동이 속하는 지각영역
(知域)으로 투사(mapping)된 결과인 것이다.
한편 馬慧(2003)에 따르면 “得”자가 前助動辭로 虛辭化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문법화의 중요한 원리인 유추(Inference)이다. 먼저, “得”자는 前助動
辭가 되기 전에 “주어+得+술어성분”과 같은 문법환경에서 쓰이게 되는데,
이는 “得”자가 前助動辭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문법환경이었다. 조동사
는 甲骨文 시기부터 사용되는데, 이 조동사들이 나타나는 문법형식은 “주
어+조동사+술어성분”이다. 그러므로 “得”자가 나타나는 “주어+得+술어성
분” 구조는 다른 조동사들이 나타나는 주류 문법형식인 “주어+조동사+술어
형식” 구조의 유추 작용에 기인한다. 즉 이 주류 형식과 결합하여 “得”자
가 前助動辭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의미상의 확장도 “得”자가 조동사로 발전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甲
骨文에서의 “得”자는 ‘손에서 조가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先秦시기에 “得”자에는 “조가비를 얻다”라는 뜻 이외에 일반적인
‘얻다’라는 뜻이 추가되었다. 先秦시기의 “得”자가 甲骨文시기보다 더 포괄
적인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래 “得”자는 “貝”와 같이 ‘구
체적인 물품을 얻다’라는 의미 내에서 ‘얻다’라는 의미를 지녔으나 점차
‘어떤 추상적인 것(어떤 일을 할 때의 객관적인 조건, 기회, 능력, 허가)을
얻다’라는 맥락에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匡
存久 2008, 馬慧 2003).
前助動辭 “得”의 발음은 동사 “得”과 마찬가지로 陽平音[dé]이다. 여기까
지는 實辭 범주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발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
나 現代漢語에서의 前助動辭 “得”은 또 다른 上聲 독음[děi]로 읽힌다. 의미
상으로 주로 ‘필요성’을 나타난다. 그리고 呂叔湘(2005)에 따르면 그 부정
형에 해당하는 것은 “不得”이 아니라 “無須(필요없이)”나 “不用(할 필요가
18

없다)”이다. 이러한 독음과 의미는 모두 先秦시기에 생성된 前助動辭와 다
른 것으로, 즉 이러한 변화는 先秦시기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
다.
先秦시기에서 일어난 “得”자의 문법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동사

前助動詞 “得/不得”
『周易』上經10

동사 “得”: 西南得朋, 乃與類行.
(서남쪽에 가면 동행하는 친구를 얻는다.)
前助動辭 “得”: 王之大欲可得聞與?

『孟子』梁惠王上

(대왕의 제일 큰 소원을 저에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2.1.2 兩漢시기
한나라 때에 집필된 중국 최초의 자전인『說文解字』의 11 彳部에는 “得,
行有所得也.”라고 쓰여있는데, 즉 ‘득, 행동에서 얻다’라는 뜻이다. “得”자의
동사적 의미는 先秦부터 現代漢語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데, 呂叔湘(2005)에
따르면 現代漢語에서 동사로 쓰이는 “得”의 뜻은 “得: 획득하다, 적합하다,
만족하다”이다.
兩漢시기에 제일 현저하게 나타나는 “得”자의 문법적 변화는 前助動辭에
서 後助動辭로의12 변화다. 後助動辭는 前助動辭와 같이 “할 수 있음”을 뜻
하며 동작이 실현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後助動辭 “得/不得”은 前助動辭
“得/不得”의 경우와 달리 두 가지 파생 경로가 있다. 太田辰夫(1987)에 따
르면, 後助動辭는 우선 “V+不得” 형식에 출현하였고, 이후 “V+得” 형식에
서 나타났다. 이 현상을 분석하는 이유는 後助動辭 “不得”이 사실 前助動
辭에서 발전된 것이며 처음부터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後助動辭 “得”은 ‘얻다’라는 뜻의 동사 “得”에서 발전해왔기 때

10

『周易』上經은 『周易』에서의 전 30괘이다.
『說文解字』는 『說文』이라고도 하며, 東漢시기의 문자학자 許愼이 100년~121년에 작성
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이다.
12
後助動辭는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앞에 위치한 동사의 실현이나 실현 가능성을 나타낸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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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진화하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견
해가 있다. 즉 後助動辭 “得”과 “不得”은 발전 경로와 근원이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匡存久(2008)에 따르면 蔣紹愚(2005)은 “V+不得”에서
의 後助動辭 “不得”에 대한 설명에서, “V+不得”은 원래 “欲V而不得V”13 형
식으로, 동사 V가 두 번 반복되므로 두 번째 V를 생략하게 되었다고 분석
했다. 예를 들어 예문 (4)과 (5)를 보자.
『吳子』應變14

(4) 進退不得【進退】, 爲之奈何?
(진퇴양난의 처지인데, 어찌하나?)

『史記』趙世家15

(5) 主父欲出不得【出】, 又不得食.

(주부가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먹지도 못한다.)
(4)과 (5)에서 “ 【 】 ”안에 적은 것이 생략된 V이다. 이러한 가설에서
“不得”은 ‘어떤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가정의 의미이
다. 따라서 이 가설도 後助動辭 “不得”이 前助動辭에서 발전해왔음을 입증
한다. 이 논문은 後助動辭 “得”과 “不得”이 다른 경로로 발전해왔다는 학설
에 동의한다. 後助動辭 “得”은 兩漢이 아니라 南北朝시기에 생성된 것이다.
後助動辭 “不得” 의 예문은 (6)과 같다.
『漢書』孝成許皇後傳16

(6) 今壹受詔如此, 且使妾搖手不得.

(오늘에 조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첩은 움직이지도 못한다.)
“得”자가 前助動辭에서 後助動辭 단계로 넘어오면서 문법적 기능성이 더
약화되었다. 그에 따라 발음도 변화했는데, 이 시기 後助動辭 “得”은 經聲
[de]으로 읽혔다.
兩漢시기에는 “V+得+O” 구조도 정착되기 시작했다. “得”자가 取義動辭
뒤에 쓰인 예들은 이미 先秦시기부터 몇몇 예문이 나온 적이 있었다. 이

13

14

15
16

“欲”은 ‘…를 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欲V而不得V”는 ‘…를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
는 뜻이다.
병법서인 『吳子』應變은 西漢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총 무도 여섯권으로 구
성되었는데, 『應變』은 그 중 한 권으로 주로 작전방법에 대해 다뤘다.
『史記』 趙世家는 戰國시기의 趙武靈王에 대한 전기이다.
『漢書』孝成許皇後傳은 漢成帝의 첫번째 황후 許皇後에 대한 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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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得”자 앞의 取義動辭들은 모두 명확하게 ‘획득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
사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떤 행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다’라는 의
미로 쓰인 先秦시기의 “V+得+O” 형식은 連動式이라고17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韓非子』說林上18

(7) 孟孫獵得麑, 使西巴持之歸.

(맹손(孟孫)이 새끼 사슴을 사냥해서 얻었고, 진서바(西巴)에게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시켰다.)
여기에서 “得”자의 앞에 있는 “獵”자는 ‘사냥하다’라는 뜻이고, “得”과 같
이 쓰는 형식은 連動式이다.
(8) 李牧不受命, 趙使人微捕得李牧, 斬之.『史記』廉頗蔺相如轉19
(이목(李牧)이 명령 받기를 거부했으니 조나라의 왕은 사람을 시
켜서 이목을 체포해서 죽인다.)
여기에서 “獵(사냥하다)”자와 “捕(체포하다)”자는 모두 ‘획득하다’를 목
적으로 한 행동을 뜻하는 取義動辭다. 이러한 방식의 동사구조는 복합동사
로 볼 수 있는데, “得”과 앞에 있는 取義動辭가 뒤에 있는 목적어를 공유하
고 있기 때문이다.
兩漢시기에 “V+得+O” 구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取義動辭+得
+O” 구조의 사용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후, 유추작용에 의해 “非取義動辭
+得+O” 형식도 생성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史記』殷本紀20

(9) 武丁夜夢得聖人, 名曰說.
17

連動式은 連動句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두 개나 그 이상의 동사들이 같이 쓰이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동사들은 시간관계, 방식관계, 목적관계 등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先
秦시기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주로 두 개의 단음절 동사(한 단음절 동사+동사 “得”)를 같
이 쓰는 형식이었다.
18
『韓非子』說林上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도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19
『史記』廉頗蔺相如轉은 戰國 중후기의 조나라 사람 廉頗, 蔺相如, 趙奢, 李牧 등에 대한
20

기록이다.
『史記』殷本紀는 상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武丁 “무정”은 상나라의 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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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武丁)이 밤에 성인의 꿈을 꾸었는데, 그 성인의 이름은 “설”이라
고 한다.)
여기에서 “得”자 앞의 동사 “夢(꿈을 꾸다)”은 非取義動辭다. 문장의 의
미가 꿈을 꾸어서 성인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得”과 非取義動辭를 함께 쓰게 되면 “得”자는 ‘얻다’라는 의미가 다 사
라지고 ‘앞의 동작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다’라는 뜻도 없어지는 한편 앞
의 동사와 더 긴밀하게 결합된다. 이때 “得”은 단지 앞의 동작의 실현을
표현한다. 어느 정도 고정적인 복합어가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러한 변화는 漢語 複音辭의 21 발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王力(1988)은 複
音辭 현상은 漢語 문법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
『老乞大』 네 개 판본에서도 이 兩漢시기에 생성된 복합어를 쓴 사례가 있
다.
兩漢시기의 “得”자의 문법화 경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는 前助
動辭 “不得”에서 後助動辭 “不得”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22 [그림
3]은 取義動辭와 결합하던 “得”이 非取義動辭와도 결합하게 되는 것을 정
리했다.23

21

22

23

先秦시기에 대부분 중국어 단어들은 단음절 단어였다. 兩漢시기부터 서로 인접하는 단어
들을 결합해서 같이 쓰는 쌍음절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를 複音辭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
을 複音化라고 한다.
前助動辭 “不得”과 後助動辭 “不得”의 차이점은 생성시기, 문장에서의 위치, 의미기능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할 수 있다. 前助動辭 “不得”은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先秦시
기에 생성된 것이고 後助動辭 “不得”은 兩漢시기에 생성된 것이다. 문장에서의 위치는 前
助動辭 “不得”은 동사 앞이고, 後助動辭 “不得”은 동사 뒤이다. 現代漢語에서 모든 조동
사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 後助動辭 “得”과 “不得”은 조동사이지만 補語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한편 現代漢語에서는 前助動辭 “得”를 쓰지 않고 “不得”만 쓰는데, 이는 허가를 나
타낸다。 後助動辭는 “得”과 “不得”이 쓰이고 가능함을 표현한다. 본 논문 중 『老乞大』
네 개 판본에서의 “得”자에 대한 관찰에 따르면 近代漢語에서는 現代漢語와 달리 前助動
辭 같은 경우 “得”과 “不得”이 모두 쓰였다. 後助動辭 “得”과 “不得”의 사용 상황은 現代
漢語와 같다.
動補式 복합어는 동사와 동사 뒤에 있는 보충설명 성분이 긴밀하게 결합해서 하나의 복
합어로 사용된 경우를 가리킨다. 兩漢시기에 는 이러한 복합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조
짐을 보여주므로 動補式 복합어의 前身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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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前助動詞 “不得”

後助動詞 “不得”

前助動辭 “不得”:
今守度奉量之士欲從忠嬰上而不得見.

『韓非子』詭使24

(현재 공무에 충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 자가 귀에 거슬리는 간언을 드
리려고 하는데 접견을 못 받는다.)
後助動辭 “不得”: 主父欲出不得, 又不得食.

『史記』趙世家

(주부가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먹지도 못한다.)

[그림3]
取義V+得+O

非取義V+得+O

取義V+得+O: 孟孫獵得麑, 使西巴持之歸.

動補式 복합어 前身
『韓非子』說林上25

(맹손(孟孫)이 새끼 사슴을 사냥해서 얻었고, 진서바(西巴)에게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시켰다.)
非取義V+得+O: 武丁夜夢得聖人, 名曰說.

『史記』殷本紀

(武丁(무정)이 밤에 성인을 꾸었고, 그 성인의 이름은 ‘설’이라고한다.)

2.1.3 魏晋南北朝시기
南北朝시기에 이르러 後助動辭 “得”이 등장했다. 그 뜻은 당시 출판된
고전 漢字사전『玉篇』 26 彳部에 따르면 “得, 獲也.” 즉, “득, 얻다”라는 뜻
이다. 이는 “V+得+O” 형식에서 발전한 것으로,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앞에
동사가 지시하는 행동의 실현이나 실현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예문을 하나
살펴보자.

24

『韓非子』 詭使는 나라를 통치하는 도리를 서술하는 책이다. 韓非子(기원전281~기원전23
3)는 戰國말기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철학자 겸 정치가이다.
25
『韓非子』說林上은 이야기들을 통해 도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26
『玉篇』은 南朝 梁大同9년(543년)에 학자 顧野王이 한자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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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生論』27

(10) 世或有謂神仙可以學得, 不死可以力致者.

(세상의 어떤 사람은 배워서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
수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예문에서 後助動辭 “得”은 동사 “學(배우다)” 뒤에 위치하면서 “배우
다”라는 행동의 결과가 실현될 가능성을 지시한다.
이 시기는 “得”자 動賓結構(동사+목적어 구조)에서 “得”자 述補結構(술어
+補語 구조)로 발전하는 과도기였다. “得”자에 ‘달성하다’라는 뜻이 생긴 것
은 그것의 어휘의미가 약화되었다는 증거이다(王力 1958, 蔣紹愚 1994). ‘달
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玉台新詠』庚信 怨詩28

(11) 嫁得長安少年.
(장안에서 온 소년과 결혼했다.)

여기에서 동사 “嫁”는 ‘시집가다, 출가하다’라는 의미이고, 뒤의 “得”자는
‘달성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得”자에 ‘달성하다’라는 뜻이 생긴 후에는 “得”이 적용되는 범주도 확대
되었고 다른 단어들과 조합하는 능력도 점차 다양해졌다. 특히 “得”자의
앞에 있는 동사와 더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V+得+O” 형식으로부터 “V+得
+NumP” 형식도 파생되었는데 이 형식에서 “得”자 뒤에 수량사나 수량사구
가 올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李性耐久, 樹得三十年, 老雖枝枯, 子亦不細.
『齊民要術』種李29
(자두는 오래 간다, 자두 나무는 삼십년 동안 살 수 있고 가지가 시들
어도 과실은 작지 않다.)

27

『養生論』은 삼국시기의 시인이자 음악가, 현학자였던 嵇康이 쓴 책으로, 양생의 중요성
과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28
『玉台新詠』은 南朝 梁나라시기에 작성한 시가총집으로, 『詩經』『楚辭』이후, 중국 역
사상 세 번째로 나타나는 시가총집이다.
29
『齊民要術』種李는 자두나무 심는 법에 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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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得”자 뒤에는 수량사 “三十年”이 붙었다.
(13) 如壹具牛, 兩個月秋耕, 計得小畝三頃.

『齊民要術』雜說

(소 한 마리를 이용해서 가을에 두 달 동안 경작하면 모두 삼백 소묘
를30 경작한다.)
여기에서도 “得”자 뒤에 수량구 “小畝 三頃”이 붙었다.
『老乞大』 각 판본에도 이러한 예문들이 많이 나타난다. “V+得+NumP”
형식은 “V+得+O” 형식과 매우 비슷하다. 그 발전 과정에서 처음에는 목적
어 “O”가 수량사의 수식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것이 더 발전되어 예
문 (16)에서의 “三十年”과 같은 ‘수량사+명사’구가 형성된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V+得+NumP” 형식이 나타난다.
한편 “得”자가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게 된다.
즉, “V1+得+V2” 형식이다. 이 형식도 “V+得+O” 형식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 때 “得”자는 주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4) 平子饒力, 爭得脫, 逾窗而走.

『世說新語』規箴31

(평자(平子)가 힘들여 애써 벗어나서 창문으로 도망갔다.)
이 예문에서 “爭(쟁탈하다)”은 동사이고 “得”자 뒤에 있는 “脫(벗어나
다)”도 동사이다. 즉 “V1+得+V2” 형식이다. 이 때 “得”의 어휘적 의미는
더욱 약화되었다.
이렇게 南北朝시기에 발생한 다양한 구조들은 이후 唐代시기에 虛辭
“得”의 형성에 기초를 닦았다. 南北朝시기의 “得”자의 발전은 [그림 4, 5]
와 같다.

30

1小畝는 192평방미터이다. 小畝 三頃은 300小畝이다.
『世說新語』規箴은 군주나 어른께 권고하는 글이다.

31

25

[그림 4]
後助動詞 “得”

V+得+O

後助動辭 “得”: 世或有謂神仙可以學得, 不死可以力致者. 『養生論』
(세상의 어떤 사람은 배워서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
수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5]
V1+得+V2

V+得+O

V+得+NumP
V1+得+V2: 平子饒力, 爭得脫, 逾窗而走.

『世說新語』規箴

(평자가 힘들여 애써 벗어나서 창문으로 도망갔다.)
V+得+NumP:
李性耐久, 樹得三十年, 老雖枝枯, 子亦不細.

『齊民要術』種李

(자두는 오래 간다, 자두 나무는 삼십년 동안 살 수 있고 가지가 시들
어도 과실은 작지 않다.)

2.1.4 隋唐과 北宋시기
唐代에는 南北朝시기에 생긴 여러 “得”자 구조들이 계속해서 발전했다.
“得”자 뒤에 다양한 성분이 붙게 된 것이 “得”자의 문법화를 촉진시켰다.
唐代에는 여러 문법형식들이 규격화되었는데, 특히 “V+得+O” 구조와 “V1+
得+V2” 구조가 표준화되어 動態助辭류가 형성되었다. 이 “得”자에 해당하
는 動態助辭는 現代漢語에서의 “過”, “着”이나 “了”와 같다. 이 용례들은 唐
代에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敦煌變文集』太子成道經32

(15) 仙人抱得太子, 悲泣流淚.

32

『敦煌變文集』太子成道經은 『敦煌變文集』의 한 편으로, 석가모니 부처가 불도를 닦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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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이 태자를 안으면서 슬프게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得”은 행동의 지속을 표현하는 現代漢語에서의 動態助辭 “着”과
같으므로 “抱得太子”는 “抱着太子”라는 33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得”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 다음은 그 예이다.
『全唐詩』韓愈34

(16) 我令之罘歸, 失得柏與馬.

(나는 지부(之罘)에게 가라고 했는데, 측백나무나 좋은 말 같은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
이 문장에서의 “得”자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現代漢語에서의 “了”와
같다. 즉 “失得柏與馬”는 “失了柏與馬”의35 의미이다.
이처럼 動態助辭로 사용되는 “得”은 『舊本老乞大』와 『老乞大彦解』같
은 초기 판본들에서 몇몇 예가 보이지만 淸代 두 판본에서 각각 한번씩 나
타났다. 動態助辭 “得”은 명대 이후 사용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淸代
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元대 판본인 『舊本老乞大』에서 “得”자가
動態助辭 역할을 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는 “V+得+장소명사”의
형식으로 쓰여 어떤 장소로 이동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17) 過的義州, 漢兒田地裏來, 都是漢兒言語.

『舊老』19

(의주를 지나 한인들의 땅에 들어오면 모두 한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的”은 “得”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現代漢語에서의 動態助辭
“了”와 같다.
『老乞大新釋』에서 또 다른 동태조사 “得”의 예를 찾을 수 있다. (18)을
보면 “V+得+VP”의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
(18) 我們在遼東城裏住, 現帶得有印信路引在此.

『新釋』190

(우리들은 동경성에 살고 있는데요. 관청의 확실한 도장이 찍힌 통행증

33
34
35

이야기이다.
“抱着太子”는 ‘태자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全唐詩』韓愈는 全唐詩에서 시인 韓愈의 시가 작품을 수록한 권이다.
“失得柏與馬”는 ‘측백나무와 말을 다 잃어버렸다’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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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得”은 現代漢語에서의 “着”과 같다.
南北朝시기에 “得”자 뒤에 묘사성을 지닌 동사, 동사구와 형용사, 형용사
구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唐代 結構助辭의 생성을 촉진시켰다. 唐代에 형
성된 結構助辭는 現代漢語에서의 용법과 매우 유사한데, 이 때 “得”은 現
代漢語에서의 結構助辭 “得”과 마찬가지로 동사나 형용사 뒤에 위치하면서
행동의 가능성이나 상태와 정도, 결과를 표현하는 補語성분을 이끈다. 주요
문법형식으로는 “V1+得+V2”, “V+得+A”, “V+得+AP”, “V+得+VP”, “V+得+CP”
등이 있다. “得” 뒤에 형용사가 붙는 예는 (19)와 같다.
(19) 兩地江山踏得遍, 五年風月詠將殘.

『全唐詩』詠懷

(두 지역의 국토를 모두 밟을 수 있으니, 5년간의 풍경을 끝까지 노래
하겠다. )
이와 같이 “得”자 뒤에 형용사가 붙는 용법에서 “得”자는 結構助辭가 되
는 경향을 보인다. 『老乞大』 네 개 판본에서 結構助辭 “得”의 용례를 많
이 찾을 수 있다.
『重老』465

(20) 李子, 松子, 栗子, 都用的好.
(자두, 잣과 그리고 밤이 모두 잘 준비되었다.)

“V1+得+V2” 형식은 現代漢語에서의 結構助辭 “得”이 나오는 구조(V+得
+C)와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見伊鸚鵡語分明, 不惜功夫養得成.
『敦煌變文集·長興四年中興殿應聖節講經文』36
(앵무새가 정확히 말하다 보니, 쉽게 양성할 수 있겠다.)
위의 두 예들을 보면 唐代부터 結構助辭 “得”이 생성되고 발전하기 시작

36

『敦煌變文集』長興四年中興殿應聖節講經文은 통속화 설창 형식으로 일반적인 경문을 선
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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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結構助辭 “得”의 용법은 『老乞大』네 개 판본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현대의 용법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는 “的”과 “得”을 혼용하고 있다).
(22) 將就喫的過.

『諺解』255

(그런대로 좋군.)
動態助辭와 結構助辭 “得” 외에도 唐代에는 “得”자가 형용사나 형용사에
서 형용사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로 쓰인 사례도 나오기 시작한다. “적합
하다, 적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3) 師雲: “九人不得意.”

『祖堂集』卷第九

(스승이 말하기를, “9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기서 “得意”는 형용사로, 現代漢語에서도 계속 쓰이는 단어이다.
이러한 용법은 現代漢語에서도 쓰고 있는 용법이다. 이와 비슷하게 唐代
에는 인지적인 활동을 지시하는 동사 “認, 見, 記, 曉, 理會”등이 자주 “得”
과 같이 쓰이면서 이러한 단어들과 “得”자가 결합하여 “V得” 복합어가 생
성되었다. 여기에서도 “得”자의 구체적인 의미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러
한 복합어들은 『老乞大』 네 개 판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그 중 일부는
現代漢語에서도 계속 쓰이고 있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24) 隨流認得性, 無喜複無憂.

『祖堂集』卷第二

(시대의 흐름를 따르더라도 본성을 알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이 예문에서는 “認得”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 “得”은 동사에 포함된 의지
형태소이다.
『老乞大』 에서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25)
是我街坊, 怎麽不認的?

『舊老』194
29

是我街坊, 怎麽不認的?

『諺解』194

是我街坊, 怎麽不認的?

『新釋』194

是我街坊, 怎麽不認的?

『重老』194

(내 이웃이니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동사 “認得”은 네 개 판본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的”자가 “得”자 대신
쓰였다.
北宋대에 들어서는 唐代에 썼던 여러 형식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쓰였다. 새로 생긴 용법은 방향을 지시하는 趨向動辭와 37 “得”을 같이 쓰고
뒤에 장소를 지시하는 처소명사를 붙이는 용법이다(曺廣順 1995).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26) 趨向V+得+장소명사
上得坡來, 總歡喜, 摩圍依約見峰巒.

黃庭堅『宋詩抄』上南坡

(산비탈에 올라와서 기쁘다, 산봉우리가 보인다.)
동사 “上(오르다)”은 趨向V이고, “得”자 뒤에는 바로 처소명사 “坡(비
탈)”이다.
이러한 용법은 北宋 시기에 새로 생긴 것이지만 당시의 용례는 별로 없
다. 이는 宋대 이후 백화문 소설책에서 많이 쓰였는데, 이는 당시 “得”자의
여러 용법 중 자주 쓰이는 편에 속했다. 『老乞大』에서의 이와 비슷한 용
례는 아래와 같다.
(27) 旣恁這月初一日離了王京, 到今半箇月, 怎麽才到的這裏?
『舊老』4
(당신들이 이 달 초하루에 떠났다면 지금이 벌써 반달이나 되었는데
어째서 겨우 여기까지밖에 못 왔소?)
“的”자가 “得”자를 대신하여 쓰였다. 앞의 동사 “到”는 ‘…까지 오다’

37

趨向動辭는 행동의 방향을 지시하는 동사이다. 예로, “上(올라가다)”, “下(내리다)”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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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이고 뒤에는 대명사 “這里(여기)”를 썼다.
結構助辭 “得”은 (28)처럼 “형용사(A)+得+C” 구조에서도 쓰였다.
(28)枕衾冷得渾似鐵, 只心頭, 些個熱.

揚無咎 『全宋辭』天下樂

(베개나 이불은 쇠같이 춥다, 마음에만 좀 따뜻한 기운이 있다.)
“得”은 형용사 “冷(춥다)” 뒤에 위치한다. 뒤에는 “쇠같이”라는 구절이
나타난다.
隋唐과 北宋시기의 “得”자의 문법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V1+得+V2

動態助辭 “得”

動態助辭 “得”:
仙人抱得太子, 悲泣流淚.

『敦煌變文集』太子成道經

(선인이 태자를 안으면서 슬프게 눈물을 흘렸다.)

[그림 7]

V+得+O

結構助辭
V+得+C 형식/A+得+C 형식
趨向V+得+장소명사

結構助辭 “得”: 見伊鸚鵡語分明, 不惜功夫養得成.
『敦煌變文集』長興四年中興殿應聖節講經文
(앵무새가 정확히 말하다 보니, 쉽게 양성할 수 있겠다.)
趨向V +得+처소명사: 上得坡來, 總歡喜, 摩圍依約見峰巒.
黃庭堅 『宋詩抄』上南陵坡
(산비탈에 올라와서 기쁘다, 산봉우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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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형용사에서의 構詞形態素

後助動詞 “得”

동사에서의 構詞形態素
형용사 “得”: 兩地江山踏得遍, 五年風月詠將殘.

『全唐詩』詠懷

(두 지역의 국토를 모두 밟을 수 있으니, 5년간의 풍경을 끝까지 노래
하겠다.)
동사에서의 형태소 “得”: 隨流認得性, 无喜復无憂. 『祖堂集』卷第二38
(시대의 흐름를 따르더라도 본성을 알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2.2 近代漢語에서 “得”자의 문법화 양상
近代漢語 시기는 南宋, 元, 明, 淸시기로 구분했다. 많은 연구에서 南宋시
기의 문헌자료로는 주로『朱子語類』가 쓰인다. 曺广顺(1995)에 따르면 南
宋시기에는 “V+得+C” 구조가 더 활발하고 다양하게 쓰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9) 형용사 補語
大碗盛得多, 小碗盛得少.

『朱子語類』卷九八

(큰 그릇에 많이 담을 수 있고 작은 그릇에 조금 담을 수 있다.)
(30) 동사+목적어 형식의 補語
若看得有精神, 自是活動有意思.

『朱子語類』卷壹壹四

(보기에 기운이 있다면, 활동하는 것이 더 재미 있다.)
(31) 주어+술어 형식의 補語
向在浙東祈雨設蘸, 拜得腳痛.

『朱子語類』卷壹二六

(향은 철동 지역에서 기우제를 했을 때 다리가 아플 정도로 배례했다.)
(32) 개사39+목적어 형식의 補語
38

匡存久(2008:37)에 따르면 『祖堂集』에서 복합어 “認得”이 10번, “識得”이 25번, “免得”이
7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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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是操存之際, 常看得在這裏.

『朱子語類』卷壹壹五

(품행이 있어야 여기에서 보인다.)
예(29)에서는 “得”자 뒤에 형용사 “多(많다)”와 “少(적다)”가 붙었다. 예
(30)에서는 “得”자 뒤에 “有精神(기운이 있다)”라는 동사목적어구가 붙었다.
예(31)에서는 “得”자 뒤에 “脚痛(발이 아프다)”라는 주술구가 붙었고 예(32)
에서는 “得”자 뒤에 “在這里(여기에 있다)”라는 개사구가 붙었다.
唐代의 용례에서는 “得”자 뒤에 있는 補語성분으로 형용사와 趨向動辭만
사용된 반면, 宋代에는 補語성분으로 형용사, 동사목적어구조(動賓結構), 주
어술어구조(主謂結構), 전치사목적어 구조(介賓結構), 그리고 단음절과 쌍음
절 趨向動辭 등 많은 형식들이 나타났다(曺廣順 1995). 이러한 용례는 『老
乞大』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33)
如今跟着別人拿馬, 但求得暖衣飽飯變勾了.
如今跟着別人拿馬, 但求得暖衣飽飯.

『新釋』532
『重老』532

(이제 와서는 벼슬아치를 따라가 마부가 되어, 겨우 밥과 옷을 얻을 수
있는 꼬락서니가 되고 만 것이다.)
“得”자 뒤에 “暖衣飽飯(옷을 따뜻하게 입고 밥을 배부르게 먹다)”라는 수
식구가 붙는다.
한편 唐代에 생긴 動態助辭 “得”의 용법은 宋代에 와서 줄어들기 시작했
다. 학자 曺廣順은 辛棄疾, 柳永 魏了翁 등 여러 辭人이 쓴 辭 백여 편으로
부터 “得”자 용례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40개의 용례만이 動態助辭 “得”
으로 쓰였음을 지적했다.
아래는 南宋시기의 “得”자 구조의 발전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39

개사는 중국어에서 허사의 일종으로, 명사, 대명사, 명사성 어구 앞에 쓰여 동사, 형용사
의 시간, 방향, 장소, 대상, 목적, 방식, 비교, 피동 따위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
從’, ‘在’, ‘對’, ‘把’, ‘比’, ‘讓’ 등이다. 예문으로 “從上海到北京(상해에서 베이징까지)”, “在禮
堂開會(강당에서 회의한다)”, “妳的話對我有啓發(당신의 말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把
衣服洗洗(옷을 빨아라.)”, “今天的風比昨天更大了(오늘의 바람은 어제보다 더옥 강해졌다)”,
“行李讓雨給淋濕了(찜이 비에 젖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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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結構助辭“V+得+C”

補語 성분들이 더 다양
하게 발전함

元代, 明代, 淸代의 “得”자의 용법은 기본적으로 宋代 “得”의 용법과 같
다. 그렇지만 元代부터 “得”자가 종종 “的”자로 쓰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
러한 현상은 “得”자의 문법기능 약화에 따라 음성형식도 약화된 결과의 반
영일 것이다. 元代 이후 “V+得+O” 구조에서의 목적어 “O”는 처소명사나
시간명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보통명사에 해당하는 “O”는 오히려
감소했다.
南宋시기에는 “得”자의 動態助辭 용법이 감소했고 元代에는 이러한 현상
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老乞大』 네 개 판본에도 반영되었다. 그리고
동작의 지속을 표현하는 “着”과 같은 動態助辭 “得”보다 앞 동작의 완료를
지시하는 “了”와 같은 “得”이 더 많이 쓰였다.
元代에 새로 나타나는 용법은 형용사 “得”에서 발전해 온 어기 조사, 즉
긍정이나 부정을 표현하는 嘆辭다. 예를 들어, (38)번 예문에서 “得”자는 단
독으로 의미 없는 嘆辭(어기 조사)로 쓰였다.
(34) 也得, 也得, 我與你說去.

『全元戲曲』 望江亭

(됐고, 됐고, 내가 가서 말할 게요.)
이러한 용법은 지금까지도 현대 베이징 방언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老乞大』네 개 판본에서는 그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元代 이후에는 結構助辭 “得”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淸代
에 이르면 “得”자의 여러 구조들이 많이 도태되는 한편, “的”과 “得”이 문
법기능을 겸용하는 경우가 점차 없어져 두 단어의 용법이 잘 분리된다. 현
대 표준어에서는 “V+得+C”라는 結構助辭 “得”의 용법을 주로 쓰고 있다.
다른 “得”의 용법은 漢語의 여러 방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元代시기의 “得”자의 발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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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형용사로 쓰는 “得”

어기조사 “得”

也得, 也得, 我與你說去.

『全元戲曲』 望江亭

(됐고, 됐고, 내가 가서 말할 게요.)
明淸시기에는 새롭게 발생하는 “得”의 품사 기능이나 의미기능이 없다.
이전시기에 발전해온 의미기능이 대부분 유지되어 안정적으로 쓰였다. 또
한 “得”이 포함된 “V+得+C” 구조에서의 補語 “C”가 이전 시기보다 간단화
되는 경향이 있다. 曺廣順을 비롯하여 근대 조사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
의 견해에 따르면 소설『水滸傳』과 『金甁梅』가 출판된 明代 초중기부터
는 “得” 뒤에 있는 補語로 항상 단음절 형용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淸代 중후기에 나온 백화문 소설 『紅樓夢』 『兒女英雄傳』에 이
르러 더욱 분명해졌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實辭였던 “得”자는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미기능과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의미
적으로는 계속 약화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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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得

前助動辭 得/不得

先秦

36
(連動式)

V+得+O

(可能補語 得)

後助動辭 不得

兩漢

상고 시기

V+得+NumP

V1+得+V2

(可能補語 得)

後助動辭 得

魏晉
南北朝

趨向V+得+장소명사

V+得+C/ A+得+C

結構助辭 得 (보어표지)

動態助辭 得

형용사에서의 構辭形態素得

동사에서의 構辭形態素得

補語 得

隋,唐,北宋

중고 시기

得 뒤의 보어 성분 더 다양 화

어기 조사 得

南宋,元,明,淸

근대 시기

[그림 11]

2.3 現代漢語에서 “得”자의 의미기능과 분포
現代漢語에서 동사 “得”, 조동사 “得” 등 先秦시기부터 쓰였던 “得”자의
용법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得”은 結構助辭
에서의 狀態補語, 程度補語나 可能補語를 이끄는 補語표지에 해당하는
“得”이다. 이러한 “得”의 발음은 [de]이고 여러 문법화의 단계를 거쳐서 발
전해 온 것이다. 독립적으로 쓸 수 없고, 어휘적인 의미도 모두 상실되었다.
따라서 聲調없는 經聲으로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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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漢語에서 “得”자가 結構助辭로 나오는 補語구조들에 대한 분류는 학
자들마다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黃伯榮·廖序東(2002)을 참고하여 程
度補語, 狀態補語, 可能補語의 세 종류를 분석한다.
程度補語표지로 쓰이는 “得”자는 주로 “V/A+得+C” 구조에서 나타난다.
“得”자 앞에 위치하는 동사나 형용사들은 문장에서의 중심어이다. “得”은
그 중심어와 중심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補語를 연결시키고 어떤 동작이나
동작의 상태 또는 결과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구조에서 補語에 해당
하는 성분은 주로 부사어다.
(35) 這攔河大壩堅固得很.
(이 강을 막는 댐은 아주 견고하다.)
(36) 收拾得幹淨極了.
(아주 깨끗이 정리한다.)
(36)의 문장에서는 “정리하다”라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 즉, 정리한
후 그 깨끗한 정도는 매우 깨끗하다.
부정형식은 “得”자 뒤에 “不(아니다)”를 쓴다. 그러므로 위의 두 예문의
부정형식은 “這攔河大壩不堅固”와 “收拾得不幹淨”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법형식 “V+得+C”는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고, “V/A+得
+A”, “V/A+得+S”, “V/A+得+V”과 같은 형식도 실제로 쓰이고 있다. 이는
『 老乞大 』 에 나타나는 주요 “得”자 구조들과 많이 다르지만, 여기에서도
40

중국어는 성조언어이고 음평(現代漢語의 1聲), 양평(現代漢語의 2聲), 상성(現代漢語의 3
聲), 거성(現代漢語의 4聲)의 네 개의 성조가 있다. 성조 없는 글자인 경우는 經聲이라고
한다. 近代, 現代漢語에는 經聲으로 발음하는 단어들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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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자의 뒤에 부사어가 나타나는 예문을 일부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7) 上的分外牢壯, 好看.

『重老』523

(아주 튼튼하고 보기에도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可能補語표지로 쓰이는 “得”자는 可能補語를 이끌고 앞의 동작의 가능성
과 허락을 나타낸다. 문법형식은 “V+得+C”이다. 여기에서 補語 “C”에는
“了[liǎo]” 자가 주로 해당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8) 吃得了.

(먹을 수 있다.)

(39) 爬得上去.

(올라갈 수 있다)

부정형식은 可能補語의 부정형식과 달리, “得”자 대신에 “不”자를 쓴다.
즉, “吃不了”, “爬不上去”와 같다. 『老乞大』에서도 “了”자가 可能補語표지
로 쓰인 예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0) 這鍘刀不快, 許多草幾時切得了?

『諺解』67

(이 작두는 잘 들지 않으니 이 많은 꼴을 언제 다 자를 수 있겠단 말
인가?)
狀態補語는 “得” 앞에 있는 동사의 상태를 보충설명한 것이다. “得”은 동
사와 補語 사이에 위치하면서 부연 설명하는 성분들을 이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1) 想得太簡單.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

(42) 他高興得眼淚都流出來了. (그는 눈물 나올 정도로 기쁘다.)
지금까지 結構助辭에서 나타나는 補語표지 “得”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現代漢語에서 유지되고 있는 동사 “得”과 조동사 “得”의 용법에 대
해 알아보자.
現代漢語에서 단순하게 ‘얻다’라는 의미의 동사 “得”은 많이 쓰이지는
않으나 의미가 약화되기 전에 쓰던 동사이기 때문에 발음과 성조가 있다.
38

즉, 陽平 41 으로 [dé]로 읽는다. 동사 “得”의 뒤에는 보통 명사성 구조들이
붙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3) 這件事办成了, 你也会得些好处.
(이 일은 성공하면, 당신도 이익을 좀 얻는다.)
단순한 동사로 쓰이는 “得”자의 용례는 『老乞大』네 개 판본에도 나타
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4)我當年跟著中國人到高唐, 收買些綾絹回到王京賣了, 也得些利錢.
『新釋』50
(작년에 중국인 동행을 따라 고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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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무명이나 깁 비단을 구입

해서 서울로 가져가 팔았는데, 조금은 돈을 벌었소.)
조동사로 쓰이는 “得”자에는 前助動辭와 後助動辭의 두 종류가 있다. 명
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前助動辭는 동사 앞에 쓰이는 것이고, 後助動辭는
동사 뒤에 쓰이는 것이다. 둘 다 행동의 가능함을 나타낸다. 두 助動辭는
문법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도 다르다. 前助動辭는 양평음으로 [dé]
로 읽는다. 後助動辭는 前助動辭보다 늦게 형성되어 의미가 더 약화되었다.
발음은 經聲[de]으로 읽힌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5) 前助動辭 [dé]
這筆錢非經批准不得擅自動用.
(이 돈은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멋대로 쓰지 못한다.)
(46) 後助動辭 [de]
她去得, 我也去得.
(그녀가 갈 수 있으면, 나도 갈 수 있다.)
前助動辭와 後助動辭 용법은 모두 『老乞大』네 개 판본에서 찾을 수 있
다. 그런데 前助動辭 용법의 경우, 現代漢語에서와 달리 “得”과 “不得”이
41
42

陽平은 현대중국어에서의 2聲과 같다.
高唐(고당)은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고당현(高唐縣)이다(정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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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인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47) 前助動辭 “得”
『舊老』132

這帖落是不喫水怎生得倒?

(이 두레박이 전혀 물에 들어가지 않네. 어찌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48) 前助動辭 “不得”
官司排門粉壁 不得安下面生歹人.

『諺解』188

(관아에서 집집마다 벽을 하얗게 칠하고 쓰기를 ‘낯선 범죄자를 묵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9) 後助動辭 “不得”
似你這般定價錢, 就是高麗田地裏也買不得.

『舊老』352

(당신처럼 그렇게 값을 매기면 고려 땅에 가서도 살 수 없어요.)
(50) 後助動辭 “得”
這的我自會的, 不要你敎.

『諺解』118

(그 정도는 나도 아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네.)
現代漢語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용법과 방언에서 쓰는 용법들도 몇 가지
있다. 이를테면 형용사, 어기 조사, 動態助辭, 부사어 등이다. 現代漢語에서
의 “得”의 용법과 의미기능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독음 품사 종류

dé

de

구조

의미

용례

주석

동사

得+N/NP

얻다

這件事办成了, 你也
会得些好处.

前助動辭
不得

不得+V

허가하다

這筆錢非经批准不得 공문에서
擅自動用.
이 씀

不得+V

가능하다

沒三天不得完

어기
조사

단독사용

완성/동의나 飯得了. / 得, 就這么
금지/ 어쩔
베이징어에서
办. / 得, 這一張又画
수가 없는
많이 씀
坏了.
상태

後助動辭
得

V+得

가능하다

後助動辭
不得

V+不得

가능하지 않
去不得. / 馬虎不得.
다 /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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她去得, 我也去得.

많

방언 용법

부정형:
得

去不

다

結
構
助
辭

可能
補語
표지

가능하다

狀態
補語
표지

V+得+C

행동의 결과
를 표현함. 跑得喘不过氣來.
뜻 없음

程度
補語
표지

V+得+C

사물의 정도
를 표현함. 寫得非常好.
뜻 없음

부정형: “寫不
好” 말고 “寫
得不好” 이다

동+得

동작의 완성
을 표현함. 出得門來.
뜻 없음

백화문에서
많이 씀

得+VP/S

필요하다

得+VP/S

의지적과 사
要取得好成績, 就得
실상의 필요
努力學習.
성

動態助辭

조동사
děi

拿得動.

부정형: “拿不
動”

V+得+C

這个工程得三个月才
能完.

得+述補結 필연성에 대
做錯事了, 得挨罵.
構
한 추측
형용사

Adv+得

편하다

這個沙發坐著眞得.

방언용법

부사어

복합어

다행이다

得虧你來了.

방언용법

[표 3] 現代漢語에서 “得”의 용법과 의미기능

2.3.1 現代漢語에서의 “的”자
近代漢語에서의 “得”자와 “的”자는 혼용되기 때문에 現代 漢語에서의
“的”자의 문법기능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現代漢語에서의 “的”
자는 주로 結構助辭나 어기 조사로 사용되고, “得”과 의미기능이 겹치지 않
는다. 呂叔湘(2005)에 따르면 “的”의 주요 용법은 여섯 가지이다. 이 논문
에서의 예문은 모두 呂叔湘(2005)에서 취한 것이다.
첫 번째, 관형어 뒤에 위치하면서 관형어와 같이 중심어를 수식한다. 이
러한 경우에 “的”은 관형어 표지 역할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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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幸福的生活.

(행복한 생활.)

(52) 我的母親.

(나의 모친.)

(53) 今天開會是你的主席.

(오늘 회의의 의장은 당신이다.)

(54) 開他的玩笑.

(그의 농담을 한다.)

(51)에서 관형어 “幸福(행복)”와 중심어 “生活(생활)”는 수식하는 관계이
다. (52)의 관형어 “我(나)”와 중심어 “母親(모친)”은 종속적인 관계이다. (53)
에서는 관형어가 인칭대명사이고 중심어는 직위, 신분 등을 나타낸다. 즉
누가 그 직위를 받았는지를 가리킨다. (54)에서 관형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인칭대명사이고 중심어는 앞의 동사와 연합해서 한 행동을 지시한
다. 문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그 동작의 대상이다.
두 번째, 중심어가 없거나 생략된 경우 “的”자 구조로 쓰면서 앞의 단어
와 같이 명사성 구조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5) 這是我的.

(이 것은 내 것이다.)

(56) 送報的

(신문 배달하는 사람.)

(57) 無緣無故的, 你著什麽急?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이 왜 안달합니까?)
(58) 這裏用不著你, 你只管睡你的去.
(여기는 당신이 필요없으니 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59) 說的說, 笑的笑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웃는 사람은 웃고.)

(55)에서 “的”은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나 물건을 지시한다. “的”자 뒤에
있는 명사 성분은 생략된다. (56)에서는 “的”이 어떤 사람을 지시한다. (57)
에서는 “的”이 어떤 상황이나 원인을 나타낸다. (58)에서는 주어를 지시하
는 인칭대명사와 같이 쓰이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 문장에서는 말하
는 사건과 이 사람이 관계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59)에서는 “的”자의
앞과 뒤에 같은 동사를 쓰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세번째, “的”자가 술어 뒤에 위치하면서 동작의 주체, 시간, 장소 그리고
방식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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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誰買的書?

(누가 산 책입니까?)

(61) 他是昨天進的城.

(그가 어제에 도시에 들어갔다.)

(62) 老張是用毛筆寫的信.

(장 선생님은 붓으로 편지를 썼다.)

(60)에서는 동작의 주체 즉, 사람 “誰(누구)”을 강조한다. (61)에서는 시간
“昨天(어제)”를 강조한다. (62)에서는 동작의 방식 즉, “用毛筆(붓으로)”을 강
조한다.
네 번째, 진술문 끝에 위치하면서 긍정적인 어투를 나타난다. “的”자는
어기 조사로 쓰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3) 這件事, 我知道的.

(이 일은, 내가 아는 일이다.)

다섯 번째, “的”자가 두 개의 같은 종류의 병렬된 단어나 구 뒤에 위치하
면서, ‘등등, 그러한 종류’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는 아래와 같다.
(64) 破銅爛鐵的, 他撿來一大筐.
(그가 못 쓰게 된 쇠붙이 한 광주리를 주웠다.)
(65) 老鄉們沏茶倒水的, 待我們很親熱.
(동향인들은 물을 끓여 차를 우리면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
다.)
여섯 번째,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쓰여 곱하기를 표현한다.
(66) 這間屋子是五米的三米, 合十五平方米.
(이 방은 5미터 곱하기 3미터, 합이 15평방미터이다.)
위에 서술된 “的”자의 용법들은 모두 現代漢語에서의 의미기능과 용법들
이다. 近代漢語에서 “的”자와 “得”자가 겸용되는 양상을『老乞大』네 개 판
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동사, 後助動辭, 補語로 쓰이는 結果補語, 狀態補語,
可能補語, 그리고 結構助辭로 쓰이는 結果補語표지, 狀態補語표지, 可能補
語표지, 動態助辭와 단어 형태소 기능이 있다. 즉, “得”자의 거의 대부분의
문법기능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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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漢語에서 “的”자의 補語표지 기능은 소멸된다. 結構助辭로 쓰이는
“的”자의 용법도 “得”자와 완전히 구분되어 겹치는 부분이 없어진다. 動態
助辭의 경우는 현대에 와서 “的”자나 “得”자로 쓰이지 않고 “了, 着, 過”로
바뀌어 쓰인다.
“的”자가 “得”자의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주로 後助動辭, 結果補
語, 動態助辭, 狀態補語표지 기능이다. 이 논문에서는 『老乞大』 네 개 판
본에서 “得”자의 문법 기능의 역할을 하는 “的”자 구조를 모두 “得”자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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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사로 쓰인 “得”자 구조
『老乞大』의 네 판본은 “得”자 구조의 통시적 문법 변화의 모든 단계들
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연구자료이다. 한 단어가 實辭 혹은 虛辭로서 여러
의미를 가질 때, 공시적 측면에서는 그저 다의 현상으로 파악하게 되겠지
만, 이를 통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단어가 겪은 통시적 변천의 흔적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장부터는 여러 이전 시대에 생겨난 “得”자의 의미기
능을 『老乞大』네 개 판본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老乞大』 네 개 판본
에서 관찰되는 “得”의 의미기능을 문법화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
다.
동사  조동사  補語  動態助辭, 結構助辭(補語표지), 어기 조사, 동
사에서의 構辭形態素
3장부터 8장까지 위 순서에 따라『老乞大』의 네 판본에 나타나는 “得”
자의 구조들을 살펴보고 정리하여 近代漢語에서의 “得”자 사용 양상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近代 시기는 “得”자와 “的”자의 문법적인 기능이 잘 구분되지 않은
시기라서 “的”자가 “得”자의 여러 통사적인 기능과 혼용되었다. 그렇기 때
문에 이 논문에서 “得”자의 문법 기능에 해당하는 “的”자도 “得”자 구조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李泰洙(2003)가
정리한 전자 텍스트의 형식에 따라 『老乞大』의 내용을 616개 구절로 나
누고 이 구절 중에서 “得”자를 포함하는 146개 구절을 분석하겠다. 한 구
절은 질문 하나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서술문의 경
우에는 문장 하나에 해당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先秦시기에는 “得”자가 타동사로 쓰였다. 그
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동사 “得”의 의미나 “得”자 뒤에 붙는 성분이 변화
하기 시작했다. 2장에서 제시된 예문 (1)와 같이 타동사 “得”의 목적어는
원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의 명사, 즉 물건, 사람 등을 지시하는 명사
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동사 “得”의 목적어로 실제적인 의미
를 가지고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仁義”처럼 추상적인 사물을 지시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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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쓰이게 된다.1
시간이 더 지나면 동사로 쓰이는 “得”의 목적어로 단순한 명사뿐 아니라
명사구나 수량구 등 다양한 성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즉 이 시기에는 “得”
자의 문법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미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예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老乞大』에서도 동사로 쓰인 “得”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명사를 목
적어로 취하는 “得”은 물론, 목적어의 종류가 늘어나는 세밀한 변화도 반
영되어 있었다. 『老乞大』네 개 판본에는 동사로 쓰인 “得”자의 목적어로
“橫財(뜻밖의 돈)”와 같은 실질 명사와 “人意(사람의 마음)”와 같은 추상적
인 명사는 물론 “一口(한 입)”이나 “一斗(한 말)”과 같은 수량구도 모두 나
타난다.
동사로 쓰인 “得”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얻다, 취득하다’라는 의미이다.
2. 뒤에 목적어로 명사나 명사구가 나온다.
(1)
俺年時根著漢兒伴當到高唐, 收買些绵絹将到王京賣了, 也覓了些利錢.
『舊老』50
我年時根著漢兒火伴到高唐, 收買些绵絹将到王京賣了, 也覓了些利錢.
『諺解』50
我當年跟著中國人到高唐, 收買些綾絹回到王京賣了, 也得些利錢.
『新釋』50
我當年跟著中國人到高唐, 收買些綿絹廻到王京賣了, 也得些利錢.
『重老』50
(작년에 중국인 동행을 따라 고당(高唐)에 가서, 무명이나 깁 비단을
구입해서 서울로 가져가 팔았는데, 조금은 돈을 벌었소.)
(1)의 에서 동사로 쓰인 “得”자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다. 先秦

1

『論語』述而에서 “求仁而得仁(인의를 구하더니 이의를 얻다)”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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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쓰였던 “得”의 뜻이 이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다. 문법형
식은 “得+NP”이다.
(1)의 에서는 “得”자를 쓰지 않고 “覓(찾을 멱)”자를 쓰고 “覓”자 뒤
에 동작의 완료를 표시하는 動態助辭 “了”를 붙였다. 이러한 구조는 漢代
에서 쓰였던 “取意V+得+O” 형식에서 발전했으리라 생각된다. 先秦의 “得”
자가 동사 뒤에 쓰일 때, 앞의 동사는 주로 ‘얻다’라는 뜻을 지닌 取義動辭
였기 때문에 “得”자의 ‘얻다’라는 뜻이 점차 약화되고 ‘달성하다, 이루어지
다’라는 뜻으로 발전한다. 이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가능성을 지시하고 앞
의 동사 행동의 완료를 표시하는 의미로 전개된다. 이 때는 “得”자가 동사
의 성질을 지니지만 많이 약화된다. 唐代부터 동작의 완료를 지시하는 動
態助辭 “了”가 등장하고 “取意V+得+O” 형식은 “V+得+了+O” 형식으로 발
전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得”과 “了”가 모두 “동작의 완료”를 지시하며
공존한다. 2 그리고 “得”자가 계속 문법화되고 “了”자가 완전히 “得”자를 대
체하게 되어 “得”자의 기능에서 이 구조는 소실된다. 즉, “V+得+O” 구조에
서 진행된 문법화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取意V+得+O  V+得+了+O  V+了+O
즉, 覓得些利錢  覓得了些利錢  覓了些利錢
이런 변화의 결과로 “得”이 없는 “覓了”라는 표현이 (1)의 에 나타났
다고 할 수 있다. 蔣紹愚·曺廣順(2005)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예를 “V+得
+C” 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

『舊老』119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

『諺解』119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

『新釋』119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

『重老』119

(상말에도 ‘말은 밤에 여물을 먹지 않으면 살찌지 않고, 사람은 횡재하
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지 않는가? )

2

Hopper(1991)는 이러한 현상을 층위화(layering)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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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老乞大』의 119번째 구절로, 네 개 판본에서 모두 똑같이 나타난
다. “得”자는 모두 단순히 동사로 나온다. 문법 형식은 부정형 “不得+N”이
다.
예 (1)과 (2)에서 나타나는 “得”자는 모두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의 동
사 “得”이다. 이는 先秦부터 현대까지 계속 쓰고 있는 동사 “得”으로, 문법
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3)
 旣這般的呵, 休則管的戰張.3

『舊老』206

 旣這般的呵, 休只管的纏張.

『諺解』206

 旣是這般, 別只管纏張.

『新釋』206

 旣是這般, 別只管纏張.

『重老』206

(이렇다면, 말다툼은 그만둡시다. )
(3)번 예에서 “的”은 “得”자의 기능으로 쓰이는 동사이다. “的” 뒤에
있는 명사 “纏張”은 “말다툼”이라는 뜻이며 명사로 쓰인다. 문법형식은 “得
+N”이다. 예에서의 “纏張”은 동사로 쓰이므로 앞에 동사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이 예문에서의 “戰張”과 “纏張”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자형으
로 나타난다.
(4)
官人每前面出不得氣力行呵, 一日也做不得人有.

『舊老』486

管人們前面出不得氣力行時, 一日也做不得人.

『諺解』486

若在人前摠不肯出力, 便到處不得人意, 還想要誰喜歡他呢?
『新釋』486
若在人前摠不肯出力, 便到處不得人意, 還想要誰喜歡他呢?
『重老』486
(벼슬아치 앞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제대로 된 삶을 영위
할 수가 없는 법이다.)
(4)에서의 “得”자는 예에서 동사로 쓰이고 뒤에 ‘(사람의) 의지, 생각,
3

여기에서 “纏張”은 주인과 나그네 사이의 설전을 말한다(정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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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 마음’ 등을 표현하는 추상명사 “人意”가 붙는다. 문법 형식은 부정형
식 “不得+N”이다. 예의 “得”자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得”자가 동
사기능이 아닌 可能補語 기능을 한다. “做不得人(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예 (1)과 (2)의 “得”자는 동사로 쓰이지만 예 (3), (4)에서의 “得”자 뒤의
성분들과 비교해 보면 변화를 보인다. 예 (1), (2)에서는 “得”자 뒤에 모두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나타나는데, 예 (3), (4)의 동사
“得”(예) 뒤에는 추상적인 명사가 나타난다. 추상적인 명사가 “得”자 뒤
에 붙게 된 시기는 春秋戰國 4 시대였다(匡存玖 2008). 이러한 변화는 先秦
시기에 나타나는 “得”자의 문법화의 초기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5)
大家得些睡呵, 明日不渴睡.

『舊老』225

大家得些睡时, 明日不渴睡.

『諺解』225

大家安息安息, 明日好不渴睡.

『新釋』225

大家安息安息, 明日好不渴睡.

『重老』225

(다들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내일은 졸리지 않겠지.)
(5)번 예의 에서 “得”자 뒤에 수량을 표현하는 양사 “些(조금)”와 명
사 ‘수면, 잠’을 뜻하는 “睡”자가 나오는데, 이는 ‘수면을 얻다’라는 뜻이다.
문법 형식은 “得+N”이다. 여기에서 “得”자가 동사로 쓰이지만 본래의 의미
인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 뿐만아니라 ‘할 수 있다(能夠)’는 뜻도 내포한
다. 이러한 의미적인 변화도 “得”자 문법화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문
법형식은 “得+NP”이다. 예문 는 문법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現代
漢語에 가까운 표현으로 서술한 것이다. “得”자 대신에 ‘편히 쉬다, 안식하
다’를 뜻하는 동사 “安息”을 두 번 반복해서 쓴다.
(6)

4

如今根著官人把馬, 且得衣飯行有.

『舊老』532

如今根著官人拿馬, 且得暖衣飽飯.

『諺解』532

如今跟着別人拿馬, 但求得暖衣飽飯變勾了.

『新釋』532

기원전 770년~기원전 221년. 東周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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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今跟着別人拿馬, 但求得暖衣飽飯.

『重老』532

(이제 와서는 벼슬아치를 따라가 마부가 되어, 겨우 밥과 옷을 얻을 수
있는 꼬락서니가 되고 만 것이다.)
예의 후행 절에서는 “得”자가 동사로 쓰이고 뒤에 “暖衣飽飯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밥을 배부르게 먹다)”이라는 수식구가 붙는다. “得”자 앞의
“且”자는 앞의 절과 뒤의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呂叔湘(1999)에 따
르면 “得”자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에 더해 ‘할 수 있다’라는 뜻까지 포
괄한다. 앞의 예(5)과 같다. 문법형식은 “得+NP”이다. 예   에서는 동사
“得”을 대신해 복합어 “求得(얻기를 구하다)”이 쓰인다. 이러한 복합어들은
兩漢시기의 “V+得+O” 형식에서 발전해온 것이다. 처음에 “得”자는 取義動
辭 뒤에 쓰이지만 점차 문법화가 심화되면서 非取義動辭 뒤에 쓰이게 된다.
이때 “得”자는 ‘얻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동작의 실현과 결과
만을 지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得”은 앞의 非取義動辭와 더 긴밀하게 결
합되어 하나의 복합어를 이루는 複音化 현상을 보인다. 兩漢시기에는 “V+
得+O” 구조에서 V와 “得”이 같이 쓰이게 되고 漢語 語彙의 複音化 경향이
나타난다(石毓智 2002). V와 “得”자의 複音化 현상은 사실상 동사와 동사의
결과의 결합이고, 즉 漢語에서의 動補結構에 해당한다. 이는 漢語史에서 최
초로 등장한 動補結構이다. “得”자가 補語로 쓰인 복합어들이 先秦의 단음
절 동사를 대체하는 경향도 보인다. 馬慧(2003)에 따르면 이러한 복합어 구
조는 唐代에 완전히 정착된다.
(5)번의 와 (6)번의 에 나타나는 “得”자는 先秦시기에 의미적인
파생이 일어나는 문법화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6)번의 는
兩漢시기의 “V+得+O” 구조에서 동사와 뒤에 붙는 “得”의 복음화 초기 과
정을 보여준다. 이는 “得”자 문법화의 두 번째 단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8장에서 동사 뒤의 “得”자가 복합어로 쓰이는 용법을 분석하면서 더 자세
히 서술하겠다.
(7)
飢時得一口, 强如飽時得一斗.

『舊老』171

飢時得一口, 强如飽時得一斗.

『諺解』171

飢時一口, 强如飽時得一斗.

『新釋』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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飢時得一口, 强如飽時得一斗.

『重老』171

(굶었을 때의 한 입이 배부를 때의 한 말보다 낫다. )
(7)의 네 구절 중 『新釋』에 나타나는 구절의 선행절에는 “得”자를 쓰
지 않지만, 다른 세 구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에는 모두 “得”자가 쓰인다. 전
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장에서는 “得”자를 쓰지 않아도 의미와 문법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得”자의 문법 형식은 “得+NumP”이다. 5
NumP는 명사성질의 단어를 수식하는 名量辭다. 6 여기에서 “得”자 뒤의 성
분은 복잡해진다.
(8)
我沿路來時, 好生多得他濟.

『舊老』326

我沿路來時, 好生多得他濟.

『諺解』326

我一路上多虧得他幫助.

『新釋』326

我一路上多虧得他幫助.

『重老』326

(오는 길에 식사나 말들의 먹이, 그리고 묵는 곳까지 다 이 형님이 수
고를 해주셨네.)
(8)의 에서는 동사로 쓰이는 “得”자 뒤에 “他濟(그의 도움)”이라는 주
술명사구가 붙는다. 문법 형식은 “得+NP”이고, 뒤에 붙는 성분이 최초의
동사 “得”의 경우보다 복잡해진다. 에서는 “得”이 아니라 ‘다행히, 덕분
에’라는 뜻의 복합동사 “虧得”을 쓴다. “虧得” 뒤에는 “他濟(그의 도움)”과
같은 뜻의 現代漢語 표현인 “他幫助”을 쓴다. “得”자가 복합어에서의 의존
형태소로 쓰이는 양상은 (6)의 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得”자가 어휘적
인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는 단계로, 8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7)과 (8)의 에서는 모두 동사 “得”이 나타나지만 “得”자 뒤의 성분은
先秦시대에 쓰인 동사 “得”의 경우보다 더욱 풍부하고 복잡해진다. 이러한

5
6

NumP는 수량사나 수량구를 가리킨다.
名量辭는 중국어에서 양사 역할에 해당하는 명사를 가리킨다. 이러한 양사 중에 자주 사
용하는 것도 수 백개가 있다. 예를 들어, 筆(펜)은 명사인데 名量辭로 쓰일 때에 “存款(예
금)”의 양을 가리킬 수 있다. 즉 “一筆存款”과 같은 표현에서 “筆”의 용법이다. 또한 “餐
(식사)”은 보통 명사로 사용하지만 “飯(밥)”의 양사로 사용하기도 한다. (78)번에서 “斗”는
명사로 음식 용기를 가리키지만 예문에서는 음식의 양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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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도 “得”자의 문법화가 일어나기 전의 준비 단계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得”자의 8가지 예를 보면 모두 동사로 쓰이지만 미세
하게 차이점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순수한 동사로 쓰이는 “得”자의 예는
(1)와 (2)이다. 이는 先秦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된 용법이다. (3), (4)는 (1),
(2)과 달리 “得”자 뒤에 있는 명사들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명사에서 추
상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명사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문
법화가 일어나기 전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5), (6)은 “得”자의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파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이후 “得”자가 可能補語로 쓰이는 단계의 의미적인 준비 단계로 분
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에서는 “得” 뒤에 나오는 성분도 복잡해진다.
예(7), (8)에서는 “得” 뒤의 성분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것을 보여준
다. 8개의 예 중에서 (6)과 (8)의 번 구문은 “得”자가 동사로 쓰이는 사
례이지만 번 구문에는 “得”자가 훨씬 문법화된 단계, 즉 의존 형태소로
서의 “得”이 반영 된 사례이다. 이 둘의 차이는 『老乞大』의 선대와 후대
판본의 시기적 차이를 보여준다. 다른 예들에서는 “得”자의 문법화가 아니
라 다른 표현이나 언어형식을 통해 선대 판본과 후대 판본의 시기적 차이
가 나타난다. 동사로 쓰이는 “得”자의 문법적인 형식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판본
『舊老』

『諺解』

『新釋』

『重老』

문법형식
得+N
得+NP
得+NumP
不得+N
得+N
得+NP
得+NumP
不得+N
不得+N
得+NP
得+NumP
不得+N
得+NP
得+N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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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수
1
3
2
2
1
3
2
2
3
1
1
3
1
2

총 용례수

8

8

5

6

총 출현 회수

27

[표 4] 동사로 쓰인 “得”의 사용 양상
문법적인 형식에는 긍정형식으로 “得+N”, “得+NP”, “得+NumP” 구조가 있
고 부정형식으로 “不得+N” 구조가 있다.
“的”자가 “得” 대신 동사로 쓰인 예가 (3)의 『舊老』와 『諺解』에서 각
각 1번 나타난다.
위의 표를 보면 “得”자 뒤에 단순히 명사를 쓰는 “得+N” 구조가 『 古
老』와 『諺解』에 한 번씩 출현하는데, 후대 두 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得”자 뒤에 단순하게 명사 하나를 붙이는 경우는 元代 明代
의 漢語에서 많이 줄어들어 개별적으로만 쓰였으며 淸代에는 거의 사라졌
음을 알 수 있다. 부정형식 “不得+N” 형식은 現代漢語에서의 용법과 같으
며 대부분 고전적인 사자성어나 속담에 나타난다. “得+NP”와 “得+NumP”의
형식은 淸代보다 元代와 明代 시기에 더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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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동사로 쓰인 “得”자 구조
조동사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문장 주요 동사의 앞이나 뒤에
위치하면서 보조적 기능을 한다. 呂叔湘(1992)는 고대에 “得”이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 용법은 現代漢語에서도 쓰이고 있다.
“得”이 조동사로 쓰이게 되는 시기는 보통 先秦부터라고 여겨진다. 楊樹達
(1992)는 “고대 한어에서 조동사 ‘得’이 문장에서 쓰이는 위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사 앞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 뒤이다. 문법 형식에서 긍정형
은 “得+V, 不得+V”이고, 부정형은 “V+得, V+不得”이다. 두 종류의 조동사
는 모두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匡存久 2008). 고대 한어 분야 연구에서는 이를 前助動辭와 後助動辭라고
부른다. 이러한 “得” 조동사들은 주로 주관적인 가능성이나 객관적인 허락
을 지시한다. 前助動辭와 後助動辭는 모두 現代漢語에서 쓰이고 있다. 특히
後助動辭 “得”은 現代漢語에서는 補語성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 老乞
大』의 네 개 판본에도 前조동사 “得/不得”과 後助動辭 “得/不得”의 용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조동사류를 발생 순서에 따라 분석하
도록 하겠다.

4.1 前助動辭로 쓰인 “得/不得” 구조
前助動辭는 先秦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先秦助動辭라고 부르
기도 한다. 동사에서 조동사로 虛辭化되는 단계는 “得”의 문법화 과정에서
의 첫 단계이자 아주 중요한 단계였다. 의미적으로는 ‘얻다, 획득하다’에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주로 뒤에 있는 행동의 가능
성을 나타낸다. 馬建忠(1983), 劉利(1998), 馬慧(2003)의 견해를 참조하여 前
助動辭의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前조동사 “得/不得”은 다른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뒤의 동사와 같이
문장에서의 술어 성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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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得”이 있는 문장의 문법형식이나 의미관계에서 “得”이 명제(proposition)1 성분
이 아닐 경우는 모두 前조동사로 쓰인 것이다.
3. 呂叔湘(2005)에 따라 “得”이 現代漢語에서의 前助動辭 “得[děi]”의 기능
으로 쓰는 경우에 前助動辭다.
(1)
通滚筭著, 除了牙稅缴計外, 也覓了加五利錢.

『舊老』52

通滚筭着, 除了牙稅缴計外, 也尋了加五利錢.

『諺解』52

通共筭來, 除了牙稅腳價之外, 也可得加五的利錢.

『新釋』52

通共計來, 除了牙稅腳錢之外, 也可得加五的利錢.

『重老』52

(이것을 전부 다 계산하면 중개료와 세금을 결산하고도 오할(五割)의2
돈이 이익으로 남습니다.)
(1)번 예의 번과 번에서의 “得”은 前助動辭며, ‘객관적 가능성’을 뜻한
다. 여기서 “得”의 앞에 있는 “可”는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뜻의 조동
사이다. “可”와 “得” 두 개의 조동사를 붙여서 같이 쓰는 이러한 경우는 조
동사 성질의 구조이다. 이처럼 같은 기능을 갖는 단어를 붙여서 쓰는 현상
을 ‘同義幷存’이라고 3 한다. 馬慧(2003)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同義幷存은 언어의 발전 규율 중의 하나이다. 조동사 “得”이
처음 등장했던 先秦시기에는 조동사로서의 의미가 아직 약해서 조동사로서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도태를 피하기 위해 그 당시 비슷한 의미
를 가지고 있었고 더 안정적으로 쓰이던 “可”, “能” 등의 조동사와 결합하
여 쓰인 것이다. 즉 더 의미가 강하고 안정적인 조동사에 의지해 사용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得”이 동사에서 조동사로 문법화 과정을 겪는 과도단
계를 보여준다. 李英哲·盧卓群(1997)에 따르면 “得”뿐만 아니라 “要(요구
하다)”도 문법화 과정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得”의 뒤에 있는 성분은 동사 “加(더하다)”이다. “加五的利錢”은 현대 말
로 해석하면 ‘오십 퍼센트의 이익을 더한다’이다. 이 구조에서 “的”은 “得”
1
2

3

문장에서 삭제할 수 없는 주어와 술어를 지시한다.
원문 ‘加五’는 5할의 증가, 즉 배의 이익을 말한다. 10分을 밑천으로 5分의 이익을 올리면
10分 이외에 5分이 더해지는 계산이 되어 ‘가오(加五)’라고 한 것이다(정광 2005).
同義幷存은 같은 의미, 같은 문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음절 단어를 붙여서 병렬
관계로 쓰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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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定語(관형어)와 4 중심어를 이어주는 관형어
표지로 쓰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得”의 문법 형식은 “可+得+VP”이다. 예
문 에서의 동사 “覓”과 “尋”는 모두 ‘찾다, 얻다’라는 뜻이다. 이 두 동
사의 뒤에는 動態助辭 “了”가 붙는다. 이러한 현상은 3장의 예문 (1)과 같
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서술하지 않겠다.
(2)
這般壹箇帽子, 結裏二十錠鈔. 這般笠子, 通結裏三十錠鈔有.
『舊老』519
這一箇帽子, 結裏四兩銀子. 這一箇帽子, 通結裏三兩銀子.
『諺解』519
這一个帽子, 须得四兩銀子. 這一个帽子须得三兩銀子.
『新釋』519
這一箇帽子, 使用四兩銀子. 這一箇帽子, 使用三兩銀子.
『重老』519
(이러한 모자 하나를 만드는 데 돈이 이십 정이나 든다. 이러한 삿갓을
만드는 데 돈이 삼십 정이나 든다. )
(2)의 에서는 “得”이 두 번 쓰이는데 두 번 모두 조동사 “須(필요로 하
다)” 뒤에 위치한다. 앞에서 본 (1)의 , 와 마찬가지로 “得” 앞에 비슷한
기능의 다른 조동사를 하나 더 붙여서 쓰는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서 “得”
은 現代漢語에서의 前조동사 “得[těi]”이고 “필요성에 대한 추측”을 나타난
다. 이러한 조동사 “得”은 직접 명사성 성분 앞에 쓸 수 있다. 現代漢語에
서 “可”나 “須”와 같은 조동사는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서로 경
쟁하는 과정에서 약화되거나 도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現代漢語에서는 오
히려 “得”이 살아남아 종종 단독적으로 조동사 역할을 한다.
또한 (2)의 에서는 “得”이 “須+得+NumP” 구조에 나온다.  에서는
“通結裏(모두 계산하면)”를 쓰고 에서는 “使用(사용하다)”를 썼다.

4

定語는 중국어에서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을 설명하고 수식해 주는 품사이며 보통 형용사,
수사, 명사 등이 해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定語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 사
이에 “的”자가 삽입된다. 예를 들어, “暖和的天氣(포근한 날씨)”와 같은 문장에서 “暖和”는
定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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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這帖落是不喫水怎生得倒?

『舊老』132

這洒子是不沉水怎生得倒?

『諺解』132

這灑子是不沉水的, 怎麽得满盛了水了呢?

『新釋』132

這洒子是不沉水的, 怎麽得满盛了水了呢?

『重老』132

(이 두레박이 전혀 물에 들어가지 않네. 어찌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3)번의 에서 “得” 뒤에 있는 “倒”자는 呂叔湘(2005)에 따르면 “上下
顚倒(뒤집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여기서는 “得”이 동사 앞에서 ‘객관적으
로 가능하다’라는 뜻의 조동사로 쓰였다. 문법형식은 “得+V”이다.
(3)의 에서 “得”은 조동사 기능을 하며 뒤에 동사구가 붙는다. 문법
형식은 “得+VP”이다. 여기에서 “得”의 뒤에 붙은 동사구는 現代漢語의 동
사+補語 어순과는 다르다. 여기에서 동사는 “盛(담다)”이고, 그 행동에 대
해 보충 설명을 하는 補語는 “滿(가득 차다)”이다. 現代漢語 어순으로 하면
“盛滿”으로, 예문과는 순서가 반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몽고어의 영향을 받
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는 先秦시기에 쓰는 조동사 “得”과 같은 형식인 반면, 의 문법형
식은 元代의 시기적인 산물이었다.
(4)
官司排門粉壁, 不得安下面生歹人.

『舊老』188

官司排門粉壁, 不得安下面生歹人.

『諺解』188

近來官司排門稽查, 都不敢留面生人住宿.

『新釋』188

近來官司排門稽查, 都不敢留面生人住宿.

『重老』188

(관아에서 집집마다 벽을 하얗게 칠하고 쓰기를 ‘낯선 범죄자를 묵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번의 에서 “得”은 부정형식 “不得”으로 쓰여서 동사 “安(묵다)” 앞
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安” 뒤에 있는 “下”는 “安”의 結
果補語이다. ‘허락하다’라는 뜻의 “得”의 용법은 現代漢語 공문에서 유지되
고 있다. 문법형식은 “不得+VP”이다. 예에서는 허락을 나타나는 “不得”
를 쓰지 않고 ‘감히…하지 못하다’라는 뜻의 부사어 “不”와 조동사 “敢”을
57

쓰고 있다. 그리고 “不敢” 뒤에 “安”과 같은 뜻인 동사 “留(묵게 하다)”를
썼다. 와 는 의미적으로 조금 다르다. 는 관청의 입장에서 말한
것인(“관청은 낯선 사람이 묵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 는 화자
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나는 낯선 사람을 감히 묵게 하지 않는다”).
(5)
如今官司好生嚴, 省會人家, 不得安下面生歹人.

『舊老』197

如今官司好生嚴謹, 省會人家, 不得安下面生歹人.

『諺解』197

如今官府稽查好生嚴謹, 省事人家, 不敢住下面生人.『新釋』197
如今官府稽查好生嚴謹, 省會人家, 不叫住下面生人.『重老』197
(지금 관아에서는 가장 엄중하게 알리기를 낯선 외인을 묵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예문도 (4)와 마찬가지이다. 에서 “不得”은 관청이 허락하지 않음
을 나타내고, 문법형식은 “不得+VP”이다. 예에서는 “敢(감히…못하다)”와
동사 “住(숙박하다)”가 같이 쓰여 ‘감히 숙박하게 해주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에서는 “不敢”대신에 “不叫(허락하지 않다)”를 썼다. 관청의 의사
를 전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得”을 前助動辭로 쓰는 용법은 “得” 문법화의 첫 번째 단계였으며 春秋
戰國시기에 쓰이기 시작했고 現代漢語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법
은 어떤 동작의 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지시한다. 또한 어떤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행동을 할 가능성을 표현한다. (1)과 (2)는 조동사
“得”이 초기에 다른 조동사와 같이 쓰이던 양상을 반영한다. (3)의 와
같은 경우는 先秦시기에 썼던 조동사 “得”과 같은 용법으로 쓴 것이고
에서 “得” 뒤에 있는 동사구는 元代 특유의 표현인 것으로 추정된다.
(4)과 (5)에 나타나는 조동사 “得”은 부정 형식으로, “허락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老乞大』에서 前助動辭로 쓰이는 “得”은 5개의 예가 있다. 긍정
형식은 “得+V, 得+VP, 得+NumP”이고 부정형식은 “不得+VP”이다. 각 문법
형식들의 출현 횟수는 [표 5]와 같다.
판본
『舊老』

문법형식

용례 수

得+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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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용례수
3

『諺解』

『新釋』

『重老』

不得+VP

2

得+V

1

不得+VP

2

可+得+VP

1

得+VP

1

須+得+NumP

2

可+得+VP

1

得+VP

1

충 출현 회수

3

4

2

12

[표 5] 前助動辭로 쓰인 “得”의 사용 양상
네 개 판본에서 조동사 “得”이 쓰인 예문은 5개뿐이다. 그 중에서 부정
형식은 『舊老』와 『諺解』에서만 나온다. 現代漢語와 마찬가지로 공식적
문서에 등장한다. 淸代 판본인 『新釋』과 『重老』에서는 “得+VP”의 긍정
형식이 각각 2번씩 나오고 “得”이 동사 앞에 쓰는 경우는 없었다. 『 新
釋』에만 나타나는 “須+得+NumP” 형식의 得은 다른 前助動辭 “得”과 다른
것으로, 現代漢語에서 “필요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추
측”을 나타내는 “得[děi]”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동사 “得”은 고대문서에서
용례를 찾을 수 없고 발음이 元代 “得”의 擬音[təi]와 비슷하기 때문에 元
代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現代漢語에서 이러한 前助動辭 “得”은 동사
나 명사 앞에 다 붙을 수 있다.
그리고 “得”의 前助動辭 기능에 해당하는 “的”의 사용례는 없다.

4.2 後助動辭로 쓰인 “得” 구조
後助動辭로 “得”이 쓰일 때에는, 동사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補語 성분
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後助動辭 “得”과 補語로 쓰는
“得”을 나누어서 분석할 것이다.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得”
의 문법화 단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생 순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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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後助動辭 “不得”의 예문을 먼저 분석하고 이후 後助動辭 “得”의 예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後助動辭 “不得”은 兩漢시기에 발생하고, 後助動辭
“得”은 “不得”보다 늦은 南北朝시기에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V+得” 구조
에서 나오는 “得”에 대해 분석하고 “V+得+O” 형식에 나타나는 “得”은 補
語 “得”으로 간주하여 5장 ‘述補結構에서 補語로 쓰는 “得” 구조’에서 언급
하겠다.
“得”의 발전 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양자를 분리해서 서술하
지만 後助動辭 “得”의 의미는 주로 행동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
에 可能補語 “得”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겠다. 중국어학에서 近代漢語의
可能補語는 주로 語境(문맥)을 통해 판정한다. 劉子瑜(2002)에 따르면 述補
結構에서 可能補語는 未然語境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종종 가능을 표현하
는 조동사(能, 可, 會, 須등)와 함께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余志鴻(1999)은 고대漢語의 많은 가정문에 가정문맥을 표시하는 접속어
가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若, 如, 當, 似, 假使” 등이다. 또한 元代
언어에서는 가정문의 후치 표지인 “時”가5 자주 나온다고 지적했다. 林新平
(2006)은 의문부사 “怎, 爭” 등과 양보접속사(concessive conjunction) “縱, 雖,
雖然” 등이 나타나면 可能補語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劉靜
(2008)은 劉子瑜(2008)와 余志鴻(1999)에서 언급한 판단기준을 취하여 可能
補語 “得”을 판단했다. 또한 呂叔湘(2005)에서 조동사 “得”을 정의한 내용
역시 참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後助動辭 “得”
과 可能補語 “得”을 판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老乞大』에서 ‘주관적 가능
성’이나 ‘객관적 허락’을 표현하면서 “V+得” 구조에서 나타나는 “得”을 後
助動辭로 분석하겠다.
1. 後助動辭 “得/不得”은 추측, 가정, 의문의 未然語境에 나타난다.
2.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들, 가정문표지, 의문문표지, 추측하는 언어표
지, 양보접속사가 “得/不得”과 함께 나온다.

5

“時”는 현대 漢語에서의 “的話”와 같다. 즉, ‘…한다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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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後助動辭 “不得”
우선 後助動辭 “得”보다 더 일찍 등장한 “不得”의 예를 살펴보자.
(6)
似你這般定價錢, 就是高麗田地裏也買不得.

『舊老』352

似你這般定價錢, 就是高麗地面裏也買不得.

『諺解』352

似你這定的價錢, 就是朝鲜本地方也買不來.

『新釋』352

似你這定的價錢, 就是本地方也買不來.

『重老』352

(당신처럼 그렇게 값을 매기면 고려 땅에 가서도 살 수 없어요.)
(6)의 예에서 “買(사다)” 뒤에 붙은 “不得”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
미를 가진다. 전체 문맥을 보면 문장 맨 앞에 “似”라는 가정적인 표지가
있는데, 화자가 고려 땅에서의 가격을 모르고 ‘살 수 없다고’ 추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문맥은 추측하는 未然語境이다. 따라서 “不
得”은 ‘가격이 너무 낮아서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한다.
문법형식은 “V+不得”이다. 에서의 “買不來(사지 못하다)”라는 “V+不+C”
구조는 “V+C” 구조 “買來(사 오다)”의 부정형식이다. “來”는 補語이다.
(7)
牙人道: 伴當每, 恁底似的休多索, 恁兩個枉了成合不得. 『舊老』347
牙人道: 客人們, 你不要十分多討, 你兩個枉自成不得.

『諺解』347

牙子你說罷. 客人們, 你別狠多要罷, 也是枉然.

『新釋』347

牙子你說罷. 客人們, 你多要也是枉然.

『重老』347

(중개인이 말한다. 이보시오. 손님들, 당신은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
는 게 아닙니다. 두 분 모두 헛수고를 하는 것이고 상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7)의 예에서 “不得”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예에서
동사 “成合(될 수 없다)”과 에서의 “成”은 모두 매매의 성립에 관한 것이
다. 이러한 용법은 現代漢語에서는 찾을 수 없다. 문맥을 살펴보면 추측하
는 語境이다. 따라서 문법형식은 “V+不得”이다. 예에서는 동사와 補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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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전혀 쓰지 않고 형용사 “枉然(헛수고이다. 보람없다)”을 쓰고 있다.
現代漢語의 “是(…이다)”구문에서는 “是” 뒤에 형용사와 명사가 오기 때문
에 “是枉然”은 “헛수고이다”라는 뜻이다.
(8)
這橋梁, 橋柱比在前哏牢壯, 阿的涯十年也壞不得.

『舊老』150

這橋梁, 橋柱比在前忒牢壯, 這的捱十年也壞不得.

『諺解』150

這橋梁, 橋柱也比在前收拾的牢壯, 再過十幾年也不能壞的. 『新釋』150
這橋梁, 橋柱也比在前更牢壯, 再過十幾年也不壞了.

『重老』150

(이 다리 들보와 다리 기둥도 예전보다 훨씬 튼튼하게 되었네. 이러면
10년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로세.)
(8)의 예에서 “得”은 “V+不得” 구조에서 나타나는데, 앞의 동사는
“壞(상하게 하다, 무너지다)”이다. 즉 ‘무너질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
측하는 문맥이다. 예에서는 “V+不得” 구조를 쓰지 않고 後助動辭 “得”기
능에 해당하는 “的”을 썼다. 그리고 부정적인 조동사 “不能(할 수 없다)”을
앞에 쓰는 방식으로 부정의 뜻을 나타냈다. 예는 “得”을 쓰지 않고 더 간
략하게 “了”를 썼다.
(9)
這裏到夏店演裏還有十裏來地, 到不得也.

『舊老』184

這裏到夏店還有十裏來地, 到不得也.

『諺解』184

這裏到夏店還有十里來地, 若到不去, 就往路北那人家尋箇睡覺處罷.
『新釋』184
這裏到夏店還有十裏來地, 到不得了.

『重老』184

(여기서 하점까지는 아직 10리 이상이 남았으니 거기에 도착하기는 어
렵겠소.)
(9)의 예에서는 모두 부정형식 “V+不得” 구조를 쓰고 있다. 동사 “到
(도착하다)”은 ‘…에 도착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로, 역시 추측하는 문
맥이다. 예에서는 後助動辭 “不得” 대신에 행동의 방향을 지시하는 趨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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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語 “去(가다)”를 썼다. 그리고 앞에 있는 “若”은 가정을 표시하는 언어표
지이다.
(10)
也一般賣了.

『舊老』569

也一般賣了.

『諺解』569

小不得他一般都賣了.

『新釋』569

少不得他一般都賣了.

『重老』569

(좁아서 무엇이 문제가 되오? 모두 똑같이 잘 팔릴 것이오.)
(10)의 예에서는 “得”이 “V+不得”구조에서 나타난다. 형용사는 “小
(작다)/少(모자라다)”이다. 여기에서 “小”와 “少”는 같은 의미로 쓰였으므로,
“小”도 동사로 이해할 수 있다. 나중에 잘 팔릴 경우에 대한 추측의 의미
를 갖는다.
위의 예문 (6)번에서 (10)번까지는 모두 추측하는 문맥에서 나타나는 後
助動辭 “不得”의 용법이다. 아래 세 예문은 의문 문맥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
(11)
衆親眷街坊老的們勸說: 你爲什麽省不得, 執迷著心?

『舊老』507

衆親眷街坊老的每, 莊院老的每勸道:你爲什麽省不得, 執迷著心?
『諺解』507
衆親眷街坊有老成的勸他說: 你为甚麽不知世務, 執迷著心?
『新釋』507
衆親眷街坊有老成的都勸他說: 你为甚麽不知世務, 執迷著心?
『重老』507
(친척들이나 동네 노인들, 시골 노인들이 충고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깨닫지 못하고 눈이 뒤집혀 마음을 잃었는가?” 라고 한다.)
(11)의 예번에서 “不得” 앞의 동사 “省”은 ‘각성하다, 깨닫다’라는 뜻
이고 “省不得”은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後助動辭 “不得”은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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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즉, 未然語境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예에서 다른 표현인
“不知世務(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라는 구절을 썼다.
(12)
你這般大人家, 量俺兩三箇客人, 恰便6 下不得那?

『舊老』187

你這般大人家, 量我兩三箇客人, 却怎麽說下不得?

『諺解』187

你這般大人家, 量我兩三箇人, 却怎麽說房窄下不得呢?

『新釋』187

你這般大人家, 量我兩三箇客人, 却怎麽說房子窄下不得? 『重老』187
(당신네의 이렇게 큰 집에서 기껏 우리 두세 나그네들을 어찌 묵을 수
없다고 하십니까?)
(12)번의 네 구절에서는 똑같이 “V+不得” 구조가 쓰이고 있다. 동사는
“下(묵다)”이고, 가능성을 나타내는 ‘묵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의
문문 문맥에서 나타나므로 未然語境이다.
(13)
你這月盡頭, 到的大都那到都7得?

『舊老』6

你這月盡頭到的北京麽到不得?

『諺解』6

你這箇月底能到北京麽到不得呢?

『新釋』6

你這箇月底能到北京麽到不得?

『重老』6

(당신들, 이달 말에는 대도에 도착할 수 있겠소?)
(13)의 예에서 “的”은 “V+得+O”, “V+不得”과 연속적으로 쓰이는 문법
형식에서 나타난다. “不得”은 “가능”을 지시하는 後助動辭고, 뒤의 목적어
“大都(대도)”는 생략되었다. 동사는 “到(도착하다)”이다. 예에서의 “大都
(원나라 때 수도 명칭)”는 예에서 現代漢語와 같이 “北京”으로 나온
다. “북경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뜻이다. 예는 “V+得+O, V+
不得+O”에서의 “V+得+O (到得北京)”를 쓰지 않고 “能到北京(북경에 도착할
수 있어)”을 썼다. “能(가능하다, 할 수 있다)”은 바로 가능성이 나타나는

6

7

恰便은 ‘마침, 좋게’의 뜻이 있다. 여기에서는 역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넓은 집에 두세
사람을 묵게 할 수 없는 좋은 이유라도 있는가’라고 비꼬아 말하는 어감이 있다(정광 200
4).
李泰洙(2000)는 “여기에서 ‘都’자는 ‘不’자의 오자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64

조동사이다. 이 예문도 의문문 문맥인 未然語境이다. 예문 (11)에서 (13)까
지는 모두 의문문 문맥에서 나오는 예이다.
(14)
買主恁不著價錢, 也買不得, 賣主多指望價錢, 也賣不得.

『舊老』356

買主你不著價錢, 也買不得, 賣主多指望價錢, 也賣不得.

『諺解』356

買主若不添些, 也買不了去, 賣主多要争價錢, 也不能賣去. 『新釋』356
買主若不添些, 也買不了去, 賣主多指望價錢, 也不能賣去. 『重老』356
(사는 쪽은 값을 올리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고, 파는 쪽은 너무 많이
바라도 팔지 못합니다.)
(14)의 예문는 後助動辭 “不得”을 쓴 것이다. “買와 賣”는 ‘사다’와
‘팔다’라는 뜻이다. 전체 문맥을 보면 사실이 아니고 가정하는 未然語境이
다. 예에서는 “買不了”와 “不能賣”를 썼는데 모두 ‘살 수 없음’을 뜻하
지만 “買不了”는 “買得了”의 부정형이고 “了”는 現代漢語에서 가능補語로
쓰인다. “不能賣”에서는 補語를 쓰지 않고 가능을 표현하는 조동사 “能”을
썼다. “買不了去”는 ‘사 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문에서는 現代漢
語와 달리 可能補語 “了” 뒤에 행동의 방향을 지시하는 趨向補語 “去”를
썼다. 이러한 용법은 現代漢語 방언에서 유지되고 있다.
(15)
似這般價錢, 其實著落不得.

『舊老』349

似這般價錢, 其實賣不得.

『諺解』349

似這價錢, 實在賣不得.

『新釋』349

似這般價錢, 實在賣不得.

『重老』349

(그런 값을 매길 것 같으면 절대로 팔릴 리가 없습니다.)
(15)의 예에서 補語 “得”이 똑같이 “V+不得” 구조로 나타난다. 동
사는 “賣(팔다)”이고 ‘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 『舊老』에서만
동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팔다’라는 동사 대신 쌍음절 동사 “着落”을8 썼
8

표면적 의미는 ‘적절하게 놓아 두다’인데 여기서 著落不得의 著落은 결판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매매의 성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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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着落”은 現代漢語에서 명사로만 쓰이는데 원나라 때는 동사로 쓰이기
도 했다. 문장 맨 앞에 있는 “似”는 가정의 표지이다.
(16)
添不得, 肯時肯, 不肯時罷.

『舊老』399

添不得, 肯時肯, 不肯時罷.

『諺解』399

添不得, 肯賣不肯賣, 慿你罷.
『新釋』399
添不得, 肯賣不肯賣, 慿你罷.
『重老』399
(더 줄 수 없습니다, 받으면 좋고 안 그러면 그만두시오.)
여기에서의 네 구절에서는 모두 “得”이 “V+不得” 구조에 나오고 동사는
“添(더하다, 증가하다)”라는 행동의 가능성을 나타난다. 즉, ‘증가할 가능성
이 없다’라는 뜻이다. 예에 “時”가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문맥을 가리키
는 표지이다.
(17)
依的俺時, 成交；依不得時, 俺不賣.

『舊老』560

銀子依的我時, 就成交；依不得我時, 我不賣.

『諺解』560

銀子依着我, 就成交; 若不依我, 我是不賣.

『新釋』560

銀子依着我, 就成交; 若不依我, 我是不賣.

『重老』560

(내 말을 들어준다면 흥정이 이루어지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팔지 않을 것이다.)
(17)에서는 의 후행절에서만 後助動辭 “不得”을 썼다. 앞의 동사 “依(의
거하다)”와 함께 해석하면 ‘내 의지를 따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不
得” 뒤에 있는 “時”는 ‘…하면, …할 때’라는 조건을 나타낸다.
번의 후행절의 “依不得我”에서는 “我(나)”라는 목적어가 나온다. 이러
한 “V+得+O” 구조에 나타나는 “得”은 補語 종류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위의 네 예문들은 모두 가정적인 문맥인 未然語境에서 나타난다.
(18)
舡投水裏出來, 旱地裏行不得, 車子載著有；車子水裏去呵, 水裏行不得,
舡裏載著有.一個手打呵, 響不得有, 一個腳行呵, 去不得有.『舊老』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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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是從水裏出, 旱地裏行不得, 须要車子載著；車子水裏去時, 水裏行不
得, 須用船裏載著.一個手打時響不得, 一個腳行時去不得.

『諺解』488

自古說: 船從水出, 旱地上是行不得的; 車从地行, 水裏是行不去的. 一个
巴掌是打不響的, 一個腳是不能走的.

『新釋』488

自古說: 船從水出, 旱地上是行不得的; 車从地行, 水裏是行不去的. 一个
巴掌是打不響的, 一個腳是不能走的.

『重老』488

(배는 물에서 나오면 육지로는 다닐 수 없으니까 뭍에서는 수레로 실
어 나르는 것이다. 한 손으로 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으며 발 하나
로는 걸을 수가 없는 것이다.)
(18)의 예에서 “行不得(다닐 수 없다)”, “響不得(소리가 울릴 수 없
다)”, “去不得(갈 수 없다)”은 모두 “V+不得”으로, 같은 구조이다. 동사는 각
각 “行, 響, 去”이다. 예에서는 “行不得”만 각 한번씩 나타난다. 이 문장
들은 삶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未然語境이다.
(19)
也索投人家尋飯喫裏.

『舊老』172

也要投人家尋飯喫裏.

『諺解』172

也辭不得要投人家尋飯吃.

『新釋』172

也辭不得要投人家寻飯喫.

『重老』172

(역시 인가에 들러 부탁해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19)의 예에서는 “V+不得” 구조를 쓰는데 “不得” 앞의 동사는 “辭(거
절하다, 피하다)”로, ‘인가에 들러 부탁해서 밥을 먹는 것을 피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다. “不得”은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미 발생했던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치를 의미한다.
위의 (18)과 (19) 두 예문은 모두 일반적인 도리나 규율에 대한 이야기이
므로 未然語境임을 알 수 있다.
(20)
底似9 的漢兒言語說不得的上頭, 不敢言語.
9

『舊老』205

底似는 여기에서 부사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漢兒言語”를 꾸며서 ‘유창한

67

他漢兒言語說不得的, 因此上不敢說語.

『諺解』205

他不懂漢人說的官話, 故此不敢說話.
『新釋』205
他不懂中國的話, 故此不能說話.
『重老』205
(漢語를 유창하게 못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다.)
(20)의 예에서는 “得”이 “V+不得” 구조에 쓰이고, 동사는 “說(말하
다)”이다. 즉 ‘말할 가능성’을 지시한다. 반면에 후대의 두 판본에서는 補語
“得”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不懂(이해하지 못하다)”을 썼다. 이러한 경우
는 화자가 서술하는 상대방의 능력을 판단해서 강조하는 문장이므로 未然
語境으로 판단했다.
(21)
休那般說, 不當10有.

『舊老』171

休那般說, 不當.

『諺解』171

不要那般說, 當不得.

『新釋』171

不要那般說, 當不得.

『重老』171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당치 않습니다.)
(21)의 예에서는 “得”이 나타나지 않았다. 동사 “當”은 ‘맡다, …이[가]
되다’라는 뜻이고 “不當”은 ‘안 된다’는 뜻이다. “不得”은 객관적인 허락을
나타낸다. 예에서는 “得”이 “V+不得”의 부정형식에서 나타나고 ‘당치
않다’라는 뜻을 갖는다.
위의 두 예문들은 사실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시간이 나타나지 않
고 문장에 쓰인 동사도 동사의 성질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에
나타나는 “得”을 狀態/可能 補語라고 서술하는 학자도 있다. 동작의 상태
혹은 행동의 가능성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劉子瑜(2008)에
따르면 시간적 특징이 불명확한 언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술어補語 구조에
대한 판정에는 두 가지 설명법이 있다. 즉 주체가 객체에 대한 인지성을
강조하면 可能補語로 설명하고, 행위의 시간이나 과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어’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광(2004) 참조.
원문 ‘ 不 當 ’은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의 뜻이
있다(정광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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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강조하면 狀態補語로 설명한다. 위의 예문(20)와
(21)은 모두 화자가 서술하는 상대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므로 가능補語
즉, 後助動辭로 분석했다.
(22)
雖然這般呵, 房子委實窄, 宿不得.

『舊老』195

雖然這般時, 房子委實窄, 宿不得.

『諺解』195

雖然這般說, 房子實在窄小, 住不下.

『新釋』195

雖然這般說, 房子實在窄小, 住不得.

『重老』195

(그건 그렇지만, 집이 정말 좁아서 묵게 할 수가 없소이다.)
(22)의 예번은 모두 “V+不得”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사는 에
서 “宿(묵다, 숙박하다)”을 쓰고 번에서 “宿”과 같은 뜻인 “住(묵다, 거주
하다)”을 썼다. 번『新釋』에서는 다른 형식인 “住不下(묵을 수 없다)”로
나타난다. “住不下(묵을 수 없다)”는 “住得下(묵을 수 있다)”의 반대말이고
“得”은 이러한 구조에서 可能補語표지 역할을 한다. 이 예문의 네 개 문장
은 앞의 예문들과 달리 양보접속사(concessive conjunction) “雖”가 나오기 때
문에 未然語境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後助動辭 “不得”으로 쓰는 예는 모두 17개가
있는데 (6)번부터 (10)번까지는 “不得”이 추측하는 문맥에서 나타나고 (11)
번에서 (13)번까지는 의문문 문맥에서 나타났다. (14)에서 (17)번은 가정적인
문맥에서 나타났고 (18), (19)번은 삶의 도리나 일반적 규율이었다. (20), (21)
번은 시간적 표지가 명확하지 않아 문맥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劉子瑜
(2008)에 따라 판정했다. 즉, 주체의 객체에 대한 인지를 강조한 문장이므
로 가능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22)번은 문장에 나오는 양보 의미
의 단어 “雖然(비록…하지만)”을 통해 문장의 문맥을 未然語境이라고 판단
할 수 있었다. 따라서 17개 예문들은 모두 판정기준에 맞는 것으로서 여기
에서 쓰인 “得”은 모두 가능성이나 허락을 나타나는 後助動辭라고 할 수
있다.
판본
『舊老』

문법 형식
V+不得

용례 수
16

69

총 용례수
17

V+得+O, V+不得

1

V+不得

15

V+得+O, V+不得

1

『新釋』

V+不得

8

8

『重老』

V+不得

9

9

『諺解』

16

총 출현 회수

50

[표 6] 後助動辭로 쓰인 “不得”의 사용 양상
兩漢시기에 발생한 後助動辭 “不得”은 現代漢語에서 ‘가능하다, 할 수 있
다’보다는 ‘객관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즉, ‘안 된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
용된다. 『 老乞大 』 네 개 판본에서 모두 많이 나타나는 용법이다. 특히
『舊老』와 『諺解』에서 각각 17번과 16번씩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元代
와 明代에 後助動辭 “得”과 “不得”을 자주 사용하여 앞의 행동의 가능성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淸代부터는 이러한 용법이 줄어들었다.
後助動辭 “不得” 용법으로 쓰이는 “的”은 없다.

4.2.2 後助動辭 “得”
後助動辭 “得”이 나타나는 예는 다음과 같다.
(23)
『舊老』118
那的俺自會的, 索甚麽你敎?
這的我自會的, 不要你敎.
『諺解』118
『新釋』118
這麽的我自會的, 不要你敎.
『重老』118
這麽的我自會的, 不要你敎.
(그 정도는 나도 아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23)번의 네 예문에서는 똑같이 “會的”이 쓰였다. “會(알 수 있다)” 뒤의
“的”은 “得”의 문법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에 오는 동사의 가능성을 나타낸
다. 문법 형식은 “V+得”이다.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해 ‘하면 자기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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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문문 문맥이므로 未然語境에서 나타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24)
這夥伴,
這夥伴,
這夥伴,
這夥伴,

你過的草忒麤, 頭口們怎生喫的?
你切的草忒麤, 頭口們怎生喫的?
你切的草忒麤了, 牲口怎麽吃呢?
你切的草忒麤, 牲口怎麽吃?

『舊老』70
『諺解』70
『新釋』70
『重老』70

(친구, 당신이 썰었던 풀이 아주 굵어서 가축들이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24)의 예에서 “的”은 (23)번과 마찬가지로 “得”과 겸용되면서 未然語
境에 나타난 後助動辭다. 가능성을 표현하는 可能補語 역할을 한다. 앞의
동사는 “喫=吃(먹다)”이고, 형식은 “V+得”이다. 예에서는 補語 “得”이
생략되어 동사 “吃(먹다)”만 나타난다. 이 예문도 앞의 예와 같이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의문사 “怎生(어떻게)”이 나타나므로 未然語境이다.
(25)
這般的時, 下的恁.

『舊老』275

這們的時, 下的你.
這們的, 好下的.

『諺解』275
『新釋』275

這們的, 好下的.

『重老』275

(그렇다면 묵을 수 있습니다.)
(25)의 예에서 “的”은 구조 “V+得+O”에 나타나고 “得”은 後助動辭가
아니라 補語로 판단했다. 동사는 “下(묵다)”이고 목적어는 “你(당신)”이다.
번에서는 “당신”을 뜻하는 목적어로 “你” 대신 “恁”을 썼다. 이 현상은
『舊老』에서의 언어가 중국 산동 방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에서는 목적어가 없는 와는 달리 “V+得” 형식의 後助動辭로 나
타난다. 여기에서 未然語境에 속하고 가정하는 언어 표지인 “時”자가 쓰였
기 때문에 “的”이 “가능”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6)
咱人今日死的, 明日死的, 不理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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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老』479

咱人今日死的, 明日死的, 不理会的.

『諺解』479

你看咱們人在世上, 有今日活着, 明日死了的.

『新釋』479

你看咱們人在世上, 有今日活着, 明日死了的.

『重老』479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
(26)번의 예에서는 “的”이 “V+得” 구조에 나타나고 앞의 동사는 “死
(죽다)”이다. “的”은 사망할 가능성을 나타난다. 그리고 “不理会的(이해할 수
없다)”에서의 “的”은 동사에서의 의존 형태소로 판단했다. 예에서는 문
장이 많이 수정되었다. “活着(살아 있다)”와 “死了(죽었다)”가 쓰였는데, 이
두 단어에서 “着”과 “了”는 모두 現代漢語에서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 예문
은 일반적인 처세를 의미하는 문장이므로 未然語境이다.
(27)
他有福分呵, 官人也做也者.

『舊老』482

他有福分時, 官人也做了.

『諺解』482

他若有福分, 長大了官兒要做的.

『新釋』482

若有福分, 官兒也做得了.

『重老』482

(만일 복이 있으면 벼슬아치가 될 수 있다.)
(27)의 예에서 “的”은 문법형식 “V+得”에 나타나고 동사 “做(하다)” 앞
에 未然語境을 지시하는 표지 조동사 “要(…할 것이다)”가 나타나기 때문
에 가능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는 “V+得+C” 형식으로, “得”이
可能補語표지 역할을 하여 벼슬아치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는
“得” 구조를 쓰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표현한다.
마지막 예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고, 가능 조동사 “要”와 같이 나오므로
未然語境이다. 위의 5개 예문에서 (23), (24)번은 의문문 未然語境이고 (25),
(26)번은 추측과 가정하는 未然語境이다. (27)번은 일반적인 도리의 未然語
境이다. 즉, 5개 예문은 모두 後助動辭로 쓰였다. 이 때 모든 後助動辭 “得”
은 “的”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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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

문법형식

용례 수

『舊老』

V+得

3

『諺解』

V+得

3

『新釋』

V+得

3

『重老』

V+得

2

총 출현 회수

11

[표 7] 後助動辭 “得”의 사용양상
네 개 판본에서 後助動辭 “得”은 모두 11번 쓰였다. 모두 가능성을 나타
난다. 現代漢語에서도 이러한 용법이 계속 쓰이지만 주로 방언에서 사용된
다. 네 판본 중 앞선 세 판본은 언어 특징이 비슷하여 동일하게 각각 3번
씩 나오고 淸代의 『重老』 판본에서 사례가 하나가 줄어들었다.
後助動辭 “不得”과 “得”은 합치면 모두 61번 나타난다. 즉 元明淸시기의
근대 漢語에서 “가능”을 나타나는 後助動辭 “得”과 “不得”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淸代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淸 이전 시기에
는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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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述補結構로 쓰이는 “得”자 구조
述補結構의 형성년대는 보통 唐代로 추정된다. 魏晋南北朝 이후 “得”자
가 “획득하다”라는 뜻의 동사와 같이 쓰여고 어떤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증가하지만 그 예문들 중 “V+得+O”같이 述補結構로 여길 수 있는
예문은 하나밖에 없다. 이후 이 구조는 唐代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정
착된다(曺廣順 1995). “得”자 述補結構의 생성 시기에 대해서는 王力이 주
장한 “唐代說”이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劉宋1 시기에는 述補結構로 분석
할 수 있는 예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생한 이후 사라졌다
가 수 백년 후인 唐代 작품에 이르러서야 다시 이 구조가 나타난다는 설명
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楊平 1990). 2 이는 언어 발전의 규칙에 맞지 않
다. 따라서 “唐代說”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다수이다(王力 1958, 楊平 1990,
蔣紹愚 1994, 吳福祥 2002).
이 논문은 다수 의견에 따라 “唐代說”를 취한다. 이 述補結構는 王力
(1988)에 따르면 동사 “得”의 의미가 虛辭化된 결과이다. 즉, ‘얻다, 획득하
다’—‘달성하다’—‘가능하다’로 이어지는 의미파생의 결과로, “得”자가 後助
動辭로 발전한 다음 단계의 산물이다.
“得”자 述補結構의 종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구분 방식에 차이가 있다.
祝敏徹(1960), 嶽俊發(1984)는 狀態補語와 可能補語의 두 종류로 나눈다. 楊
平(1990)는 狀態補語에서 다시 結果補語, 趨向補語, 程度補語의 세 종류로
나눈다. 劉子瑜(2008)는 南宋시기의 문헌자료 『朱子語類』에서 쓰인 述補
結構 “得”을 분석하면서 結果補語, 狀態補語, 可能補語와 狀態/可能補語의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狀態/可能補語는 상태보어인지 가능보어인지
문맥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쓰인 보어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劉子瑜
(2008)이 보어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문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분류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劉子瑜(2008)에 따라 문맥을 기준으로 보어 “得”을
1

2

劉宋: 南朝宋(420年~479年), 중국의 南北朝시기의 첫번째 왕조. 황제와 왕족들의 성이 “劉
”이었기 때문에 “劉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平子饒力, 争(挣)得脫, 逾窗而走(『世說新語』规箴).” 南北朝說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예를 증거로 삼는다.

74

結果補語, 狀態補語, 可能補語 세 가지로 구분하겠다. 즉, 실제적인 상황이
나 이미 실현한 상태에 대해 말하는 문맥, 즉 已然語境에서 나타나는 보어
“得”은 結果補語나 狀態補語로 판단한다. 그리고 已然語境에서 나타난 “得”
이 結果補語인가 狀態補語인가는 주로 “得”자 앞에 나타나는 동사의 종류
와 “得”자가 그 구체적인 문맥에서 가지고 있는 뜻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추측, 가정, 의문 문맥, 다시말해 未然語境에서 나타나는 보어 “得”
은 可能補語로 판단하겠다.
이 논문에서 劉子瑜(2008)에서 설정한 네 번째 종류인 狀態/可能補語를
나누지 않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老乞大』의 언어는 元明淸
시기의 언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宋代의 보어 “得”의 의미기능과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 朱子語類 』 는 주로 묻고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쓰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문맥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반
면에 『老乞大』는 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서술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맥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확
실하다.

5.1 結果補語로 쓰인 “得”자 구조
劉子瑜(2008)에 따르면 結果補語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得”자
앞에 있는 동사가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取義動辭고, “得”자가
그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어떤 행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는, 結果補語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 문장의 의미는 행동이
발생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已然語境에서 나
타난다. 한편 趙元任(1979)은 結果補語로 판정할 수 있는 “得”은 “在(…에
있다)나 到(…까지 온다)”의 혼합체라고 언급했다. 이 때 동사와 “得” 사이
에는 다른 단어가 놓일 수 없고 “得”자 뒤에는 시간이나 장소를 지시하는
단어가 주로 온다. 이 절에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得”은 실제적인 상황이나 이미 실현한 상태에 대해 말하는 已然語境
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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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得”은 “到(…에/…까지 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뒤에 시간이나
장소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동사와 “得” 사이에 다른 단어가 놓
일 수 없다.
3. “得” 앞에 있는 동사가 取義動辭이면 “得”은 結果補語이다.
(1)
秋裏水澇了, 田禾不收的上頭.
秋裏水澇了, 田禾不收的.
到秋來又水澇了, 庄家田和沒有收成.
到秋來又水澇了, 田禾不收.
(우리는 금년에 여름에는 가뭄이 들었고 가을에는

『舊老』210
『諺解』210
『新釋』210
『重老』210
홍수가 나서 곡식을

추수하지 못했소이다.)
(1)의 는 “不+V+得” 문법형식으로 “不收的(수확하지 못하다)”라는 의
미이다. 원문은 나그네와 집주인의 대화이고, 집주인이 작년의 수확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다. 즉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이야기로, 已然語境
이다. 이는 ‘가능’을 나타나는 後助動辭 “的”과 구별되는 것이다. 예에
서는 “的”자 대신 다른 말을 써서 ‘양식을 수확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표
현한다.
(2)
咱這高麗言語只是高麗田地裏行的, 過的義州, 漢兒田地裏來, 都是漢兒
言語.

『舊老』 19

我這高麗言語只是高麗地面裏行的, 過的義州,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
語.

『諺解』 19

我這朝鮮話只可在朝鮮地面上行得去,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
話.

『新釋』 19

我這朝鮮話只可在朝鮮地面上行得去,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
話.

『重老』 19

(우리 고려의 말은 단지 고려 땅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주를 지
나서 중국 땅에 도달하면 모두 한어를 써야 합니다.)
이 예문은 고려 언어는 고려 땅에서만 쓸 수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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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已然語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번에서의
“的”자는 結果補語 범주에 포함된다. 문법형식은 “V+得”이다. 번에서는
“行得去(쓸 수 있다)”라는 말을 썼다. 이 “得”은 “V+得+C” 구조에서의 補
語표지 기능을 한다.
(3)
你學了多少時?
你學了多少時節?
你學的多少時節了?
你學的多少時節了?
(당신이 배운지 얼마나 되었는가?)

『舊老』21
『諺解』21
『新釋』21
『重老』21

(3)의 예에서 “的”은 “得”의 기능을 하고 동사 “學(배우다)”뒤에 結果
補語로 쓰인다. 이 문장은 고려상인이 이미 漢語를 배웠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배운 시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따라서 已然語境으로 판단할
수 있다. “的”자 뒤에 “學”자의 목적어 “多少時節(얼마동안)”이라는 시간을
지시하는 구가 나타난다. 그리고 문장 끝에는 “了”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
장은 現代漢語에서 보통 “你學了多少時節了”로 쓴다. “的”자 대신 “了”자를
두번 쓰면 아직도 진행 중인 동작에 대한 질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법형
식은 “V+得+O”이다. 예에서는 “的”자 대신에 “了”자를 쓴다. 動態助辭
“了”는 동사 뒤에서 동작의 완료를 표현한다. 네 문장 중에서는 문장가
現代漢語 용법에 더 가깝다. 위의 예문 (1)번에서 (3)번까지는 모두 문맥을
통해 판단했다.
(4)
你燒的鍋滾時, 下上豆子, 但滾的壹霎兒, 將這切了的草, 豆子上蓋覆了.
『舊老』71
你燒的鍋滾時, 下上豆子, 但滾的壹霎兒, 將這切了的草, 豆子上蓋覆了.
『諺解』71
你把鍋燒滾了, 下上豆子, 但看水开了一會兒, 把那切的草放在豆子上.
『新釋』71
你把鍋燒滾了, 下上豆子, 但看水开了一會兒, 把那切的草放在豆子上.
『重老』71
(당신 말이야, 냄비가 끓기 시작하면 콩을 놓고 끓어 넘치면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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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른 말꼴을 콩 위에 놓으셔)
(4)의 예에서 “的”자는 “得”자의 기능을 하며 동사 “燒(굽다)” 뒤에서
結果補語로 쓰인다. 목적어는 “鍋滾時(물이 끓을 때)”이다. 여기에서 “的”은
現代漢語에서의 “到(…까지 오다)”와 같은 기능을 한다. 문법형식은 “V+得
+O”이다. 예는 “得”자를 쓰지 않고 개사 “把(…으로/…을[를] 가지고)”
를 썼다. ‘把자문’은 現代漢語에서 자주 쓰이는데,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하
는지를 강조하는 문장이다. 후대 판본에서 많이 쓰이고 現代漢語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5)
你燒的鍋滾時, 下上豆子, 但滾的壹霎兒, 將這切了的草, 豆子上蓋覆了.
『舊老』 71
你燒的鍋滾時, 下上豆子, 但滾的壹霎兒, 將這切了的草, 豆子上蓋覆了.
『諺解』 71
你把鍋燒滚了, 下上豆子, 但看水开了一回兒, 把那切的草房在豆子上.
『新釋』 71
你把鍋燒滚了, 下上豆子, 但看水开了一回兒, 把那切的草房在豆子上.
『重老』 71
(당신 말이야, 냄비가 끓기 시작하면 콩을 놓고 끓어 넘치면 바로 이
자른 말꼴을 콩 위에 놓으셔.)
(5)는 (4)와 비슷하다. 에서 “的”은 동사 “滾(물이 끓다)” 뒤에 쓰이고
結果補語 기능을 한다. “滾”의 목적어, 즉 “滾”의 결과는 “壹霎兒(잠깐 동
안)”이다. 문법형식은 “V+得+O”이다. 예에서는 동사 “滾”대신 동사 “开
(끓다)”를 썼다. “了”는 動態助辭 “물이 끓다”에서 물의 변화를 나타낸다.
“끓다”의 결과는 “一回(會)兒(잠깐 동안)”이다. “一回兒”는 “壹霎兒”와 같은
의미로, 現代漢語에서의 용법이다.
(6)
刷了鍋者, 燒的鍋熱時, 著上半盞香油.

『舊老』80

刷了鍋着, 燒的鍋熱時, 着上半盞香油.

『諺解』80

刷了鍋, 燒熱了, 放了半盞香油.

『新釋』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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刷了鍋, 燒熱了, 放了半盞香油.

『重老』80

(솥을 솔로 씻고 불을 때어서 솥이 뜨거워지면 참기름을 반 잔쯤 붓게.
)
(6)의 예에서 “的”은 “燒(굽다)” 뒤에 쓰였다. 목적어는 “鍋熱時(냄비
가 따뜻할 때)”이다. “燒(굽다)”의 결과는 “鍋熱時(냄비가 따뜻할 때)”이다.
따라서 문법형식은 “V+得+O”이다. 예에서는 첫 절에 “鍋(냄비)”가 나
타났기 때문에 두 번째 절에서 다시 쓰지 않고 “燒熱了(따뜻하게 굽다)”로
쓴다.
(7)
炒的半熟時, 調上些醬水, 生蔥料物打拌了, 鍋子上蓋覆了, 休著出氣.
『舊老』80
炒的半熟時, 調上些醬水, 生蔥料物拌了, 鍋子上蓋覆了, 休着出氣.
『諺解』80
炒的半熟了, 調上些醬水, 把生蔥作料着上, 盖好了鍋, 不要出氣.
『新釋』80
炒的半熟了, 調上些醬水, 把生蔥作料着上, 盖好了鍋, 不敎出氣.
『重老』80
(볶을 때에 반숙이면, 장을 놓고, 대파를 놓고, 뚜껑을 덮어, 열기가 빠
지지 못 하게 하세.)
(7)에서 의 네 예문은 모두 “的”자를 쓴다. “的”은 동사 “볶다” 뒤
에 오고 목적어는 “半熟時(반숙 때)”이다. 다른 점은 예에서 “時(…때)”
를 대신에 “了”자를 쓴 것인데, “반숙 상태”가 다 되었다는 동작의 상태를
표현한다. 문법형식은 “V+得+O”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4)에서 (7)까지는 모두 結果補語 “得”의 용법으로, 趙元
任이 제시한 판정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이 예문에서의 “的”자는 모
두 現代漢語에서 “到”의 기능을 갖는다.
(8)
今年爲旱澇不收, 十两鈔糴的一斗米.

『舊老』214

今年爲旱澇不收, 一百箇銭糴的一斗米.

『諺解』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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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因旱澇不收, 一百銭糴的一斗米.

『新釋』214

今年因旱澇不收, 一百銭糴一斗米.

『重老』214

(금년은 가뭄과 홍수로 수확이 없었소 열 냥의 돈으로 쌀 한 말밖에
못 산단 말이오.)
(8)의 예문는 모두 “V+得+NumP” 형식으로, “쌀 한 말을 사다”라
는 뜻이다. 동사 “糴”는 중국 고대에 쓰던 단어로, “양식을 사온다”라는 뜻
이다. “的”자 뒤의 “糴”라는 동작의 목적어, 즉 결과는 “一斗米(쌀 한 말)”
이다. “糴”는 “取意動辭”이고 그 자체로 ‘얻다’라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예
에서는 “的”자를 생략하게 된다.
(9)
俺本無糴的米, 旣恁客人則管的厮央, 俺糴來的米裏頭那舆恁三升, 煮粥
胡充飢.

『舊老』214

我本沒糴的米, 旣是客人只管的央及, 我糴來的米裏頭那舆恁三升, 煮粥
胡亂充飢.

『諺解』214

我本來沒有糴的米, 旣是客人只管央及, 我就把糴來的米給你三升, 煮粥
胡亂充飢罷.

『新釋』214

我本來沒有糴的米, 旣是客人只管央及, 我就把糴來的米裏頭給你三升,
煮粥胡亂充飢罷.

『重老』214

(본래 쌀을 못 샀지만 나그네들이 그렇게 떼를 쓰니까 사놓은 쌀 중에
서 석 되만 나눠 주겠소. 죽을 만들고 우선 배고픔을 달래보시오.)
예(9)는 (8)과 같이 문법형식이 “V+得+O”이다. 동작 “糴(양식을 사오다)”
의 결과는 “米(쌀)”이다. “的”는 結果補語의 역할을 한다. 이 두 예에서
“得”자 앞의 동사는 모두 ‘얻다’라는 동작을 뜻하는 “取意動辭”이다.
“得”자가 結果補語로 쓰이는 경우는 『舊老』와『諺解』에서 많이 보이
는 반면 후대 두 판본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네 판본에서 나타나는 예를
보면 각 판본에서 모두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은 “V+得+O” 형식이다. 이
형식은 東漢 시기와 南北朝 시기에 많은 발전을 보이는데, 曺廣順(1995)가
언급한 것처럼, 元代 이후 “V+得+O” 형식에서 목적어인 “O”로 시간명사나
처소명사가 많이 쓰이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V+得+O” 형식으로 쓰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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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문 6개 중 5개 예문에서 “O”는 다 시간명사이다. “V+得” 형식은 『舊
老』, 『諺解』, 『新釋』에 각 1개씩 나타나고, “不+V+得” 형식은 『舊
老』와 『諺解』에서 각 2개씩 등장한다. 분포는 [표 8]과 같다. 여기에서
모든 “得”자 구조들은 모두 “的”자로 쓰였다.
판본

『舊老』

『諺解』

『新釋』
『重老』

문법형식

용례 수

V+得

1

不+V+得

1

V+得+O

5

V+得+NumP

1

V+得

1

不+V+得

1

V+得+O

5

V+得+NumP

1

V+得+NumP

1

V+得+O

3

V+得+O

3

총 출현 회수

총 용례 수

8

8

4
3

23

[표 8] 結果補語로 쓰인 “得”의 사용 양상

5.2 狀態補語로 쓰인 “得”자 구조
狀態補語는 結果補語와 같은 시대에 등장하지만 結果補語보다 좀 더 늦
게 형성되었다. 結果補語구조에서는 “得” 앞에 있는 동사의 일부가 取義動
辭로 쓰이는 반면, 狀態補語에서는 非取義動辭를 주로 쓴다(劉子瑜 2008).
이는 “得”자의 의미적인 虛辭化를 보여준다. 즉, 得의 “획득하다”라는 의미
가 약화된 것이다. 狀態述補結構는 주로 “得”자 앞의 동사들이 取義動辭범
주에서 非取義動辭범주로 확대되면서 형성되었다. 이는 탈범주화 현상이다.
“得”자가 非取義動辭와 같이 나오는 문맥은 已然語境이다. “得”은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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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더 약화되어 半虛辭化 된 동사가 되었다(劉靜 2008).
狀態補語의 판정에 대해 劉子瑜(2002)는 『 朱子語類 』 에서 “동작이나 행
동의 상태를 표현하는 補語들이 已然語境에서 나타나고, 그 補語 앞에 있
는 동사는 대부분 非取義動辭”라고 했다. 劉靜(2008)에 따르면 이 구조 안
에 나타나는 “得”자는 現代漢語에서의 “到”나 “成”과 같은 뜻을 가지며 동
작이나 행위의 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나타낸다. 林新平(2006)는 이러한 구
조에서의 “得”자는 보통 지각을 표현하는 동사나 행동 동사들 앞에 나온다
고 했다. 위에 소개한 각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를 종합해서 이 논문에서
채택한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실제적인 상황이나 이미 실현한 상태에 대해 말하는 已然語境 에서
나타난다.
2. 지각을 표현하는 동사(知, 聽, 會 등)와 행동동사(買, 賣, 到 등)가 “得”
자 앞에 많이 나타난다.
3. “得” 앞에 非取義動辭가 나타나면 “得”은 狀態補語이다.
(10)
酒也醉不得, 茶飯也飽不得, 休怪.

『舊老』448

酒也醉不得, 茶飯也飽不得, 休怪.

『諺解』448

酒也沒有醉, 飯也沒有飽, 不要見怪.

『新釋』448

酒也沒有醉, 飯也沒有飽, 不要見怪.

『重老』448

(술도 취할 만큼 못 드셨을 것이고, 요리도 배부르게 드시지는 못하셨
을 터이지만, 부디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10)의 예에서 “得”자는 “V+不得” 구조에 나온다. “得”자 앞의 동사는
“醉(취하다)”와 “飽(배부르다)”라는 동작이다. 이 문장은 老乞大 80화 “가족
연희”에 나오는데, 중국 상인이 집에서 연회를 한 다음에 친척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므로 已然語境이다. 그리고 앞
의 동사 “醉와 飽”는 모두 非取義動辭다. 따라서 여기에서 “得”은 狀態補語
이다. “得”은 앞의 동작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을 나타낸다. 예에서
는 “得”자를 쓰는 대신 동사 “醉” 앞에 부정부사어 “沒有(아니다)”를 놓았
다. 現代漢語에서 “沒有”도 주로 已然語境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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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那般呵, 消化不得上頭, 腦痛頭眩, 不思飮食.

『舊老』473

那般時, 消化不得, 因此上腦痛頭眩, 不思飮食.

『諺解』473

那般, 不錯, 不能剋化, 所以腦痛頭眩, 不思飮食.

『新釋』473

那般, 不錯, 不能剋化, 所以腦痛頭眩, 不思飮食.

『重老』473

(그러면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식욕이 없는가 봅니
다.)
(11)의 예에서 “得”자는 “V+不得” 구조에 등장하는데, 앞에는 동사
“消化(소화하다)”가 있다. “消化不得”은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뜻을 나타내
는 非取義動辭다. 이 문장은 중국 상인이 자기 집에서 연회를 한 후 병에
걸려서 의사한테 갔을 때,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이다. 그러므
로 已然語境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도 앞의 (10)번과 마찬가지로 “得”자에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 예에서는 동사 “消化” 대신에 같은
의미인 “剋化”을 썼다. 그리고 조동사 “不能(할 수 없다)”을 썼는데, 이는
現代漢語의 용법에 가깝다. 예 (10)과 (11)에서 “得” 앞에는 모두 非取義動
辭가 나타난다.
(12)
我漢兒人上學文書來的上頭, 因此上些少漢兒言語省的.『舊老』7
我漢兒人行學文書來的上頭, 些小漢兒言語省的有.

『諺解』7

我在中國人根前學書來着, 所以些須知道官話.

『新釋』7

我在中國人根前學書來, 所以些須知道官話.

『重老』7

(중국인에게서 글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한어를 알 수 있습
니다.)
(12)의 예에서는 “的”자가 지각이나 심리적인 활동을 표현하는 동사
“省(알다)” 뒤에 위치하면서 그 동사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장은
고려상인이 자기가 왜 漢語를 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중국상인에게 설명하
는 말이다. 그러므로 ‘漢語를 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즉 已然語境의 문맥이다. 문법형식은 “V+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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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이라는 동사는 현대한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청나라 때의 두 판본에
서는 “省” 대신 “知道(알다)”가 쓰인다. “知道”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官
話(관화)”가3 뒤에 위치하게 된다.
(13)
省的那省不的?

『舊老』22

省的那省不的?

『諺解』22

你都能懂得了懂不得呢?
你都能懂得懂不得?
(잘 알 수 있던가 없던가?)

『新釋』22
『重老』22

(13)번의 문법형식은 “V+得+V+不得”이다. 예에서는 “的”이 “得”을 대
신해서 쓰였다. 的 앞의 동사는 “省(알 수 있다, 이해하다)”이다. 이 문장도
앞의 (8)번과 같은 회에 등장하는데, 고려상인이 자신이 漢語를 배웠다고
알려주자, 중국상인이 고려상인에게 ‘당신이 배웠을 때에 배운 내용을 이
해했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즉 已然語境에서 “得”자가 ‘알고 있다’는 상태
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예에서는 동사 “省” 대신 現代漢語 용법인 동사
“懂(알다, 이해하다, 터득하다)”가 쓰였다.
(14)
哥哥, 曾知得大都馬價如何?

『舊老』36

哥哥, 曾知得京里馬價如何?

『諺解』36

大哥可知道京里馬價如何?

『新釋』36

大哥可知道京里馬價如何?

『重老』36

(형님 대도의 말 값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14)의 예에서는 “知(알다)”뒤에 “得”자를 써서 심리적인 동사의 상태
를 표현했다. 문법형식은 “V+得”이다. 이 문장에서 경험을 지시하는 표지
언어 “曾(이전에, 이미)”이 나타나기 때문에 已然語境 이라고 판단할 수 있
다. 예에서는 단음절 동사 “知” 대신에 쌍음절 동사 “知道”를 썼다. “知
道”라는 동사 뒤에는 補語나 補語표지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목적어가 붙는
3

官話, 관화 방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전에는 북방방언이라고 불렀다. 관화 방언은 한
어의 한 갈래인데, 현대의 보통화는 관화에서 발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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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
曾知得布價高低?

『舊老』37

曾知得布價高低麽?
却知道布價的高低麽?
却知道布價的高低麽?
(천 값은 얼마나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諺解』37
『新釋』37
『重老』37

(15)번과 (14)번의 예는 같은 상황이다. 표지적 언어인 “曾”이 나타난다.
에서는 “知得(알게 된다)”를 썼고 에서 “知道(알다)”를 썼다.
(16)
你底似的休早行, 我聽得前頭路澁4有.

『舊老』100

你十分休要早行, 我聽得前頭路濇.

『諺解』100

你們不要十分早行, 我聽得前頭路上甚惹有歹人.

『新釋』100

你們不要十分早行, 我聽得前頭路澁有歹人.

『重老』100

(그렇게 일찍 가시는 것은 제발 그만두십시오. 잘은 모르겠으나 그 쪽
길은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16)의 네 예문에는 모두 “聽得”이 쓰인다. “得”은 지각을 표현하는 동사
“聽(듣다)” 뒤에 위치하면서 “聽”의 상태를 표현한다. 이 문장은 집주인이
나그네들에게 자기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 문장이므로 已然語境이다.
“聽”이라는 행동의 결과는 “前頭路澁有歹人(앞의 길은 위험하며 강도들이
나온다)”이다. 여기에서 문법형식은 “V+得”이다. 예 (13)에서 (16)까지는
“得” 앞에 모두 지각동사가 나타난다.
(17)
旣恁這月初一日離了王京, 到今半箇月, 怎麽才到的這裏?
『舊老』4
旣是這月初一日離了王京, 到今半箇月 怎麽纔到的這裏?
4

원문 ‘澁’은 “사물이 정체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가는 길이 “澁”이라고 하는 것
은 위험하다는 것을 뜻한다(정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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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諺解』4
旣然這箇月初一日間從王京起身的, 到得半箇月, 怎麽才到這裏來呢?
『新釋』4
旣然這箇月初一日間從王京起身的, 到得半箇月, 怎麽才到這裏?
『重老』4
(당신들이 이 달 초하루에 떠났다면 지금이 벌써 반달이나 되었는데
어째서 겨우 여기까지밖에 못 왔소?)
(17)의 예에서는 “的”자가 “得”자의 기능을 하면서 앞의 동사 “到(도
착하다, …까지 오다)”의 상태를 표현한다. “到”는 행동동사이다. 이미 “여기
에 도착했다”는 뜻이므로 已然語境이다. “得”자는 狀態補語 역할을 하고 문
법형식은 “V+得+O”이다. 예에서는 “的”자를 쓰지 않고 동사 “到” 뒤에
직접 목적어 “這裏(여기)”를 썼다. 이러한 용법은 元代부터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처소명사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8)
『舊老』173
主人家哥, 小人這裏溷踐5了, 姓也不曾問.
主人家哥, 小人這裏攪擾了, 姓也不曾問.
『諺解』173
『新釋』173
主人家, 我們攪擾這半日, 连尊姓也不曾問得.
『重老』173
主人家, 我們攪擾這半日, 姓也不曾問得.
(주인아저씨, 소인들이 여기서 너무 폐를 많이 끼치고도 아직 성함조차
여쭙지 못했습니다.)
(18)의 예에서 “得”자는 행동동사 “問(묻다)” 뒤에 쓰였다. 예에는
“得”자가 쓰이지 않았고 “不曾問(물어본 적이 없다)”로 사용했다. 여기에서
“問得”과 “問”은 의미적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다. “問得”은 ‘물어보아 결과
까지 알게 되었다’는 의미인 반면, “問”은 단순히 ‘물어본다’라는 의미로,
결과를 알게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말이
므로 已然語境이고, “得”자는 狀態補語이다.

(19)

5

원문 ‘溷踐’은 “폐를 끼치다, 방해를 하다”라는 뜻이다. ‘混踐’이라고도 쓴다(정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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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人家哥, 說的哏是.俺也打聽得, 今年這裏田禾不收.

『舊老』216

主人家哥, 說的正是. 我也打聽得, 今年這裏田禾不收. 『諺解』216
我也曾打聽, 今年這裏實在田禾不收.

『新釋』216

我也曾打聽, 今年這裏年成不好.

『重老』216

(주인 아저씨의 말씀이 옳습니다. 금년에 이쪽이 흉작이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19)의 예에서는 “得”자가 동사 “打聽(알아보다)” 뒤에 위치하여 ‘알
아보다’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미 알아본 상태이고, 그 내용은 후행절의 내
용이다. 여기에서 “得”은 現代漢語에서의 “到”와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즉
‘알아본 결과, 소식을 얻었다’는 뜻이다. 문법형식은 “V+得”이다. 반면 예
에서는 補語 “得”이 붙지 않고 동사 “打聽(알아보다)”만 쓰였다. 예(18)
에서의 “問과 問得”과 비슷한 경우이다.

(20)
這幾日爲請親眷筵會, 又爲病疾耽閣, 不曾去的, 我如今去也.
『舊老』534
這幾日爲請親眷筵席, 又爲病疾耽閣, 不曾去的, 我如今去也.
『諺解』534
這幾日爲請親戚備辦筵席, 又爲有些病耽閣了, 不曾去, 我如今要去了.
『新釋』534
這幾日爲請親戚筵席, 又爲有些病耽閣了, 不曾去, 我如今要去了.
『重老』534
(요새 며칠 친척을 불러 연회를 열기도 하고 병 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20)의 예에서는 “的”자가 동사 “去(가다)” 뒤에 쓰이면서 現代漢語에
서의 “成(될 수 있다)”와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즉, 행위의 결과 실현을
표현한 것이다. 문법 형식은 “不(曾)+V+得”이다. 경험 표지 “曾”은 이 문장
이 已然語境을 지시한다. 이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의 문맥
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예에서는 “的”을 쓰지 않고 “不曾去(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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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다)”만 썼다.
(21)
我曾打聽得, 高麗田地裏賣的行貨, 十分好的倒賣不得, 則宜豹子行貨,
倒著主兒快.

『舊老』590

我曾打聽得, 高麗地面裏賣的行貨, 十分好的倒賣不得, 只宜将就的貨物,
倒着主兒快.

『諺解』590

我曾打聽得, 朝鲜地方所賣的行貨物, 十分好的倒賣不去, 則宜将就些的
貨物, 倒有主兒, 賣得快.

『新釋』590

我曾打聽得, 朝鲜地方所賣的行貨物, 十分好的倒賣不去, 則宜将就些的
貨物, 倒有主兒, 賣得快.

『重老』590

(제가 알아보게 됐는데, 조선 땅에서 팔리는 물품으로는 너무 좋은 것
은 안 팔린다, 일반적인 것은 오히려 빠르게 팔립니다.)
(21)번에서 네 구절은 모두 “打聽得(알아보게 된…)”을 사용하고 있다. 문
법 형식은 “V+得”이다. 이미 알아본 상태의 내용이므로 “得”이 已然語境에
나타나는 狀態補語임을 알 수 있다. “曾”이라는 표지 언어도 나타난다.
(22)
我曾打聽得, 高麗田地賣的貨物, 底似十分好的倒賣不得, 则宜豹子6行貨,
倒著主兒快.

『舊老』590

我曾打聽得, 高麗地面賣的貨物, 十分好的倒賣不得, 只宜將就的貨物,
倒著主兒快.

『諺解』590

我曾打聽得, 朝鲜地方所賣的行貨物, 十分好的倒賣不去, 則宜将就些的
貨物, 倒有主兒, 賣得快.

『新釋』590

我曾打聽得, 朝鲜地方所賣的行貨物, 十分好的倒賣不去, 則宜将就些的
貨物, 倒有主兒, 賣得快.

『重老』590

(내가 전에 얻어듣기로는 고려 땅에서 팔리는 물품으로는 너무 좋은 것이 오히려
안 팔리고 조악한 물건이 반대로 살 사람이 빨리 생긴다고 하데.)

6

원문 ‘豹子’는 “가짜를 좋아하고 진짜를 싫어한다”라는 뜻으로 원대에 유행한 성어이다
(정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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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 예에서 “不得”은 앞의 동사 “賣(팔다)”의 상태를 지시한다. 알
아봤던 사실에 대한 내용이므로 已然語境으로 판단된다. 번에서는 “賣
不去 (팔 수 없다)”를 썼다. 예 (17)에서 (22)까지는 “得” 앞에 모두 행동동
사가 나타난다.
『老乞大』에 나타나는 狀態補語 “得”의 특징은 우선 술어동사가 거의 단
음절 동사라는 점이다. 또한 술어동사로는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동사와 지
각을 표현하는 지각동사가 주로 쓰였다. 그리고 狀態補語가 종종 已然語境
에서 나타나고 경험을 지시하는 시간부사 “曾”과 호응해서 쓰인다. 네 판
본에 狀態補語 기능의 “得”자는 모두 34 번 등장한다. 『舊老』와『諺解』
에 각 13번씩 나오고, 『新釋』과『重老』에 각 4번씩 나온다. 문법형식은
주로 “V+得”이고 “得” 앞의 동사는 대부분 행동동사와 지각동사이다. “V+
不得”형식도 많이 나타났다. 다른 형식들은 모두 한번씩 나타났다. 예(12),
예(13), 예(17), 그리고 예(20)에서의 “得”자 구조에서는 “的”자가 대신 쓰였
다. (13)번에서는 이른 시기의 두 판본에서는 “的”자를 썼지만 후대의 두
판본에서는 “得”자로 바꾸어 썼다.
판본

『舊老』

『諺解』

『新釋』
『重老』

문법형식
V+得
V+不得
不+V+得
V+得+O

용례 수
6
4
1
1

V+得, V+不得
V+得
V+不得
不+V+得
V+得+O

1
6
4
1
1

V+得, V+不得
V+得
V+得, V+不得
V+得
V+得, V+不得

1
3
1
3
1
34

총 출현 회수

총 용례 수

13

13

4
4

[표 9] 狀態補語로 쓰인 “得/不得”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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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可能補語로 쓰인 “得”자 구조
可能補語는 結果補語, 狀態補語와 거의 같은 唐代시기에서 형성된 것이
고 狀態補語보다 의미적으로 더 약화되었으며, 狀態補語보다 더 늦게 등장
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狀態補語 “得”은 앞의 동작이 실현되는 상태를
지시하는 반면, 可能補語는 앞의 행동 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표현한
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可能補語 “得”이 ‘달성하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문법 연구 분야에서는 可能補語를 그 補語 구조가 나타나는 문맥에 따라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분석했던 “得”과 “不得” 後助動辭의 판정과 동
일하다. 즉, 未然語境에서 나타나고 문장에는 의문, 가정, 추측적인 단어 표
지, 혹은 가능성을 표현하는 조동사들이 “得”과 같이 나타난다. 아래는 그
예문이다.
(23)
如今賣的多少?

『舊老』306

如今賣的多少?

『諺解』306

如今賣多少?

『新釋』306

如今賣多少?

『重老』306

(지금 팔면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23)은 『舊老』와『諺解』본에서는 “得”자의 기능을 하는 “的”자가 나타
나고 뒤에 “얼마, 몇”을 뜻하는 “多少”가 나온다. 의문문 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未然語境으로 판정된다. 문법 형식은 “V+得+Pron”7이다. 『新釋』과
『重老』는 “的”자를 생략해서 쓴 경우이다. 現代漢語에서의 용법과 동일하
다.
(24)
店主人家哥, 後頭更有幾個伴當, 趕著幾箇馬來也, 你這店裏下的俺麽?
『舊老』272

7

Pron는 대명사를 의미한다.

90

店主人家哥, 後頭更有幾個火伴, 趕著幾匹馬來也, 你這店裏下的我麽?
『諺解』272
店主人家, 我們後頭還有幾個火伴, 趕著幾匹馬來, 你這店裏可下我們麽?
『新釋』272
店主人家, 我們後頭還有幾個火伴, 趕著幾匹馬來, 你這店裏可下我們麽?
『重老』272
(주인 아저씨, 뒤에도 친구 몇 명과 말들이 있는데, 당신 집에서 우리
를 묵을 수 있습니까?)
(24)의 예에서는 “的”자가 “得”자의 역할을 하면서 “V+得+O”구조에
나타난다. 동사는 “下(묵다)”라는 뜻이다. 예에서는 “的”자 補語를 쓰지
않고 동사 “下”만 쓴다. 그 대신 동사 앞에 가능을 나타나는 조동사 “可(할
수 있다)”을 썼다. “可”자가 후대의 두 판본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전 판본
에서의 “的”자가 可能補語 기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게다가 의문문
문맥이므로 未然語境에서 나타나는 可能補語로 쓰인 것이 확실하다.
(25)
『舊老』275
『諺解』275
『新釋』275
『重老』275

這般的時, 下的恁.
這們的時, 下的你.
這們的, 好下的.
這們的, 好下的.
(그렇다면 묵을 수 있습니다.)

(25)의 예에서는 “的”이 “V+得+O” 구조에서 나타난다. 동사는 “下(묵
다)”이고 목적어는 “你(당신)”이다. 선행절에 가정문맥을 표시하는 “時(…이
면)”가 나타나므로 未然語境이다. 예에서의 목적어 “당신”은 “你” 대신
“恁”을 썼다. 이 현상은 『舊老』에서의 언어가 중국 산동 방언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예에서는 와 달리 “V+得” 형식에서 나타난다.
이때 “得”은 後助動辭다.
(26)
這房兒也下的俺.
你這房兒也下的我.
你這房子也可以勾住了.

『舊老』279
『諺解』279
『新釋』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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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這房子可以勾住了.
(이 방이라면 묵을 수 있겠네.)

『重老』279

(26)의 예는 위의 (25)번과 같은 회에 등장하는 문장이고, 나그네가
방을 보고 나서 묵을 수 있다고 추측하는 말이다. 즉 未然語境이다. 목적어
“俺/我(나)”이다.

“俺”을 쓴 것은 산동방언의 영향이다. 예에서는 같은

의미의 다른 말 즉, “可以勾住了(충분히 묵을 수 있다)”로 표현되었다. “勾”
와 “夠”는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자형으로 나타난다. 문법형식은 “V+得
+O”이다.
(27)
若敎道他不立身, 成不得人, 也是他的命也者.

『舊老』483

若敎道他不立身, 成不得人, 也是他的命也.

『諺解』483

若敎的不好, 不能成人, 雖是他的命該如此.

『新釋』483

若敎的不好, 不能成人, 雖是他的命該如此.

『重老』483

(만일 가르쳐도 입신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한다면 그
것도 제 운명일 뿐이로다.)
(27)의 예에서 “得”자는 “V+不+得+O”형식에 나오고 동사 “成(되다)”
과 목적어 “人(사람)” 사이에 위치하면서 “사람이 제대로 될 가능성”을 나
타낸다. 선행절에는 가정문맥 표지인 “若”이 나타나는데, 未然語境을 지시
한다. 예에서는 “得”자 구조를 쓰지 않고 조동사 “不能(할 수 없다)”을
동사 “成(되다)” 앞에 놓았다. 즉 앞서 언급한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이전
판본에서 “得”자가 可能補語로 기능했음을 증명한다.
(28)
若依著這般在意行呵, 不揀幾時, 成得人也.

『舊老』485

若依著這般用心行時, 不揀幾時, 成得人了.

『諺解』485

若依這般用心行去, 習慣了, 就能成人.

『新釋』485

這般用心行去, 習慣了, 就能成人.

『重老』485

(만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때에도 잘 자라는 사람다
울 것이다.)
(28)번은 (27)번과 마찬가지로 예에서 “得”자가 “V+得+O”형식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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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사람이 제대로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는 동사 앞에 “能(할
수 있다)”을 놓는다. 이전 판본에서 “得”자가 可能補語로 기능했음을 증명
한다. 그리고 가정문맥을 지시하는 단어 “若”도 쓰였다.
(29)
大槪人的孩兒, 從小來, 好敎道的成人呵, 官人前面行也者. 『舊老』482
大槪人的孩兒, 從小來, 好敎道的成人時, 官人也做了.

『諺解』482

大槩人家的兒孫, 從小必要敎道他成人, 做官兒, 在人前面行走.
『新釋』482
大槩人家的兒孫, 從小來要敎導他成人.
『重老』482
(보통 사람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 잘 교육시키면 어른이 되어서 벼
슬아치가 될 수 있다.)
(29)의 예에서 “的”은 동사 “敎道(가르치다; 지도하다)” 뒤에 위치하
며 어른이 되어 벼슬아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동
사의 목적어는 “成人時(어른이 될 때)”라는 동사구이다. 여기에 가정문맥을
나타나는 단어 표지 “時”가 나온다. 문법형식은 “V+得+O”이다. 예에서
는 동사 “敎導” 뒤에 結果補語 “得”자를 쓰지 않고 바로 목적어 “他成人
(그가 어른이 된다)”라는 주술구를 붙였다.
(30)
官人每前面出不得氣力行呵, 一日也做不得人有.

『舊老』486

官人們前面出不得氣力行時, 一日也做不得人.

『諺解』486

若在人前面摠不肯出力, 便到處不得人意.

『新釋』486

若在人前面摠不肯出力, 便到處不得人意.

『重老』486

(관인들 앞에서 힘을 안 쓰면, 하루도 잘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30)의 예에서는 “得”자가 “V+不+得+O” 형식에 나타난다. 동사는
“出(내다)”이고 목적어는 “氣力(힘)”이다. “得”자 補語는 ‘힘을 낼’ 가능성을
표현한다. 예에는 가정문맥 표지 “時”가 나타나 未然語境임을 알 수 있다.
예에서 “時”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呵”자는 元代의 특유한 어기 조
사로, 가정의 의미로 추정된다. 예에서 목적어 “氣力”은 “力(힘)”으로
바뀌었고 동사 “出(내다)” 앞에는 사람의 의향을 나타나는 조동사 “不肯(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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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하려 하지 않다)”이 놓였다. “不肯”은 “不能”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모두 사람의 의지를 반영하는 조동사이다.
(31)
官人每前面出不得氣力行呵, 一日也做不得人有.

『舊老』486

官人們前面出不得氣力行時, 一日也做不得人.

『諺解』486

若在人前面摠不肯出力, 便到處不得人意.

『新釋』486

若在人前面摠不肯出力, 便到處不得人意.

『重老』486

(관인들 앞에서 힘을 안 쓰면, 하루도 잘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이 예문은 (30)번과 같은 구절이다. “得”자가 “V+不得+O” 구조에 나타나
고 ‘사람이 제대로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예에는 가정문 표지 “時”가
나타난다. 예에서와 같은 “得”자는 동사로 쓰인 “得”자 부분에서 이미
분석하였다. 이전 판본과 후대 판본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得”에는
의미적으로 세밀한 차이가 있다. “做不得人”는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는 뜻이고 “不得人意”는 ‘사람들의 의향,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32)
依的俺時, 成交；依不得時, 俺不賣.

『舊老』560

銀子依的我時, 就成交；依不得我時, 我不賣.

『諺解』560

銀子依着我, 就成交; 若不依我, 我是不賣.

『新釋』560

銀子依着我, 就成交; 若不依我, 我是不賣.

『重老』560

(내 말을 들어준다면 흥정이 이루어지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팔지 않을 것이다.)
(32)의 예에서는 “的”자가 “V+得+O”와 “V+不+得+O”형식에 나타난다.
동사는 “依(의거하다)”이고 목적어는 “俺(나)”이다. “得”은“내 의지를 따라
행동할 가능성”을 나타난다. 未然語境을 지시하는 가정문 표지인 “時”도
나온다. 단 예의 후행절에서 목적어 “O”를 생략했으므로 “不得”은 後助
動辭다. 예에서는 “得”자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動態助辭 “着”을 썼다.
“着”은 동작의 지속을 나타낸다. “不依(따라 하지 않다)” 앞에 가정을 표현
하는 언어 표지인 “若(만일)”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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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死的後頭, 不揀什麽, 都做不得主張有, 好行的馬別人騎也, 好襖子別人
穿也, 好媳婦別人根底去也.

『舊老』480

死的後頭, 不揀什麽, 都做不得主張, 好行的馬別人騎了, 好襖子別人穿
了, 好媳婦別人娶了

『諺解』480

到了那臨死, 谁還能勾自做主張, 好坐箇馬別人騎着, 好襖子別人穿着,
好媳婦別人娶去了.

『新釋』480

死的後頭, 不論甚麽, 都做不得主張, 好走的馬別人騎着, 好襖子別人穿
着, 好媳婦別人娶去了

『重老』480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좋은 말 남들 타고, 좋은 옷 남들 입고, 좋은 아내 남들 얻습니다.)
(33)의 예는 모두 “V+不+得+O” 구조이고 동사는 “做(하다)”이다.
목적어는 “主張(주장)”이라는 명사이다. 이 문장은 도리에 대한 이야기로,
가정문맥이다. 그리고 ‘주장할’ 가능성을 표현한다. 예은 위의 몇몇 예와
마찬가지로 “得”자의 부정 형식 대신 동사 “做(하다)” 앞에 조동사 “能勾”
즉, “能够(할 수 있다)”을 놓았다.
(34)
咱每一家裏, 又不是別人.

『舊老』332

咱們一家人, 又不是別人.

『諺解』332

咱們都是一家人, 又比不得別人.

『新釋』332

咱們都是一家人, 又比不得別人.

『重老』332

(우리는 같은 집안 식구이지 남이 아니지 않나.)
(34)의 예에서 “得”은 “V+不+得+O” 형식에 나타난다. 동사는 “比(비
하다)”이고 목적어는 “別人(남,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비할 수 없
다’라는 뜻으로 “得”은 ‘비교하다’라는 행동의 가능성을 나타난다. 예는
“得”자 補語를 쓰지 않고 “是” 문장으로 썼다. 따라서 동사+補語 구조가
나올 필요 없이 “是”자 뒤에 명사 “別人(남들)”이 붙는다. “不是別人(남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 문장은 시간적인 표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
단하기 어려우나 문맥을 보면 세상물정에 대한 말이므로 가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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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
『舊老』

문법형식
V+得+O
V+不+得+O

『諺解』

V+得+Pron
V+得+O
V+不+得+O

『新釋』
『重老』
총 출현 회수

V+得+Pron
V+不+得+O
V+不+得+O

용례 수
6
4
1
6
5
1
1
2
26

총 용례 수
11

12
1
2

[표 10] 可能補語로 쓰인 “得”의 사용 양상
可能補語로 쓰인 “得”자 구조는 네 개 판본에서 총 26회 나타난다. 주로
『舊老』와 『諺解』에서 “V+得+O” 형식과 “V+不+得+O” 형식으로 자주 사
용되었다. 이 형식들은 淸代시기에 많이 줄어들었고 “V+不+得+O” 형식만
남아 있다. 예(23), (24), (25), (26), (29), (32)에서는 “的”자가 “得”의 기능으로
쓰인 사례가 나타난다. 그 중 (32)번에서는 “的”과 “得”이 교체되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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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動態助辭로 쓰인 “得”자 구조
動態助辭 “得”은 述補結構에서의 補語 “得”과 같이 唐代에 형성되었다
(曺廣順 1999, 劉堅 1992). 그러나 “得”이 동사에서 조동사로, 조동사에서
補語로 넘어가는 단계가 모두 實辭 범주 안에서의 변화였던 반면 補語에서
動態助辭로의 전환은 實辭에서 虛辭로의 변화이다. 動態助辭 단계에 다다
르면 “得”자는 실제적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동작이나 행동의 변화
와 지속을 표현하는 표지로 기능한다. 現代漢語에서의 “了”와 “着”과 같다.
動態助辭는 보통 동사 뒤에 위치하고 동작의 상태를 표현한다. 現代漢語
에서의 動態助辭는 “了, 着, 過”의 세 가지가 있다. “了”는 동사 뒤에 놓이
면서, 앞의 동사가 표현하는 행동의 실현과 완료를 지시한다. “着”은 동사
뒤에서 앞의 행동이 지속됨을 표현한다. “過”는 앞의 동작이 실현된 적이
있다, 혹은 앞의 상태가 출현한 적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得”자가 動態助辭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劉堅(1992)는 동작의 추세와 관련된 문맥에서 나타나는 “得”를 動
態助辭로 판정한다. 劉子瑜(2002)는 주로 “得”자 앞에 있는 술어동사의 의
미를 고려해서 판정한다. 劉靜(2008)은 動態助辭 “得”의 실제적인 의미가
소멸되어 단순한 문법적 성분이 된다고 보았다. 여러 학자의 연구를 참조
하여 이 논문에서의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動態助辭 “得”의 어휘의미가 다 소실되고 동작이나 상태의 실현과 지
속만 표시한다.
2. “得”자가 現代漢語의 “了, 着, 過”와 같은 기능으로 쓰인다.
3. 문법형식을 고려할 경우, “V1+ 得+ V2” 구조에서 많이 나타난다.
“得”자 動態助辭는 『老乞大』 네 개 판본 중 『舊本老乞大』와 『老乞
大諺解』에만 나타난다. 그렇다면 『舊本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動
態助辭 “得”이 나오는 구절에 대응하는 후대 판본의 구절에 “得”자 대신
“了, 着, 過”가 쓰였다면, 『舊本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나타나는
“得”자가 動態助辭로 쓰였다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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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過的義州, 漢兒田地裏來, 都是漢兒言語.

『舊老』19

過的義州,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語.

『諺解』19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話.

『新釋』19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話.

『重老』19

(의주를 지나 한인들의 땅에 들어오면 모두 한어를 사용합니다.)
(1)의 예에서 “的”자는 “V+得+O” 구조에 나타난다. “的”자 앞의 동사
는 “過(건너다)”이고 목적어는 “義州(의주)”이다. ‘의주를 지난다’는 뜻이다.
예에서는 “的”자를 쓰지 않고 “了”자를 썼다. “了”는 動態助辭이고, 행
동의 상태(의주를 지난다는 상태)를 나타난다. 그러므로 후대 판본에서
“了”가 출현한 것은 바로 이전 판본에서 “的”자가 動態助辭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2)
盛草的筐兒也沒, 著什麽將的草去?
盛草的筐兒也沒著什麽將的草去?
盛草的筐也沒有, 拿甚麽盛草去?
盛草的筐也沒有, 拿甚麽盛草去?

『舊老』120
『諺解』120
『新釋』120
『重老』120

(풀을 담는 바구니도 없으니 무엇으로 풀을 가지고 갑니까?)
(2)의 예에서는 “的”자가 “V+得+O” 형식에 나타난다. 동사는 “將(원
나라 때에만 쓰인 용법으로 ‘가지다’ 라는 뜻)”이고 목적어는 “草(풀)”이다.
목적어 뒤의 동사는 “去(가다)”이다. 여기에서 “的”자는 가는 방식(풀 가지
고)을 나타난다. 예에서는 “的”자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 “盛(담
다)”를 썼다.
(3)
且房子裏坐的去來.
且房子裏坐的去來.
且到房裏去.

『舊老』122
『諺解』122
『新釋』122

且到房里去.

『重老』122

(잠시 방에 가서 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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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예에는 “V1+得+V2” 구조가 나타난다. “的” 앞은 ‘앉다’라는 동
사이고 뒤는 ‘가다’라는 趨向動辭다. “的”자는 의미없이 ‘앉다’라는 동작의
지속을 표현하고 있다. 現代漢語에서는 “坐着去”라고 쓴다.
(4)
將卓兒來, 敎客人每則這棚底下坐的喫飯.

『舊老』157

將卓兒來, 敎客人們只這棚底下坐的喫飯.

『諺解』157

拿卓子來, 敎客人們就在這棚子底下坐着吃飯.

『新釋』157

拿卓子來, 敎客人們就在這棚子底下坐着喫飯.

『重老』157

(상을 갖고 와서 손님들에게 이 차일 밑에 앉아서 식사를 드시게 마련
하거라.)
(4)의 예에서 “的”자는 “V1+得+V2”형식에서 나타난다. 동사는 “坐(앉
다)”이고 “的” 뒤에 있는 동사는 “喫飯(밥 먹다)”이다. 즉 여기에서 “的”자
는 ‘밥 먹는 방식’을 나타난다. 現代漢語의 “着”과 같다. 예에는 동사
“坐(앉다)” 뒤에 動態助辭 “着”이 나타난다. “着”이 후대 판본에 출현하는
것은 이전 판본에서 “的”자가 動態助辭 기능으로 쓰였음을 증명한다.
(5)
小人在東京城裏住, 現將印信文引1.

『舊老』190

小人在遼東城裏住, 現將印信文引.

『諺解』190

我們在遼東城裏住, 現帶得有印信路引在此.

『新釋』190

我們在遼東城裏住, 現帶得印信路引在此.

『重老』190

(우리들은 동경성에 살고 있는데요. 관청의 확실한 도장이 찍힌 통행증
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5)의 예에서 “得”자는 “V+得+VP” 구조에 나타난다. 앞의 동사는 “帶
(가지다)”이고 “得”자는 “가지다”라는 행동의 지속을 나타난다. 現代漢語에
서의 “着”과 같다. 예에서 “得”자는 “V+得+O” 구조에 나타나고 “着”의

1

『老朴集覽』의 주석에 의하면 ‘路引’ 이라고 불리는 통행증서임을 알 수 있는데, 관청에서
관인을 찍어 발행한 문서이다(정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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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했다.
(6)
俺將的幾箇馬來.

『舊老』303

我將的幾疋馬來.

『諺解』303

我帶幾匹馬來.
我帶幾匹馬來.
(말을 몇 마리 끌고 왔습니다.)

『新釋』303
『重老』303

(6)의 예에서 동사는 “將(가지다)”이고 “的”자 뒤에는 NumP “幾箇馬
(말 몇 다리)”가 붙었다. 문법형식은 “V+得+NumP”이다. 예에서는 “的”
자를 쓰지 않고 동사 “帶(가지다)”를 썼다. “帶”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직접 목적어가 붙을 수 있다.
(7)
請, 請, 裏頭坐的.

『舊老』311

請, 請, 裏頭坐的.

『諺解』311

請裏頭坐.

『新釋』311

請裏頭坐.

『重老』311

(자, 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
(7)의 예에서 “的”자는 “V+得”구조로 나타난다. 동사는 “坐(앉다)”이
고, “的”자는 “앉는 상태”를 나타난다. 現代漢語의 “着”과 같은 기능이다.
예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的”자를 쓰지 않고 동사 “坐(앉다)”만 썼다.
문장이 의미적으로 약간 달라졌다.
(8)
恁好坐的着.
火伴, 你再下處好去坐的着.
火伴, 你往下處坐着.
火伴, 你往下處坐着.
(당신이 잘 있게.)

『舊老』401
『諺解』401
『新釋』401
『重老』401

(8)의 예에서 “的”자는 “V+得+着” 구조에 나타나고 “的”자 뒤에 動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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助辭 “着”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的”과 “着”의 기능이 구분되는 과도
과정을 보여준다. 예에서는 “的”자 없이 “着”만 쓰였다. “的”과 “着”의
기능이 확실히 구분된 것을 보여준다.
(9)
今日備辦了些箇茶飯, 请咱每众亲眷閑坐的.

『舊老』446

今日備辦了些箇茶飯, 请咱們众亲眷閑坐的.

『諺解』446

今日備辦了些茶飯, 请咱們众亲眷來閑坐.

『新釋』446

今日備辦了些茶飯, 请咱們众亲眷來閑坐.

『重老』446

(오늘은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우리의 여러 친척들을 초대하여 한가롭
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9)의 예에서 “的”자는 “V+得” 구조에서 나타난다. “的”은 “着”의 기
능을 하며 선행 동사의 상태를 나타난다. 위의 (7), (8)번과 마찬가지로 후
대 두 판본에서는 “的”자가 쓰이지 않는다. 즉 청나라 때에 이르러 “的”자
와 “着”자의 문법 기능이 구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
請屋裏坐的.

『舊老』447

請家裏坐的.

『諺解』447

各位請家裏坐.

『新釋』447

各位請家裏坐.

『重老』447

(집 안에 들어와 앉으십시오)
위의 (7), (8), (9)번과 같다.
(11)
伴當, 恁落後好坐的者.
夥伴, 你落後好坐的着.
火伴, 你在這裏且等着.
火伴, 你在這裏且等着.
(친구여, 당신은 뒤에 남아 잘들 있어요.)

『舊老』535
『諺解』535
『新釋』535
『重老』535

(11)의 예는 (8)번의 예와 마찬가지로 “的”과 “着”의 기능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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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도적 단계를 보여준다. “者”와 “着”은 자형만 다르게 쓴 것이다. 예
에서는 동사 “坐(앉다)” 대신 “等(기다리다)”를 썼다. “等(기다리다)” 뒤
에 “着”를 붙여 써서 ‘기다리는 상태’를 나타냈다.
(12)
哥哥, 我們廻去也, 你好坐的着.
大哥, 我們也廻去也, 你好坐的着.
大哥, 我們廻去了. 你們好廻去罷.
大哥, 我們廻去了. 你們好廻去罷.
(형님, 우리는 모두 돌아갑니다. 잘 있으시오.)

『舊老』612
『諺解』612
『新釋』612
『重老』612

(8), (11)과 같이 (12)의 예는 “的”과 “着”이 구분되는 과도적 단계를
보여준다. 예에서는 문장의 뜻이 아예 바뀌어, 다른 표현인 “廻去(돌아
가다)”가 쓰였다.
動態助辭로 쓰이는 “得”자 구조는 대부분『舊老』와『諺解』에서 나타나
고 『新釋』과『重老』에서는 각각 한번씩 나타난다. 그리고 현대한어에서
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 구조는『舊老』와『諺解』에 모두 24번 나타나는
데, 각 판본에서 11개씩 찾아볼 수 있다. 『舊老』와『諺解』에서 “的”이
쓰인 문장은 후대의 두 판본에서는 “的”대신 “着”이 쓰였다. 動態助辭 기능
을 하는 “得”자는 대부분 “的”자로 쓰이는데, 예(5)번의 경우는 『新釋』과
『重老』에 한번씩 “得”자가 나타난다.
판본

『舊老』

『諺解』

문법형식

용례 수

V+得

3

V1+得+V2

2

V+得+O

2

V+得+着

3

V+得+NumP

1

V+得

3

V1+得+V2

2

V+得+O

2

V+得+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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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례 수

11

11

V+得+NumP

1

『新釋』

V+得+VP

1

1

『重老』

V+得+O

1

1

총 출현 회수

24

[표 11] 動態助辭로 쓰인 “得”의 사용 양상
위의 예문들을 보면 動態助辭 “得”은 거의 다『舊老』와 『諺解』본에서
나타난다. 淸代의 두 판본에서는 예가 각각 하나씩만 나온다. 이를 통해 淸
代에는 動態助辭 “得”의 사용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V+得”과 “V+得+着” 형식이 가장 많이 쓰였다. “V+得+着” 형식의 경우,
『舊老』와 『諺解』본 시기에는 “得”자 動態助辭와 “着”자 動態助辭가 공
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淸代에는 “得”자 動態助辭가 거의 도태된다. 動態
助辭로 쓰는 “得”자 앞의 동사는 보통 단음절 단어로 나타난다. 목적어가
처소명사일 때에 그 목적어 뒤에 방향을 지시하는 趨向補語를 쓸 수 있다.
또한 “得”자 뒤에 동사구도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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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結構助辭로1 쓰인 “得”자 구조
“得”자가 結構助辭로 넘어가는 단계는 虛辭가 더 虛辭化되는 단계로,
“得”자 문법화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때 “得”자의 어휘적 의미는 다
상실되었고, “V+得+C” 구조에서 補語표지로 쓰이지만, 일부 結果補語와 狀
態補語 구조에서는 “得”을 삭제해도 문법과 의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走得遠(멀리 간다)”는 “得”자 없이 “走遠”로 써도 무방하다.
이로 보아”V+得+C” 구조가 “VC”구조에 합류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蔣
紹愚1994) 이러한 현상은 補語표지로 쓰이는 “得”자가 한층 문법화된 결과
이다. 즉 “V+得+C”구조에서 “得”은 없어도 무방하다. 2 現代漢語 시기에 오
면 結果補語를 쓸 때에 “V+得+C” 대신 “V+C+了” 형식을 많이 쓰게 된다.
예를 들어 “走得遠”를 “走遠了”로 쓰는 것이다. 이는 완료를 표현하는 動態
助辭 “了”가 現代漢語에서 “得” 자 結果補語표지보다 더 명확하고 더 강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補語표지 “得”자는 보통 뒤에 있는 補語를 유도하는 기
능을 한다. 現代漢語에서의 補語표지 “得”의 용법과 매우 비슷하다.
이 절에서는 黃伯榮·廖序東(2002)에 수록된, 여러 補語의 정의에 참조하
여 “得”자가 補語표지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結果補語 표지, 狀態補語표지,
可能補語 표지, 程度補語 표지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程度
補語의 예는 단 하나이다. 그리고 “得”의 기능 종류를 판정하는 기준도 주
로 黃伯榮·廖序東(2002)에서 여러 補語의 정의에 의거하겠다.

7.1 結果補語표지로 쓰인 “得”자 구조
結果補語표지로 쓰인 “得”은 동사와 그 동사의 結果補語를 이끄는 역할
을 한다. 結果補語는 補語 앞에 있는 동사가 완성상태일 때 결과에 대한
설명성분이다. 黃伯榮·廖序東(2002)는 結果補語에 서술하는 성질이 있고,
많은 경우에 동사 뒤에 간단한 단음절 단어로 나온다고 했다. 楊平(1990),
1
2

1장의 각주 2를 참조한다.
여기에서의 합류현상은 주로 現代漢語에서의 結果補語에 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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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靜(2008)은 補語성분 뒤에 “了”를 붙일 수 있으면 “得”자 구조를 結果補
語로 볼 수 있다고 했고, 結果補語는 已然語境에서 나타나고 補語 앞에 있
는 동사가 표현하는 행동은 꼭 완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견해를 참조해서 結果補語표지 “得”의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했다.
1. 結果補語표지 “得”은 已然語境에서 나타나야 한다.
2. 補語성분 뒤에 “了”자가 붙으면 그 補語는 結果補語이고 따라서 “得”
은 結果補語표지이다.
3. “得” 뒤에 붙는 補語는 간단한 형식이며 서술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자.
(1)
俺有一個伴當落後了來, 俺沿路上慢慢的行著今候來, 爲那上遲了來.
『舊老』4
我有一個火伴落後了來, 我沿著路上慢慢的行著等候來, 因此上來的遲了.
『諺解』4
我有一個火伴落後了來, 我沿著路上慢慢的走着等候他, 故此來的遲了.
『新釋』4
我有一個朋友落後了, 所以在路上慢慢的走着等候他來, 故此來的遲了.
『重老』4
(일행 중의 한 사람이 늦게 와서 도중에 천천히 가면서 기다리고 있어
서 늦었습니다.)
(1)의 예에서 “的”자는 “得”자의 기능을 하면서 문법형식 “V+得
+C+了”에 나온다. 동사는 “來(오다)”이고 補語C는 “遲(느리다)”이며, “來(오
다)”에 대해 부연설명 하는 “遲(느리다)”가 나온다. 예에서는 동사가 “來
(오다)” 대신 “上來(올라오다)”가 쓰였다. 문장 끝에 모두 완료를 표현하는
“了”자가 붙었으므로 已然문맥임을 알 수 있다. 補語부분은 간단한 한 글
자의 형용사이다. 예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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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那客人射的昏了, 蘇醒過來.

『舊老』108

那客人射的昏了, 蘇醒過來.

『諺解』108

這里客人射的昏了, 蘇醒過來.

『新釋』108

那客人被贼射的昏了, 蘇醒過來.

『重老』108

(그 나그네는 화살을 맞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
(2)번의 네 문장에는 모두 “射的昏了” (“V+得+C+了”) 구조가 나타난다.
앞의 동사는 “射(쏘다)”이고, 뒤의 補語 “昏了(까무러치다)”는 “射(쏘다)”라
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 즉, “쏘다”라는 동작의 결과는 ‘까무라쳤다’이
다. “的”자는 補語표지이다. 여기에도 已然語境을 지시하는 “了”자가 나타난
다.
(3)
 射歪了也.

『舊老』457

 纔射的歪了.

『諺解』457

 射的歪了, 又失手放.

『新釋』457

 射的歪了, 又失手放.

『重老』457

(잘못 쏘았소. 실수했다.)
(3)번의 은 補語표지 “的” 없이 V+C구조인 “射歪了(비뚤게 쏘았다)”이
다. 동사는 “射(쏘다)”, 補語는 “歪了(비뚤다)”이다. 예는 모두 “V+得
+C+了” 구조이다. “的”은 結果補語표지로 나타난다. 이미 쏜 다음에 한 말
이므로 已然語境이다. 이는 뒤에 붙은 “了”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
俺好生飽了.

『舊老』167

我好生飽了.

『諺解』167

我們吃得大飽了.

『新釋』167

我們喫得大飽了.

『重老』167

(우리는 배가 아주 부릅니다.)
(4)의 예에서 得자는 “V+得+C+了”구조에 나타난다. 동사는 “吃(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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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고, 補語는 “大飽(아주 배 부르다)”이다. “得”은 結果補語표지로, “먹
다”라는 행동의 결과 즉, “아주 배 부르다”를 나타낸다.
위의 (1)번에서 (4)번까지 네 개의 예에서 “得”자는 모두 “V+得+C+了”
구조로 나타난다. 문장 끝에도 역시 “了”자를 붙었다.
(5)
李子, 松子, 栗子, 些椀菜果子, 都用的好.

『新釋』465

李子, 松子, 栗子, 都用的好.

『重老』465

(자두와 잣과 밤이 모두 잘 준비되었다.)
(5)번의 두 후대 판본에는 “的”자가 나타나지만 이전의 두 판본에서는
내용이 다르다. 여기서 동사 “用(사용하다)” 뒤에 補語 “好(좋다)”가 나온다.
문법형식은 “V+得+C”이다. “사용하다”라는 행동의 결과는 “좋다”이다. ‘잘
쓴다’는 뜻이다. 야채와 과일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이
므로 已然語境이다.
(6)
正賊捉不住, 幹把地主並侧近平人涉疑打拷.

『舊老』104

正賊捉不住, 幹把地主並左近人涉疑打拷.

『諺解』104

正賊捉不住, 幹把地主並左近平人涉疑打拷.

『新釋』104

正賊捉不住, 幹把地主併左近人涉疑打拷.

『重老』104

(진짜 도둑을 잡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백성들만 고문했습니다.)
네 예문은 모두 “捉不住 (잡지 못하다)”를 사용했다. “住(하지 못하다; 할
수 있다)”는 여기에서 補語 역할을 하고 있다. “捉不住”의 문법형식은 “V+
不+C”이다.
(7)
咱這馬們路上來, 每日行走路子辛苦, 喂不到, 都沒甚麽膘. 『舊老』290
咱這馬們路上來, 每日走路子辛苦, 喂不到, 都沒甚麽膘.

『諺解』290

咱這馬一路上來, 每日行走路子辛苦, 又喂不到, 都沒甚麽膘.
『新釋』290
咱這馬們路上來, 每日行走路子辛苦, 又喂不到, 都沒甚麽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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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老』290
(우리 이 말들은 올라올 때에 매일 길에서 고생하고 먹이도 충분히 주
지 못했으니까 모두 많이 살찌지 못했네.)
네 문장이 모두 “喂不到”를 썼다. “喂不到”는 “충분히 먹이지 못한다”라
는 의미이고 “喂得到”의 반대형식이다. 補語성분은 “到”인데, 이는 現代漢
語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補語이다. 문법형식은 “V+不+C”이다.
위의 (6)와 (7)의 두 예는 모두 부정형식 “V+不+C”으로 나타난다.
(8)
胡喫的過去.

『舊老』 255

將就喫的過.

『諺解』 255

將就吃的過.

『新釋』 255

將就喫的過.

『重老』 255

(그런대로 좋군.)
네 문장에 모두 “V+得+C” 구조가 나타난다. 동사는 “吃(먹다)” 이고 補
語는 “過”이다. 이 문장은 주막에서 상인들과 주인들이 나눈 대화로, 상인
이 술의 맛을 평가하는 말이다. 즉 已然語境 이다.
(9)
咱這高麗言語只是高麗田地裏行的, 過的義州, 漢兒田地裏來, 都是漢兒
言語.

『舊老』 19

我這高麗言語只是高麗地面裏行的, 過的義州,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
語.

『諺解』 19

我這朝鮮話只可在朝鮮地面上行得去,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
話.

『新釋』 19

我這朝鮮話只可在朝鮮地面上行得去,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
話.

『重老』 19

(우리 고려의 말은 단지 고려 땅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주를 지
나서 중국 땅에 도달하면 모두 한어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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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동사는 “行(가다; 나가다)”이고 뒤에 있는 補語는 趨向動辭 “去
(지나가다)”이다. 이처럼 趨向動辭가 “V+得+C” 구조에서 補語 역할을 하는
양상은 元代 述補結構의 특징이다. 이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已然語境이다.
위의 (8)과 (9) 두 예문은 모두 趨向動辭가 補語 역할을 한 경우이다.
(10)
我試嘗微微的有些淡, 著上些塩著.

『舊老』81

我嘗得微微的有些淡, 再著上些塩著.

『諺解』81

我嘗得略略有些淡, 再上些塩.

『新釋』81

我嘗得略略有些淡, 再上些塩.

『重老』81

(약간 맛이 싱겁네. 소금을 조금 더 넣게. )
(10)의 예에서 “得”자는 “V+得+CP” 구조에서 쓰였다. 동사는 “嘗
(맛 보다)”이고 “得”자 뒤의 CP는 “略略/微微 (조금) 有些淡(약간 좀 싱겁
다)”이다. 동작 “嘗(맛보다)”의 결과는 ‘싱겁다’이다. 예에서는 이러한 구
조를 쓰지 않았는데, 문장에 나타나는 “的”자는 “得”자 기능에 해당하는 것
이 아니라 “的”자 자체의 기능인 관형어표지로 쓰였다. “맛보다”라는 행동
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已然語境 이다. 이 예는 독특하게 補語 형용사
뒤에 수식어가 붙고 있다. 예(1), (2), (3), (5), (8)번에서의 “得”자 구조는 “的”
자로 쓰였다.
판본
『舊老』

『諺解』

『新釋』

문법형식
V+得+C
V+不+C
V+得+C+了
V+得+C
V+不+C
V+得+CP
V+得+C+了
V+得+C
V+不+C
V+得+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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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수
1
2
1
1
2
1
3
3
2
1

총 용례 수
4

7

10

『重老』

V+得+C+了
V+得+C
V+不+C
V+得+CP
V+得+C+了

총 출현 회수

4
3
2
1
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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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結果補語표지로 쓰인 “得”의 사용 양상
結果補語표지로 쓰이는 “得”은 여러 판본에서 모두 31번 나타났다. 『舊
老』와『諺解』보다는 『新釋』과『重老』에 자주 출현했다. 이러한 용법
은 현대에 와서 “得”자의 주요한 문법기능이 된다.

7.2 狀態補語표지로 쓰인 “得”자 구조
狀態補語표지 “得”은 동사와 狀態補語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狀態補語
는 주로 앞에 있는 동사가 초래하는 상태를 묘사한다. 즉 狀態補語는 묘사
성을 갖는다. 黃伯榮·廖序東(2002)에 따르면 狀態補語는 結果補語와 달리
補語성분이 복잡하다. 劉靜(2008)은 문장 끝에 명령의 의미를 갖는 “着”자
가 있으면 문장의 補語 성분은 狀態補語로 볼 수 있다고 했다. 狀態補語는
보통 已然문맥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면 狀態補語표지
“得”의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狀態補語표지 “得” 뒤에 있는 補語성분이 묘사성을 가지고 있다.
2. 狀態補語표지 “得”은 已然語境에서 나타난다.
3. 문장 끝에 명령문 표지 “着”이 있으면 상태補語표지로 판단할 수 있
다.
(11)
你是高麗人, 卻怎麽漢兒諺語說的好有?

『舊老』7

你是高麗人, 卻怎麽漢兒諺語說的好?

『諺解』7

你却是朝鮮人, 怎麽能說我們的官話呢?

『新釋』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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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却是朝鮮人, 怎麽能說我們的官話呢?

『重老』7

(당신은 고려사람인데 어떻게 한어를 잘하시는가?)
(11)의 예에서 “的”자는 “V+得+C” 구조에 나타난다. 동사는 “說(말하
다)”이고, 補語는 “好(좋다)”이다. ‘말하다’라는 행동의 상태는 ‘잘하는 것’이
다. 여기서 중국상인은 고려상인이 漢語를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말을
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已然語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예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되었다.
(12)
早修起了也, 更比在前高二尺, 闊三尺, 如法好有.
修起了, 比在前高二尺, 闊三尺, 如法做的好.

『舊老』99
『諺解』99

修起了, 比在前高二尺, 闊三尺, 越發做的甚好.

『新釋』99

修起了, 比在前高二尺, 闊三尺, 越發做的好.

『重老』99

(오래전에 고쳤습니다. 예전보다 두 자나 높고 석 자나 넓어져서 규격
에 맞추어 훌륭해졌습니다.)
(12)의 예에 “的”자가 나타난다. 앞의 동사는 모두 동일하게 “做(하
다)”를 쓴다. 뒤에 있는 補語는 번 문장에서만 “甚好(아주 좋다)”로 나타
난다. 와 에서는 “好(좋다)”를 썼다. 다리를 보고나서 평가하는 말이므
로 已然語境에 해당한다. 문법형식은 “V+得+C”이다. 예은 다른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13)
咱每壹個人牽著兩個去, 栓的牢者.

『舊老』144

咱們一個人牽著兩個去, 栓的牢着.

『諺解』144

咱們一個人牽著兩個去, 栓的牢着.

『新釋』144

咱們一個人拉着兩箇馬去, 栓的牢着.

『重老』144

(한 사람이 두 마리씩을 끌고 가도록 하고, 단단히 묶자.)
(13)번의 4개 예들은 모두 “V+得+C+着” 구조를 사용한다. 동사는 “栓(매
다)”이고 뒤에 있는 補語는 모두 형용사 “牢(견고하다)”이다. 즉 “매다”라는
동작의 상태는 견고하다. 이 문장은 명령문이고, 끝에 “着”자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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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와 “着”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4)
恁休做客, 慢慢喫的飽者.

『舊老』166

你休做客, 慢慢喫的飽着.

『諺解』166

你們休做客, 慢慢的往飽裏吃罷.

『新釋』166

你們休做客, 慢慢的飽吃罷.

『重老』166

(사양 말고 천천히 많이 드시오.)
(14)의 예에서 “的”자는 “V+得+C+着”구조에 나타난다. 동사는 “喫(먹
다)”이고, 뒤의 補語는 “飽(배 부르다)”이다. 명령문을 가리키는 표지 “着”
자가 나타난다. 예  에는 “的”자가 나타나지만 “的”자 자체의 기능인 부
사어로 쓰였다.
위의 예 (13)과 (14)에서는 문장 끝에 모두 “着”자를 썼다.
(15)
這橋梁, 橋柱也比在前哏牢壯, 阿的涯十年也壞不得.『舊老』150
這橋梁, 橋柱比在前忒牢壯, 這的捱十年也壞不得.

『諺解』150

就是這橋梁, 橋柱也比在前收拾的牢壯, 再過十幾年也不能壞的.
『新釋』150
這橋梁, 橋柱也比在前更牢壯, 再過十幾年也不壞了.『重老』150
(다리 들보와 다리 기둥도 예전보다 훨씬 튼튼하게 되었네. 이러면 10
년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로세.)
(15)번에서는 예에서만 “的”자 구조가 나타난다. 앞의 동사는 “收拾(수
선하다)”이고 뒤에 있는 補語성분은 “牢壯(단단하다)”이다. 즉, ‘수선한 결과
는 단단하다.’ 補語는 묘사성을 가지고 있다. 문법형식은 “V+得+C”이다. 다
른 예들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哏牢壯; 忒牢壯; 更牢壯(더 단단하
다)”라는 뜻이고 동사는 쓰지 않았다.
(16)
咱們休磨拖, 趁涼快, 馬喫的飽時, 趕動者.

『舊老』240

咱們休磨拖, 趁涼快, 馬又喫的飽時, 趕動着.

『諺解』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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咱們休延遲, 趁涼快, 馬又吃的飽時, 趕早快走.

『新釋』240

咱們休延遲, 趁涼快, 馬又喫的飽時, 趕早快走.

『重老』240

(꾸물대지 말고 서늘하고 저 말들이 잘 먹어 배부른 사이에 서둘러 가
세나.)
문장 에는 똑같이 “吃的飽(배 부르게 먹다)”라는 말이 나온다(喫=
吃). “得”자 구조 뒤에 붙는 “時”자는 여기에서 ‘…이면’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이에’라는 시간을 제시하는 단어이다. 말들을 벌써 먹인 후이므로 已
然語境에서 ‘먹다’라는 동작의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문법형식은 “V+得
+C”이다.
(17)
俺沿路慢慢的來.

『舊老』313

我沿路慢慢的來.

『諺解』313

我在路上走得慢.

『新釋』313

我在路上走得慢.

『重老』313

(오는 길에 천천히 와서 그렇다네.)
(17)의 예에서 “得”자는 “V+得+C” 구조에서 나타난다. 동사는 “走(걷
다)”이고 補語는 “慢(느리다)”이다. 즉 걷는 행동의 상태는 느리다. 이 문장
은 이씨가 고려에서 온 친척과 나눈 대화로, 왜 늦게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천천히 왔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已然語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
에서는 “的”자가 있지만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천천히 오다”라는
뜻이다.
(18)
似這一等經緯不等, 織的又鬆, 哏不好有.

『舊老』568

似這一等經緯不等, 織的又鬆, 却不好.

『諺解』568

似這一等經緯不一样, 織的又鬆, 却不好.

『新釋』568

似這一等經緯不一样, 織的又鬆, 却不好.

『重老』568

(이러한 등급의 천을 짜는데 가로 세로 다 고르지도 않고, 좋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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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문에서는 네 개 판본의 문장이 모두 같다. 동사는 “織(뜨다)”이고
補語는 “鬆(느슨하다)”이다. “뜨다”라는 행동은 이미 끝난 행동이므로 문장
의 문맥은 已然語境이다. 狀態補語표지 “的”자와 補語 “鬆(느슨하다)” 사이
에 부사어 “又(또)”를 삽입했다. 문법형식은 “V+得+C”이다.
(19)
我曾打聽得, 高麗田地裏賣的行貨, 底似十分好的倒賣不得, 则宜豹子行
貨, 倒著主兒快.

『舊老』590

我曾打聽得, 高麗地面裏賣的貨物, 十分好的倒賣不得, 只宜将就的貨物,
倒着主兒快.

『諺解』590

我曾打聽得, 朝鲜地方所賣的行貨物, 十分好的倒賣不去, 則宜将就些的
貨物, 倒有主兒, 賣得快.

『新釋』590

我曾打聽得, 朝鲜地方所賣的行貨物, 十分好的倒賣不去, 則宜将就些的
貨物, 倒有主兒, 賣得快.

『重老』590

(제가 알아보게 됐는데, 조선 땅에서 팔리는 물품으로는 너무 좋은 것
은 안 팔린다, 일반적인 것은 오히려 빠르게 팔립니다.)
(19)의 예에서 “得”자는 “V+得+C” 구조로 나타난다. 동사는 “賣(팔
다)”이고 補語는 “快(빠르다)”이다. 즉, 팔리는 행동의 상태는 빠르다. 예
에서는 다른 문장으로 표현되었다. 알아본 사실에 대해 하는 말이므로
已然語境이다.
(20)
這裏有五虎先生, 最算得好有, 咱每那裏筭去來.

『舊老』600

這裏有五虎先生, 最算得好, 咱們那裏筭去來.

『諺解』600

這裏有箇五虎先生, 最是算得好, 咱們就到那裏筭卦. 『新釋』600
這裏有箇五虎先生, 看命最好, 咱們到那裏問問.

『重老』600

(여기에는 오호선생이 있습니다, 점을 제일 잘 칩니다. 우리 가서 한 번 보십시오.)
(20)의 예에서 모두 “V+得+C” 구조를 썼다. 동사는 “算(점치다)”이
고 補語는 “好(좋다)”이다. 즉, 점치는 행동의 상태는 좋다. 예에서는 다
른 구조를 썼다. “看命最好 (점보는 게 제일 좋다)” 라는 뜻이다. 문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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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을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한 서술이므로 已然語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1)
上的分外牢壯, 好看.

『舊老』523

上的分外牢壯, 好看.

『諺解』523

上的分外牢壯, 好看.

『新釋』523

上的分外牢壯, 好看.

『重老』523

(아주 튼튼하고 보기에도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4개의 예문이 모두 같다. 동사는 “上(설치하다)”이고 補語는 CP “分外牢
壯(아주 단단하다)”이다. 즉, 설치한 상태는 아주 단단하다. 문법형식은
“V+得+CP”이다. 이 문장은 이미 만들어진 신발에 대해 서술하는 말이므로
已然語境이다. 補語 부분은 복잡한 편으로, 묘사성을 가지고 있다.
(22)
這槽道好生寬有, 厮離的較遠些兒栓.

『舊老』144

這槽道好生寬有, 離的遠些兒栓, 又恐怕繩子扭着.

『諺解』144

這馬槽寬大, 離遠些兒栓, 不要把繩子扭着.

『新釋』144

這馬槽寬大, 離的遠些兒栓, 怕繩子扭着.

『重老』144

(이 말구유는 폭이 꽤 넓구나. 말들을 멀리 좀 떨어뜨려서 묶어야겠네.)
(22)번의 는 모두 “V+得+CP” 형식으로 쓰였다. 동사는 “離(떨어뜨
리다)”이고 補語는 형용사 “遠(멀다)”이다. 즉, 떨어뜨리는 행동의 정도는
멀다. 예에서는 “的”자를 쓰지 않고 직접 “V+C” 구조를 썼다.
(23)
喫得飽那不飽?

『舊老』167

喫得飽那不飽?

『諺解』167

吃得飽不飽?

『新釋』167

喫得飽不飽?

『重老』167

(배불리 드셨나요, 못 드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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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은 모두 “V+得+C+不+C”를 썼다. 동사는 “吃(먹다)”이고, 補語는
“飽(배 부르다)”이다. 예에는 “不+C” 앞에 “那(의문 어기 조사)”가 있다.
의미적으로는 와 같다. 밥을 먹고나서 물어보는 말이므로 已然語境임
을 알 수 있다. “吃”와 “喫”는 같은 의미이다.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狀態補語표지로 쓰는 “得”자가 나타나는 문맥은
已然語境 이다. “得”자 뒤에 있는 補語성분들은 묘사성을 가지고 있고 단음
절 형용사로 많이 나타난다. 형용사補語 앞에 부사어도 쓸 수 있다(예12,
예21). 그리고 일부 명령문에서는 문장 끝에 “着”자가 나온다(예13, 예14).
『老乞大』의 네 판본에 나타나는 “得”자 狀態補語는 의문문에 나타나는 경
우가 단 한번 밖에 없다. “得”자의 문법형식은 아래 표와 같다.
판본

『舊老』

『諺解』

『新釋』

『重老』

문법형식

용례 수

V+得+C

4

V+得+C+着

2

V+得+CP

2

V+得+C+不+C

1

V+得+C

5

V+得+C+着

2

V+得+CP

2

V+得+C+不+C

1

V+得+C

7

V+得+C+着

1

V+得+CP

1

V+得+C+不+C

1

V+得+C

5

V+得+C+着

1

V+得+CP

2

V+得+C+不+C

1

총 출현 회수

총 용례 수

9

10

10

9

38

[표 13] 狀態補語표지 “得”의 사용 양상
“得”자가 狀態補語표지로 쓰이는 경우는 『 老乞大 』 네 개 판본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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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나타난다. 그리고 문법형식은 주로 “V+得+C”이다. 출현 횟수는 각 판
본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온다. 예 (17), (19), (20), (23)번을 제외하면 “得”자
구조의 절반은 “的”자로 대신 쓰였다. 狀態補語표지로 쓰인 “得”이 각 판본
에서 출현하는 양상이 비슷한 것은 狀態補語표지 “得”이 結果補語표지보다
좀더 늦게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7.3 可能補語표지로 쓰인 “得”자 구조
可能補語표지로 쓰인 “得”은 동사와 동사의 기능補語를 이끈다. 可能補
語는 補語 앞에 있는 행동이 실현될 가능성을 지시한다. 結果補語, 狀態補
語와 달리 可能補語는 未然語境에서 나타난다. 문맥의 변화에 따라 문장에
서의 補語 및 補語표지의 종류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문장 전후의
맥락은 補語 및 補語표지의 종류를 구별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現代漢語
에서는 可能補語로 항상 “了[liǎo]”를 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여러 補語
들이 “了”로 치환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기도 했다. 판정기준은 아
래와 같다.
1. 가정, 추측, 의문 문맥인 未然語境에서 나타난다.
2. 現代漢語에서의 可能補語 “了”로 바꾸면 의미상 통해야 한다.
(24)
到那裏便早時也好, 咱每歇息頭口, 明日早行.

『舊老』42

到那裏便早時也好, 咱們歇息頭口, 明日早行.

『諺解』42

到那裏時候雖早也好, 歇息牲口, 明日早行的便宜.

『新釋』42

到那裏雖是早些兒也好, 歇息牲口, 明日早行.

『重老』42

(거기에 비록 일찍 도착해도 좋다네. 이 말들을 쉬게 하고, 내일 일찍
가도록 하세)
“的”자는 예에서만 나타난다. 동사는 “行(걷다)”이고 補語는 “便宜(편리
하다)” 이다. “的”은 補語표지이다. 다른 예들은 다른 말로 표현되었다. 문
장 전체의 뜻을 보면 “내일”에 대한 추정이므로 未然語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는 未然語境을 지시하는 양보접속사“雖” 자가 나타난다.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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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V+得+C”이다.
(25)
『舊老』67
這镘刀钝, 若干草幾時切得了?
『諺解』67
這鍘刀不快, 許多草幾時切得了?
『新釋』67
這鍘刀不快, 許多草幾時纔锲得完呢?
這鍘刀不快, 許多草幾時锲得完了?
『重老』67
(이 작두는 잘 들지 않으니 이 많은 꼴을 언제 다 자를 수 있겠단 말
인가?)
(25)의 예에서는 “得”자가 “V+得+C” 구조에 나타난다. 동사는 “切(자
르다)”이고 補語는 “了(가능을 나타냄)”이다. “得”자는 ‘자를 수 있는’ 가능
성을 나타난다. 예에서 “得”자도 “V+得+C”구조에 나타난다. 補語는 “完
(끝나다)”으로 바뀌었다. 아직 꼴을 자르지 않으므로 未然語境에 나타나는
의문문 문맥으로 판단된다.
(26)
他有福分呵, 官人也做也者.

『舊老』482

他有福分時, 官人也做了.

『諺解』482

他若有福分, 長大了官兒要做的.

『新釋』482

若有福分, 官兒也做得了.

『重老』482

(만일 복이 있으면 벼슬아치가 될 수 있다.)
(26)의 예문 에 나타나는 “得”은 可能補語표지이다. 동사는 “做(하다)”
이고 가능을 나타나는 補語 “了”도 사용되었다. 선행절에는 未然語境을 지
시하는 언어표지인 “若”이 나왔다. 문법형식은 “V+得+C”이다. 예문는
“得”자 구조를 쓰지 않았다.
(25)와 (26)번 예문은 특정적인 補語 “了”를 사용하는 예문이고, 現代漢語
와 같다.
(27)
那般時, 馬每分外喫得飽.
這般時, 馬們分外喫得飽.

『舊老』90
『諺解』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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似這般喂法, 這馬是分外吃得飽.
似這般喂, 這馬分外喫得飽.
(그렇게 하면 말들은 의외로 듬뿍 먹는다네.)

『新釋』90
『重老』90

(27)의 네 문장에는 모두 “喫得飽(배 부르게 먹다)”가 나온다. 문법형식은
“V+得+C”이다. 먹는 동작은 “배 부르다” 라는 상태를 이끌어낸다. 이 예에
서는 未然語境을 나타나는 단어 “時(…이면)”이 쓰였다.
(28)
這箇馬也行的好

『舊老』48

這箇馬也行的好

『諺解』48

這箇馬也走的好

『新釋』48

這箇馬走的好.

『重老』48

(이 말도 잘 달리는가?)
(28)의 예와 에 나타나는 “的”자 구조는 같은 문법형식인 “V+得
+C”이고, 동사만 다르다. 에서의 동사는 “行(행하다)”이고 에서의
동사는 “走(걷다)”이다. 補語성분은 모두 “好(좋다)”이다. 즉 ‘잘 걸을 수 있
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 문장은 시장에서 말을 매매하는 장면에서 나온
다. 말을 보면서 “잘 달린다”라는 추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未然語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9)
若敎道他不立身, 成不得人, 也是他的命也者.

『舊老』483

若敎道他不立身, 成不得人, 也是他的命也.

『諺解』483

若敎的不好, 不能成人, 雖是他的命該如此.

『新釋』483

若敎的不好, 不能成人, 雖是他的命該如此.

『重老』483

(만일 잘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제
운명일 뿐이로다.)
(29)의 예에서 “得”은 “V+得+不+C” 구조에 나타난다. 동사는 “敎(가
르치다)”이고, 補語는 “不好(좋지 않다)”이다. 예에서는 “得”이 없이 동
사 “敎道(가르치다)” 뒤에 직접 목적어 “他(그 사람)”를 붙였다. 가정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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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未然語境을 나타내는 언어 표지인 “若”자도 쓰였다.
(30)
頭到明, 不喫的飽了那?

『舊老』222

頭到明, 不喫的飽了?

『諺解』222

到天亮了, 這馬都可吃飽了.

『新釋』222

到天亮了, 這馬都可喫飽了.

『重老』222

(밝을 때까지는 배부르게 먹지 않겠소?)
(30)번의 예에서 “的”는 “不+V+得+C” 구조에 나타난다. 동사는 “吃
(먹다)”이고 補語는 “飽(배 부르다)”이다. 예에서는 補語표지 “的”이 없
이 직접 “吃飽(V+C)” 형식을 썼다. 반어문 문맥이고, ‘배부르게 먹을’ 가능
성을 나타낸다. 補語 “C” 뒤에 붙는 “了”자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난다. 즉,
“배가 부르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31)
不爭將去時, 連其余的馬都染的壊了.

『舊老』378

不爭將去時, 連其余的馬都染的壊了.

『諺解』378

若拉馬去, 連其餘的馬都帶累壊了.

『新釋』378

若拉馬去, 連其餘的馬都染的壊了.

『重老』378

(만일 그냥 데려가면 다른 말까지 모두 감염돼버릴 것이오.)
(31)에서 예는 모두 같은 형식으로, “V+得+C”이다. 동사는 “染(전염
되다)”이고 補語는 “壞了(건강하지 않다)”이다. 즉, 전염된 결과는 “건강하
지 않다”이다. “的”자는 可能補語표지이다. 예은 다른 예들과 달리 “的”자
구조를 쓰지 않고 ‘동사+補語(帶累壊了 말려 들다)’ 구조를 썼다. 여기서
(30)번과 비슷하게 “了”자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난다. 즉 “전염상태”로 변
하는 것이다. 가정적 문맥을 가리키는 “時”와 “若”이 모두 쓰였다.
(32)
這胡洞窄, 牽著馬多時過不去, 咱每做兩遭兒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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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老』128

這胡同窄, 牽著馬多時過不去, 咱們做兩遭兒牽.

『諺解』128

這胡同窄, 牽了馬多過不去, 咱們做兩回牽罷.

『新釋』128

這胡同窄, 牽了馬多過不去, 咱們做兩回牽罷.

『重老』128

(이 골목이 좁아서, 말들이 많으면 같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번씩 가야 됩니다.)
이 네 문장에 모두 “過不去(지나갈 수 없다)”가 쓰였다. 문법형식은 “V+
不+C”이다. 동사는 “過(지나다)”이고, 補語는 “去(가다)”이다. 지나갈 가능
성을 나타난다. 반대말은 “過得去”이다. 골목을 보고 지나갈 수 없다고 추
정하는 것이므로 未然語境이다.
(33)
便將到市上, 市上人也出不上價錢.

『舊老』290

便將到市上, 市上人也出不上價錢.

『諺解』290

就到市上去, 市上人也出不上價錢.

『新釋』290

便將到市上, 市上人也出不上價錢.

『重老』290

(시장에 끌고 가도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없습니다.)
(33)의 4개의 예는 모두 “V+不+C” 구조이다. 동사는 “出(내다)”이고 補語
는 “上(가능함을 나타난다)”이다. 반대말은 “出得上”이다. 전체적으로 추측
하는 문맥이고, 양보관계를 나타나는 양보접속사 “便(…하니)”자가 쓰였다.
(34)
背念過的, 師傅與免帖一箇.

『舊老』16

背念過的, 師傅與免帖一箇.

『諺解』16

背得過的, 師傅給他面貼一箇.

『新釋』16

背得過的, 師傅給他免貼一箇.

『重老』16

(외울 수 있으면 스승께 면첩을 받습니다.)
(34)의 예에서는 “得”이 “V+得+C” 구조에 나타난다. 동사는 “背(외우
다)”이고, 補語는 “過(지나다)”이다. ‘외우는 것을 통과할’ 가능성을 나타난
다. 그리고 補語 “過” 뒤에 있는 “的”자는 관형어이고 어떤 사람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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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背得過的人(외울 수 있는 자)”라는 뜻이다. 예는 다른 구조이다.
이 문장은 가정문맥에서 쓰였다.
(35)
若再撤簽試不過, 將出免帖來毀了, 便將功折過免了打.
『舊老』16
若再撤簽試不過, 將出免帖來毀了, 便將功折過免了打.
『諺解』16
若後來再撤簽背不過書的, 拿出免帖來撕開, 便將功折過免打了.
『新釋』16
若後來再撤簽背不過的, 拿出免帖來撕開, 便將功折過免打了.
『重老』16
(만일 다음 번 제비에 뽑혀서 암송하지 못하면 그 면첩을 꺼내어 찢어
버리고, ‘앞의 공을 봐서 죄를 사함’이라 해서 맞지 않아도 됩니다.)
(35)의 예에서는 “得”자가 “V+不+C” 구조에 나타난다. 동사는 “行(행
하다, 지나다)”이고 補語는 “去(가다)”이다. 지나갈 가능성을 나타난다. 예
에서 補語표지 역할을 하는 것은 “得”이 아니고 動態助辭 역할을 하는
“的”이다. 未然語境을 가리키는 가정문 표지 “若”이 나타난다.
(36)
背過的, 師傅與免帖一箇.

『舊老』14

背過的, 師傅與免帖一箇.

『諺解』14

背的熟的, 師傅給免贴一张.

『新釋』14

背得熟的, 師傅給免贴一张.

『重老』14

(암송하는 데 능숙한 사람에게 스승이 면첩 한 장을 줍니다.)
(36)의 예에서 “的”자는 “V+得+C” 구조에 나타나난다. 앞의 동사는
“背(외우다)”이고, 뒤의 補語는 “熟(익숙하다)”이다. “외우다”라는 동작은
“익숙한 것”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예에서는 “的” 대신 “得”자를 썼다.
예 두 예문에서의 補語 “熟” 뒤에 붙는 “的”자는 (34)번의 에서의
“的”자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관형어이다. 예와 다른 구조인데, “背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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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외웠던 것)”에서 “的”자는 관형어이다.
(37)
雖然這般呵, 房子委實窄, 宿不得.

『舊老』195

雖然這般時, 房子委實窄, 宿不得.

『諺解』195

雖然這般說, 房子實在窄小, 住不下.

『新釋』195

雖然這般說, 房子實在窄小, 住不得.

『重老』195

(그건 그렇지만, 집이 정말 좁아서 묵게 할 수가 없소이다.)
번에서 동사는 “住(묵다)”이고 可能補語는 趨向動辭 “下”이다. ‘묵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쓴 것이다. 문장 앞에 “雖然(비룩…하지만)”라는 양보관
계를 지시하는 단어가 나타나므로未然語境임을 알 수 있다. 문법형식은
“V+不+C”이다. 번은 後助動辭 “不得”의 용례이다.
(38)
舡投水裏出來, 旱地裏行不得, 車子載著有；車子水裏去呵, 水裏行不得,
舡裏載著有. 一個手打呵, 響不得有, 一個腳行呵, 去不得有.
『舊老』488
船是從水裏出, 旱地裏行不得, 须要車子載著；車子水裏去時, 水裏行不
得, 須用船裏載著. 一個手打時響不得, 一個腳行時去不得.
『諺解』488
自古說: 船從水出, 旱地上是行不得的; 車从地行, 水裏是行不去的. 一个
巴掌是打不響的, 一個腳是不能走的.

『新釋』488

自古說: 船從水出, 旱地上是行不得的; 車从地行, 水裏是行不去的. 一个
巴掌是打不響的, 一個腳是不能走的.

『重老』488

(배는 물에서 나오면 육지로는 다닐 수 없으니까 뭍에서는 수레로 실
어 나르는 것이다. 한 손으로 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으며 발 하나
로는 걸을 수가 업는 것이다.)
(38)의 예의 “行不得(다닐 수 없다)”, “響不得(소리가 울릴 수 없다)”,
“去不得(갈 수 없다)”에서의 “得”은 後助動辭 “不得”으로 쓰인 예이다. 예
에서 “行不去(지나갈 수 없다)”는 긍정형식 “行得去(지나갈 수 있다)”의
123

반대말이고 “去(가다)”는 행동의 방향을 지시하는 趨向補語이다. “打不響(소
리가 올릴 수 없게 치다)”는 “打得響(소리가 울릴 수 있게 치다)”의 반대말
이다. 여기에서의 “得”은 동사와 가능補語를 이어주는 可能補語표지이다.
이 문장은 삶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므로 未然語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得”자가 可能補語 표지로 쓰인 용례는 네 개 판본에서 총 42개가 있었
다. 주요 문법 형식은 “V+得+C”이다. 이는 『新釋』과『重老』의 두 판본
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문법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可能補語 구조에
서는 補語로 趨向動辭(過, 上, 下, 去 등)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부정형식
은 “V+不+C”와 “不+V+得+C” 그리고 “V+得+不+C”의 세 가지가 있다. 예
(24), (28), (29), (30), (31), (36)의 『新釋』본에서는 “的”자가 “得”자의 可能補
語 표지 기능을 했다.
판본
『舊老』

『諺解』

『新釋』

『重老』

문법형식

용례 수

V+得+C

4

V+不+C

3

不+V+得+C

1

V+得+C

4

V+不+C

3

不+V+得+C

1

V+得+C

6

V+不+C

6

V+得+不+C

1

V+得+C

7

V+不+C

5

V+得+不+C

1

총 출현 회수

총 용례 수
8

8

13

13

42

[표 14] 可能補語표지로 쓰인 “得”의 사용 양상
可能補語표지로 쓰이는 “得”자의 사용량이 선대의 두 판본에 비해 淸代
에 간행된 두 후대 판본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可能補語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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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의 기능은 현대한어에서의 “得”자의 주요한 기능이 된다.

7.4 程度補語표지로 쓰인 “得”자 구조
程度補語표지 “得”은 동사 및 형용사와 그 程度補語를 이어준다. 程度補
語는 보통 형용사로, 앞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의 정도를 표현한다. 여기에
서는 黃伯榮·廖序東(2002)의 정의에 따라 程度補語표지 “得”을 판정하겠
다. 이러한 “得”의 용법은 주로 “A+得+C” 형식에서 나타난다. 『老乞大』
네 개 판본 중 『新釋』과『重老』두 판본에서만 程度補語 “得”의 용례를
찾을 수 있었고, 예문은 두 문장뿐이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1.“得”이 이끄는 程度補語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이고 “得” 앞에 있는 형
용사나 동사의 정도를 표현한다.
2. “得”은 보통 “A+得+C” 형식에서 나타난다.
(39)
你身材大的人, 一托比別人争多.

『舊老』424

你身材大的人, 一托比別人争多.

『諺解』424

你的身子大, 手臂長, —托比別人長得多呢.

『新釋』424

你的身子大, 手臂長, 托比別人長得多.

『重老』424

(당신처럼 키가 큰 사람은 한 발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깁니다.)
(39)의 예에서는 “得”자가 “A+得+C” 구조에 나타난다. 형용사는 “長
(길다)”이고 補語는 “多(많다)”이다. “得”자는 정도 補語로, “길다”의 정도, 즉
“많이 길다”라는 것을 표현한다. 문법형식은 “A+得+A” 로 쓰이고 길이의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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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構辭形態素로 쓰인 “得”자 복합어
唐五代시기부터 “得”자가 인지 동사들(“認, 知, 曉, 見”등)과 결합되어 쓰
인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先秦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連動式의 사용에서 이를 볼 수 있다. “得”은 앞에 있는 取義動
辭와 같이 “어떤 행동을 통해 그 결과를 얻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다가 점
차 非取義動辭와 결합되어 쓰이게 된다. “得”이 점차 虛辭化되고 앞의 동사
와 더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이 두 동사가 같이 쓰이게 된 것이다. 다만 당
시의 두 동사의 조합은 복합어로 볼 수는 없고 단지 복합어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唐代에 와서 “得”이 인지동사들과 함께 쓰
이게 되고 출현 빈도가 높아졌다. 그 중 일부 단어들이 現代漢語까지 유지
되어온 것이다. 이 단어들을 복합어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 “得”자는 어휘
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독립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 반드시 다른 동사
와 함께 쓰이게 된다. 이 때 “得”은 단순한 構辭形態素이다.
匡存久(2008)과 楊平(1989)는 唐代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중국 문학작품 8
편에 나타난 “得”자 복합어에 대해 조사했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복합어
서적
『敦煌變文集』
『祖堂集』
『朱子語類輯略』
『元刊雜曲三十种』
『水滸傳』(七十回本)
『紅樓夢』
『雷雨』

認
得
8
10
4

記
得
1
2
14

了
得
1
2
0

曉
得
0
0
53

17

7

1

0
54
1

10
37
13

34
17
0

理會得

使得

合

0
0
49

3
0
0

13
14
120

0

5

0

30

17
6
1

5
0
0

14
49
0

80
163
15

[표 15] 唐代~20세기 초 문헌에서 “得”자 복합어의 출현 양상
이러한 복합어들은 주로 지각을 표현하는 동사류와 같이 쓰인다. 『老
乞大』 네 판본에서는 주로 시간을 지시하는 표지가 없는 문맥에서 나타나
기 때문에 “得”자가 可能補語인지 狀態補語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
다. 이 논문에서는 匡存久(2008)과 楊平(1989)의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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乞大』에서의 복합어들이 나타나는 빈도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現代
漢語에서 계속 쓰고 있는 단어인 경우에는 呂叔湘(2005)에 의거했다.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近代漢語 문헌이나 소설책에서 여러 복합어들의 출현확률을 참조한다.
2. 呂叔湘(2005)에서 찾을 수 있는 복합어이면 그 복합어에서의 “得”은
構辭形態素로 판단한다.
(1)
主人家迭不得時, 咱們伴當裏頭敎一箇自爨肉.

『舊老』79

主人家迭不得時, 咱們夥伴裏頭敎一箇自炒肉.

『諺解』79

主人家, 你們若不會炒肉, 咱們火伴裏頭敎一箇人自己去炒肉.
『新釋』79
主人家, 你們若不會炒肉, 咱們火伴裏頭敎一箇人去炒肉.
『重老』79
(주인 아저씨,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우리 동행한 사람에게 고기 볶는
것을 시키세요.)
“迭不得”은 1 元나라 때에 고정적으로 썼던 복합어이다. “迭”과 “不得”은
반드시 결합되어 쓰였다. 現代漢語에서는 이를 대신해 “來不及(틈이 없다)”
이라는 복합어를 쓴다. “來不及”의 반대말은 “來得及(늦지 않다, 시간이 있
다)”이다. “迭不得”은 元代 희곡에서 쓰인 적이 있다. “迭”은 사전에 따르면
‘교체하다’라는 뜻이다. “不得”과 같이 쓰면 “교체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만
약간 어색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不得”은 後助動辭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
리고 이 단어는 現代漢語에서 쓰지 않는다.
(2)
近南隔著兩家兒人家, 有個酒館, 是我相識的, 你認的麽?
1

『舊老』194

“迭不得”은 “迭不的”으로 쓰기도 한다. 現代漢語에서의 “來不及(제 시간에 될 수 없다)”과
같다. 원대의 여러 희곡에 많이 쓰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元 尙仲贤 『三夺槊』第二折: “你知我迭不的相迎, 不沙贼丑生, 你也合早些儿通报.”
元 尙仲贤『三夺槊』第二折: “敎我忍不住微微地笑, 我迭不得把你慢慢地敎.”
元 金仁杰『追韩信』第三折: “臣迭不得舞蹈扬尘.” (http://www.chazi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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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南隔著兩家兒人家, 有個酒店, 是我相識的, 你認的麽?

『諺解』194

近南隔著兩家兒人家, 有個酒店, 是我舊相識, 你認得他麽? 『新釋』194
近南隔著兩家兒人家, 有個酒店, 是我舊相識, 你認得他麽? 『重老』194
(남쪽으로 두 집을 건너서 술집이 있는데 거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데, 당신도 알고 있어요?)
(2)의 예에 복합어 “認得(알다)”가 나온다. 예에서는 “認得” 뒤에
목적어 “他(그가)”가 붙는다.
(3)
是我街坊, 怎麽不認的?

『舊老』194

是我街坊, 怎麽不認的?

『諺解』194

是我街坊, 怎麽不認的?

『新釋』194

是我街坊, 怎麽不認的?

『重老』194

(내 이웃이니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3)의 4개 예에 모두 “認得”이라는 복합어가 나타난다.
(4)
好人歹人怎麽不認的?

『舊老』201

好人歹人怎麽不認的?

『諺解』201

好人歹人怎麽不認的?

『新釋』201

好人歹人怎麽不認的?

『重老』201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찌 모르는가?)
여기에서는 “認得”의 반대말로 “不認得”을 사용했다.
(5)
這鈔雖是檢了, 假僞俺不識, 恁使了記印者.

『舊老』364

這銀子雖是看了, 真假我不識, 你記認著.

『諺解』364

這銀子雖是看了真假我不認得, 你記認著.

『新釋』364

這銀子雖是看了真假我不認得, 你記認着.

『重老』364

(이 지폐는 다 확인해보았는데, 위조지폐인지는 나는 모르니까 당신이
128

도장을 찍어주시오.)
(5)의 예에도 “認得”이 나온다. 예에서는 다른 형태의 문장 “不識
(알지 못하다)”를 썼다.
위의 예(2)에서 (5)까지는 모두 복합어 “認得”과 그것의 반대어 “不認得”
이 나타난다. “認得”과 “不認得”은 唐代에 등장한 이후 점차 빈번하게 사용
되어 현대한어에서도 꾸준히 쓰이게 되었다.
(6)
每日和漢兒學生每一處學文書來的上頭, 些小理會的有. 『舊老』22
每日和漢兒學生每一處學文書來, 因此上些少理會的.

『諺解』22

每日同漢學生們一處學習來, 所以略略的會得.

『新釋』22

每日同漢學生們一處學習來, 所以略略的會得.

『重老』22

(매일 중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압니다.)
(6)의 예에서는 “的”이 동사 “理會(알다, 이해하다)” 뒤에 위치하면서
심리적인 동사 “理會”의 상태를 나타낸다. 예에서 “得”은 後助動辭로
기능한다. “得”자 앞에는 동사 “會(할 줄 알다, 할 수 있다)”를 썼다. 후대
판본에서는 “的”자 대신 “得”자를 쓴 것으로 보아 “得”자와 “的”자의 기능
이 이전 판본보다 잘 구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這般時, 真個在前曾見人打水, 終不曾學, 從今日理會得也. 『舊老』134
這般時, 真個在前曾見人打水, 不曾學, 從今日理會得了.

『諺解』134

果真的麽! 向來常見人打水, 從不曾試, 今日却會了.

『新釋』134

果真的麽! 向來常見人打水, 從不曾試, 今日却會了.

『重老』134

(참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사람이 물을 긷는 것을 보기만 하고
배우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치를 알수 있게 되었네요.)
이 예문에서도 앞에 있는 (6)과 마찬가지로 12에서는 “理會(알다, 이해
하다)”를 사용하고 34에서는 “會(할 줄 알다, 할 수 있다)”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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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恁客人每直東新來, 不理會得直實價錢.

『舊老』558

你客人們遼東新來, 不理會得這着實的價錢.

『諺解』558

你客人們自從遼東新來, 不曉得這實在價錢.

『新釋』558

你客人們從遼東新來, 不曉得這實價.

『重老』558

(당신네 상인들은 요동에서 이제 막 왔으니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모르나 봅니다.)
(8)의 예에서는 복합어 “不曉得(모르다)”를 사용했다. 그것의 반대말
은 “曉得(알다)”이다. 예에서는 복합어 “理會得”의 반대말 “不理會得”을
썼다.
(9)
恁偏不理會的, 從年時天旱, 田禾不收, 飢荒的上頭, 生出歹人來.
『舊老』101
你偏不理會的, 從年時天旱, 田禾不收, 飢荒的上頭, 生出歹人來.
『諺解』101
你不知道, 因去年年成荒旱, 田禾沒有收成的上頭, 就生出這些歹人來了.
『新釋』101
你不知道, 因去年年成荒旱, 田禾沒有收成, 就生出歹人來了.
『重老』101
(이런 모르셨습니까? 작년부터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대단합
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 생겨난 것이죠. )
(9)의 예에는 복합어 “不理會的(이해 못하다)”가 나온다. 예에는
現代漢語 단어 “知道(알다, 이해하다)”의 반대말인 “不知道(이해 못하다)”가
나온다.
(10)
恁不理會的, 新近這裏有一箇人家.

『舊老』199

恁不理會的, 新近這裏有一箇人家.

『諺解』199

你不知道, 新近這裏有一箇人家.
你不知道, 新近這裏有一箇人家.

『新釋』199
『重老』199

130

(당신은 모릅니다, 요새 여기에 어느 집안이 있는데...)
(10)과 마찬가지로 이전 두 판본에서는 “不理會的”으로 나타나지만 후대
두 판본에서 “不知道”로 나타난다.
(11)
『舊老』435
你不理會的. 這弓最好, 上等弓.
『諺解』435
你不理會的.這弓最好, 上等弓.
你不知道, 這弓最好, 是上等的.
『新釋』435
你不知道, 這弓最好, 是上等的.
『重老』435
(당신은 모릅니다. 이 활은 제일 좋은 상등품입니다.)
(9)번 및 (10)번과 같다.
(12)
卻怎麽那般打水? 我不理會得.
卻怎麽那般打水?我不理會得.
为甚麽那般打水呢? 我却不理會.
为甚麽那般打水? 我却不理會.

『舊老』139
『諺解』139
『新釋』139
『重老』139

(어찌 그렇게 물을 뜹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12)의 에 “不理會得”이 나타난다. 예에서는 “得”이 삭제되었지만
의미나 문법상의 문제는 없다.
(13)
我漢兒言語不甚理會的, 路上喫的馬匹草料以至安下處, 全是這哥哥生受.
『舊老』326
我漢兒言語不理會的路上喫的馬匹草料並下處, 全是這大哥辛苦.
『諺解』326
我中國話, 我不能會, 路上馬的草料併下處, 全仗這大哥替我辛苦料理.
『新釋』326
我們不會中國的話, 路上馬的草料併下處, 全仗這大哥替我辛苦料理.
『重老』326
(나는 한어를 잘 못해서 길에서 말들이 먹는 풀과 우리가 자는 여관
등 모두 이 형님께서 챙겨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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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는 “不(아니다)”와 “理會” 사이에 부사어 “甚(매우)”을 삽입했다. 예2
에 “不理會的”이 나타난다. 예34에는 각각 “不能會(할 수 없다, 할 줄 모
르다)”와 “不會(할 줄 모르다)”가 나타난다.
(14)
咱人今日死的, 明日死的, 不理會得.
咱人今日死的, 明日死的, 不理會得.
你看咱們人在世上, 有今日活著, 明日死了的.
你看咱們人在世上, 有今日活著, 明日死了的.

『舊老』479
『諺解』479
『新釋』479
『重老』479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
(14)의 예에서는 “得”자가 심리적인 동사 “理會(이해하다)”와 함께 쓰
였다. 34에서는 삭제되었다.
(15)
恁客人每直东新來, 不理會得直實價錢.

『舊老』558

你客人們遼東新來, 不理會得這着實的價錢.

『諺解』558

你客人們自從遼東新來, 不曉得這實在價錢.

『新釋』558

你客人們從遼東新來, 不曉得這實在價錢.

『重老』558

(당신네 상인들은 요동에서 이제 막 왔으니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모르나 봅니다.)
(15)의 예에서는 “不理會得”을 썼고, 예에서는 합성어 “曉得(알
다)”을 썼다.
(16)
『舊老』339
你敢不理會的馬齒歲.
2
『諺解』339
你敢不理會的馬歲.
你敢是不理會看馬的嵗數呢.
『新釋』339
你敢是不理會看馬的嵗數.
『重老』339
(당신은 이빨을 보고 말의 나이를 아는 법을 모르는가 보네?)

2

원문은 ‘馬齒歲’이다. 말은 나이에 따라 이빨이 새로 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의 나이를
알 수 있다(정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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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6)번에서 (16)번까지는 모두 “理會得”과 “不理會得”을 사용한 예문
이다. “理會得”과 “不理會得”은 근대 소설책이나 문헌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지만 갈수록 줄어들어 現代漢語의 표준어에서는 아예 쓰지 않게 되었다.
(17) 這一两半3沒些眉眼4, 使的麽?

『舊老』250

(이 한 냥 반짜리 지폐는 글자 쓰인 면이 잘 안 보이는데, 제대로 쓸
수 있소?)
(17)번 구절은 『舊老』에서만 “的”자 복합어가 나온다. 다른 판본에서의
250번 구절은 완전히 다른 말로 나타나므로 여기에서 나열하지 않았다. 이
예문은 복합어 “使得 (사용할 수 있다)”를 쓴 사례이다.
(18)
這鈔無了字, 怎麽使得?

『舊老』264

這銀只有八成銀, 怎麽使得?

『諺解』264

這銀只有八成銀, 怎麽使得?

『新釋』264

這銀只是八成, 怎麽使得?
『重老』264
(이 지폐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19)

3

這鈔嫌甚麽?字兒伯兒5分明都有, 怎麽使不得?
這銀子嫌什麽?細絲兒分明都有, 怎麽使不得?

『舊老』264
『諺解』264

似這銀子还嫌什麽?細絲兒都有在内, 怎麽使不得?

『新釋』264

似這銀子还嫌什麽?細絲兒分明都有, 怎麽使不得?

『重老』264

‘一兩半’짜리 보초(寶鈔)는 지원초가 아니라 중통초로 계산한 것이다. 즉 지원초(至元鈔) 3
00문(文)의 지폐를 중통초(中統鈔)의 값으로 계산하여 1관(貫) 500문(文)으로 사용한 것이

4

5

다(정광 2004).
지폐의 자면(字面)을 말한다. 원문은 ‘眉眼’으로, 직역하면 눈썹과 눈으로 원래 “얼굴의 생
김새, 용모”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지폐의 자면(字面)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정광 2004
).
‘字兒 伯兒’는 원대(元代)의 지폐인 보초(寶鈔)의 형태를 말한다. 원대의 지폐는 상하(上
下)두 개의 난으로 나누어 위 난에는 ‘이관문서(貳貫文省)’ 등의 액면가격이 표시되었고
그 아래에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엽전 다발을 그렸다(정광 20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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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폐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인가? 글자도 그림도 분명하지
않은가? 왜 쓰지 못한다는 겐가?)
이번 예에서는 “使得”의 반대말 “使不得”이 쓰였다.
(20)
阿的般鈔, 还說使不得?

『舊老』266

這們的好銀子, 怎麽使不得?

『諺解』266

這样好銀子, 还說使不得?

『新釋』266

這样好銀子, 还說使不得?

『重老』266

(이렇게 좋은 은을, 왜 쓸 수 없다고 합니까?)
이 예문 역시 (19)번과 마찬가지로 “使得”의 반대말을 썼다.
(21)
胡留下者, 便使不得也罷.

『舊老』267

將就留下著, 便使不得也罷.

『諺解』267

將就留下罷, 就使不得也罷了.

『新釋』267

將就留下罷, 便使不得也罷了.

『重老』267

(어쨌든 두고 가시죠. 쓰지 못해도 할 수 없지. )
(22)
已後使不得時, 俺則問牙人換.

『舊老』364

久後使不得時, 我則問牙家換.

『諺解』364

久後若使不得, 我只問牙家換.

『新釋』364

久後使不得時, 我則問牙家換.

『重老』364

(나중에 만일 못 쓰게 되면 중개인한테 바꿔달라고 할 것이오.)
(23)
後頭使不得時, 我則問牙家換.

『舊老』580

後頭使不得時, 我只問牙家換.

『諺解』580

若再來使不得, 我只問牙子換.

『新釋』580

後頭使不得時, 我只問牙子換.

『重老』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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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못 쓰게 되면 내가 중개인 아저씨에게 물어서 물리려고 합니
다.)
위의 예(17)에서 (23)까지는 모두 “使不得”의 용례이다. “使得(사용할 수
있다)/使不得(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일부 방언에서 아직 사용되지만
現代漢語 표준어는 아니다. 그러나 元明淸 시기의 근대 한어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24)
這夏店我曾走了壹兩遭, 都忘了, 那裏記得來?

『舊老』242

這夏店我曾走了壹兩遭, 都忘了, 那裏記得?

『諺解』242

這夏店我曾走了壹兩遭, 都忘了, 那裏記得?

『新釋』242

這夏店我曾走了壹兩遭, 都忘了, 那裏記得?

『重老』242

(이 하점에는 한두 번 지나갔을 뿐이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할
수가 있겠는가?)
네 예문에서 모두 복합어 “記得(기억하다)”를 쓴다. “記得”은 唐대에 등장
한 후 계속 쓰여 現代漢語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25)
我沿路來時, 好生多得他濟.

『舊老』326

我沿路來時, 好生多得他濟.

『諺解』326

我一路上多虧得他帮助.

『新釋』326

我一路上多虧得他幫助.
『重老』326
(내가 길을 따라 왔을 때에,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5)의 예에 복합어 “虧得(덕분에)”가 나온다. 예에서의 “得”은 동
사로 쓰이는 “得”이다. 복합어 “虧得”은 現代漢語에서도 쓰이고 있다.
『舊老』487

(26) 達達家比喻說你了不得…

(몽골사람들의 예를 들어 말하면,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
이 예문은 『舊老』에만 등장한다. “了不得(대단하다)”라는 복합어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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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어에서도 계속 쓰이고 있는데, 다른 판본에서는 이 구절이 삭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27)
如今根著官人把馬, 且得衣飯行有.

『舊老』532

如今根著官人拿馬, 且得暖衣飽飯.

『諺解』532

如今跟着別人拿馬, 但求得暖衣飽飯變勾了.

『新釋』532

如今跟着別人拿馬, 但求得暖衣飽飯.

『重老』532

(요새 주인을 따라 말을 끌고, 잘 먹고 잘 입는 것만 기대합니다.)
(27)의 예에 복합어 “求得(얻기를 기대하다)”이 나온다. 예에서의
“得”은 동사이다. “求得”은 近代漢語에서 많이 쓰였지만 現代漢語에서는 거
의 쓰이지 않는다.
네 개 판본에는 이렇게 어휘화된 “得”자 복합어가 총 74회 출현했다. 긍
정형식과 부정형식이 있으며 활용된 단어로는 “理會得, 不理會得”, “認得,
不認得”, “記得”, “不曉得”, “了不得”, “求得”, “虧得” 등이 있다. 이러한 복합
어에서 “得”자는 의미가 완전히 소실되었고 문법적인 구조로만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的”자로 쓰인 “得”자 복합어들은 “認得”, “不認得”, “不理會得”,
“使得”이다. 즉, 예 (2)번의 이른 시기 두 판본에서 각 한번씩 나왔고, (3),
(4), (6), (9), (10), (11), (13), (16), (17)번에 나타났다. “的”자로 쓰인 경우는 주
로 선대의 두 판본에서 나타났다. 『老乞大』네 개 판본에서 이 복합어들
의 사용현황과 출현 횟수는 아래 표와 같다.
복합어
認得
판본

不認

理會

不理

得

得

會得

使得

使不
得

記得

不曉 迭不 了不
得

得

得

총
虧得 求得

용
례

『舊老』

1

2

3

9

2

5

1

0

1

1

0

0

25

『諺解』

1

2

2

9

1

5

1

0

1

0

0

0

22

『新釋』

1

3

0

0

1

5

1

2

0

0

1

1

14

『重老』

1

3

0

0

1

5

1

2

0

0

1

1

15

4

10

5

18

5

20

4

4

2

1

2

2

76

총 출현
회수

[표 16] 복합어 내의 의존형태소로 쓰인 “得”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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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 나오는 “得”자 복합어들은 白話文 소설책에도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匡存久 2008). 이 중 “迭不得”과 “理會得/不理會得”를 제외하면 모
두 現代漢語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迭不得”은 원대의 희
곡에 매우 많이 나타나다가 청대부터 사라졌다. “理會得/不理會得”같은 경
우도 역시 청대 시기부터 쓰지 않게 되었다. “使得/使不得”과 “不曉得”같은
단어는 표준 現代漢語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일부 북방 방언에만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복합어는 선대의 두 판본에 비해 후대 두 판본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現代漢語에서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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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近代漢語 시기에 간행된 『老乞大』의 네 판본을 통해 여러 시기에 걸쳐
생성된 “得”자의 의미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老乞大』에서 사용된
“得”자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그 용례 양과 함께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문법

조동사

기능
동

前助

사

動辭
得/不

판본

得

補語

後助 後助
動辭 動辭
不得

得

補語표지
動態

結果 狀態 可能 助辭
補語 補語 補語

각 판
복

본에

結果 狀態 可能 程度 합

서의

補語 補語 補語 補語 어

출현

표지 표지 표지 표지

횟수

『舊老』

8

3

17

3

8

13

11

11

4

9

8

0

25

119

『諺解』

8

3

16

3

8

13

12

11

7

10

8

0

22

121

『新釋』

5

4

8

3

4

4

1

1

10

10

13

1

14

78

『重老』

6

2

9

2

3

4

2

1

10

9

13

1

15

77

총용례수

27

12

50

11

23

34

26

24

31

38

42

2

76

출현 횟수

27

73

83

24

113

76

396

[표 17] 『老乞大』에서 사용된 “得”자의 의미기능과 사용 양상
2장에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문법화가 적용되어 파생되었던 “得”자의 다
양한 의미기능들을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近代漢語 시기에 간행된 老乞大
판본에서 이전 시대에 파생되었던 문법 기능들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
해 역사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得”자의 의미기능 중에서 형용사에서의 의
존 형태소 기능과 元代시기에 생긴 어기 조사 기능은 『老乞大』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용사에서의 의존 형태소 기능은 근대 소설책에서 나타나고 어기 조사
기능은 원대의 戱曲에서 그 예가 나타난다. 형용사에서의 의존 형태소 용
법이『老乞大』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 책이 구어를 반영하는 교재
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묘사 또는 수식을 위한 구절이 없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어기 조사의 용법이 이미 元代에 나온 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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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老乞大』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헌의 저자마다 달라지
는 개인의 문체상의 차이로 쓰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한편『老乞大』의 네 판본과 같은 작은 코퍼스를 통해서도 近代漢語 시
기의 “得”자의 사용현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得”자 문법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파생된 補語표지 기능이 제일 많이 사용되었다. 두번째로 兩漢시
기에 파생된 “V+得+O” 구조에서 쓰이는 補語 용법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
두 가지는 近代漢語 시기에 많이 쓰였던 용법이다. 세 번째로 唐代에 파생
된 동사 복합어에서의 형태소 용법이, 네 번째로 가능을 나타나는 後助動
辭 “得/不得”의 용법이 사용되었다.
先秦시기에 파생된 “得”자의 前助動辭 용법은 가장 드물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미 소멸된 “得”자의 動態助辭 용법이 그 다음으로 적게 쓰였으며,
그 “得”자의 본래 용법인 동사 용법이 그 뒤를 이었다. 사용 비도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補語표지, 補語, 복합어, 後助動辭, 동사, 動態助辭, 前助動辭
많이 쓰임

적게 쓰임

또한 『老乞大』의 각 판본에서 “得”자의 여러 의미기능을 담고 있는 용
례의 양을 통해, 그 분포과 발전 추이를 알 수 있었다. 우선 “得”의 네 가
지 補語표지 기능은 네 판본에서 뚜렷하게 늘어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
러한 의미기능은 現代漢語에서 “得”의 주요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
중에서 程度補語표지는 이전 두 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후대의 두 판
본에서 각각 한번씩 나타났다. 이 현상으로부터 程度補語표지 기능은 후대
두 판본이 간행된 청대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
리고 狀態補語표지는 네 개 판본에서의 용례 양이 비슷하다. 즉 狀態補語
표지 기능은 可能補語표지와 結果補語표지보다 늦게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得”의 補語 기능, 動態助辭기능, 동사에서의 의존 형태소 기능의
세 가지 기능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 중에서 “得”의 補語
기능과 動態助辭 기능은 청대의 두 판본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났고 現代漢
語 시기에 와서 소실되었다. 동사에서의 의존 형태소 기능의 경우, 現代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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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 시기 이후 그 복합어 종류가 매우 적어졌다.
“得”의 동사 기능과 조동사 기능은 대체적으로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 세가지 기능은 先秦시기부터 現代漢語 시기까지 계속 사용되
어 왔다. 그러나 이 기능이 現代漢語 시기에서는 “得”의 이차적인 용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後助動辭 “得/不得” 기능은 표준 漢語에서 거의 쓰이
지 않고 일부 방언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的”자가 “得”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혼용된 현황은 [표 18]과
같다.
문법

後助

기능

動辭

前
동

助

後

사

動

助

辭

動

後
助
動

辭

辭

不

판본

得

得

補語

補語표지
動
態

結

狀

可

程

結

狀

可

助

果

態

能

度

果

態

能

辭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語

語

語

語

語

語

語

표

표

표

표

지

지

지

지

복
합
어

『舊老』

1

0

0

3

8

4

5

11

2

8

3

0

10

『諺解』

1

0

0

3

8

4

5

11

4

8

3

0

9

『新釋』

0

0

0

3

4

0

0

0

6

6

4

0

2

『重老』

0

0

0

2

3

0

0

0

5

5

4

0

2

충용례수

2

0

0

11

23

8

10

22

17

27

14

0

23

총 출현

2

0

회

11

41

수

22

58

23

157

[표 18] 『老乞大』에서 “的”자가 “得”자 대신 혼용된 경우
近代漢語 시기에는 “得”자와 “的”자가 혼용되었는데, 『老乞大』의 판본
에서 두 글자의 출현 횟수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즉, “得”자 구조가 총 396
번 출현했는데 그 중 157번은 “的”자가 대신 쓰였다. “的”자는 前助動辭 기
능, 後助動辭 “不得”, 程度補語표지 기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後助動
辭 “得”과 結果補語 “得” 기능에서는 “得”자가 출현할 자리에 모두 “的”자
가 나타났다. 또한, 動態助辭 용법과 狀態補語표지 용법에서는 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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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자 기능을 “的”자가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的”자가 나타나는 문법형식을 자세히 보면, 後助動辭 “得” 기능을 수행
할 경우 모두 “V+得” 형식에서 나타났다. 結果補語와 可能補語 기능에서는
주로 “V+得+O” 형식에서 나타났다. 狀態補語 기능에서는 “V+得”, “V+得
+V+不+得”, “不+V+得”, “V+得+O” 네 개 형식에서 균등하게 나타났다. 動態
助辭 기능에서는 주로 “V+得”과 “V+得+着” 형식에서 출현했다. 補語표지
“得”의 각 기능에서는 “V+得+C” 형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V+得+C+
了”와 “V+得+C+着” 형식으로도 자주 쓰였다. 복합어에서는 “不理會得”으
로 가장 많이 출현했고 “不認得”으로 쓴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淸代부터 “得”을 대체하여 쓰이는 “的”자의 용례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두 글자의 혼용상황을 『老乞大』 네 개 판본에서 살펴보면, 이 대체 현상
의 절반은 예전 판본인 『舊老』와 『諺解』에서 발생했고, 후대 판본이
반영하는 淸代 시기의 漢語부터 “得”과 “的”의 기능이 점점 구분되기 시작
했음을 알 수 있다.
『舊老』, 『諺解』, 『新釋』, 『重老』의 네 판본은 시기적으로 보면 연
대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得”자의 사용 양상은『舊老』와 『諺解』
에서 서로 비슷하고 『新釋』과 『重老』에서 서로 비슷하다. 이것은 近代
漢語시기 내에서도 세밀하게 보면 언어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즉, 같은 近代漢語라도 元代와 明代의 언어 특징은 淸代와는 분명
히 다르다. 淸代의 언어는 이미 白話文에 근접한 것이었다.
『老乞大』네 개 판본에 나타난 “得”자의 사용 양상은 近代漢語에서의 그
실제 사용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살펴본 “得”의
여러 의미기능들의 발전과 변화의 양상을 통해서 古代漢語에서 現代漢語로
발전하는 과도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老乞大』를 바탕으로 近代漢語에서 “得”의 의미기능을 살펴
보았는데, 『老乞大』가 구어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혹시 문어체를 반영
하는 문헌에서는 “得”의 의미기능 분포와 사용 양상이 다를 가능성에 대해
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같은 近代漢語시기에 등장한 문헌자료에서 “得”자
여러 의미기능에 대한 분석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 다만 匡存久(2008)와 曺
廣順(1995)에서 소설책에서 “V+得+C” 구조를 관찰하면 “得”자 뒤에 나타나
는 보어가 더 다양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듯이 형용사에
서의 의존형태소 기능은 근대 소설에서는 나오지만 『老乞大』에서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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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는데, 이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문어체를 반영하는 문헌은 아니지만, 『老乞大』와는 또 다른 문체적 특
성을 보이는 문헌으로『朱子語類』를 들 수 있다. 이 문헌은 일문일답 방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완전한 구어체로도 문어체로도 보기 어렵다. 南宋
시기의 문헌이므로 이 역시 近代漢語를 반영하고 있는데, 劉子瑜(2008)에서
『朱子語類』에 쓰인 述補結構 “得”자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아쉽게도
“得”자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述補結構의 보어 “得”
에 한해서는 『 老乞大 』 의 보어 “得”의 사용 양상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다행히 이 논문과 劉子瑜(2008)에서 보어로서의 “得”을 구분하는 기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劉子瑜(2008)에서 분석한『朱子語類』의 보어 “得”의 용례와 이 논문에
서 분석한 『老乞大』의 보어 “得”의 용례를 비교하면 출현 경향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狀態補語로 쓰인 “得”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可能
補語로 쓰인 “得”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제일 적게 나타난
것은 結果補語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상회화 중심의 近代漢語에서의 “得”자의 의미기능을 분
석했다. 문어체 중심의 近代漢語에서 “得”자의 의미기능이 구어체와 차이
를 보일지, 혹은 보이지 않을지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연구만으로 알 수 없
으나, 추후 그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近代漢語에서 “得”자의 의미기능
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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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Semantic Function
of Chinese Character 得 In Four
Editions of Lao Ch’i-ta
Zhao Jingjing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o Ch’i-ta is one of the most popular Mandarin textbooks that had been widely
used by the Translation Institute of the Joseon dynasty. With the development of
Mandarin’s application in the northern area of China, it has been constantly
amended and improved by the scholars of the Institute. As a result, the features of
phonology, grammar and lexicon of Chinese developed in over 400 years have
been well reflected in the series of editions of Lao Ch’i-ta. Among many Lao Ch’i-ta
different editions and these edition’s Korean annotation books, Jiuben Lao Ch’i-ta;
Lao Ch’i-ta Yanjie; Lao Ch’i-ta Xinshi and Chongkan Lao Ch’i-ta which with a
large time span were chosen as the object of the study.
This dissertation has focused on analyzing the semantic functions of Chinese
Character 得 used during the Modern Chinese phase. It extracted all sentences
including character 得 from the four editions of Lao Ch’i-ta for exhaustive textual
research, aiming at researching how 得 had been used in Modern Chinese, and
generalizing the various grammatical structures and semantic functions of it.
得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al words in the Contemporary Chinese.
However, it was a transitive verb with the original meaning of “to gain / to receive
something” in the beginning period of pre-Qin dynasty, and with the evolution of
Chinese grammaticalization over an extended period, it has been given a rich parts
of speech and semantic functions. The previous diachronic studies on 得 had been
mainly focused on its development and change before the Tang dynasty, but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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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research about its semantic function’s development during the Modern
Chinese phase. The Modern Chinese phase is a key transitional period which links
the Ancient Chinese period with the Contemporary Chinese period. For this reason,
the Modern Chinese Language not only contains the development track of the
Ancient Chinese Language, but also unveils the new changes of features of the
Contemporary Chinese Language. Therefore, from a view of description of
language history, it is important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Modern Chinese
Language.
Before performing the core research, this dissertation utilized various previous
research efforts to collect the grammatical forms and semantic functions of 得 that
recorded in the representative historical documents from the Qin Dynasty to the
Modern Chinese period, so that all semantic functions of it can be described in as
comprehensive manner as possible. For the purpose of contrasting and conforming
the new-appeared structures and semantic functions with the semantic functions i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this research then had a detailed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structures and semantic functions of 得 in the four editions of Lao
Ch’i-ta. Lastly, this research classified the semantic functions of “得” appeared in
these four editions, and had a data-based analysis on every semantic function of
得’s application amount. By means of all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we have
observed the application differences of different semantic functions of 得 in each
editions.
On the basis of the investigations and analyses of 得 in the four editions of Lao
Ch’i-ta,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made that the application of 得 in the
Modern Chinese period has all the semantic functions that derived from the
previous historical period. Moreover, the usage of 得 in the four editions also
showed its whole grammaticalization process from a notional verb to an auxiliary
verb, a complement, a structural particle and even a morpheme in a compound
word.
This dissertation, according to the appearance sequence of various semantic
functions of 得 in each historical period, classified its semantic functions into 6
categories, which includes a verb, auxiliary verb, complement, dynamic auxiliary,
structural particle and morpheme in a compound word. As required, some
categories are divided into several types. Based on its frequency in use from the
most used category to the least used category, the 6 semantic functions can be listed
in the following sequence: complementizer > complement > morphe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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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word > post-auxiliary verb > verb > dynamic auxiliary > pro-auxiliary
verb.
In addition, the different frequency in use of the 6 categories of 得 in each
edition reflects its changing trend from the Yuan Dynasty to the Qing Dynasty.
Firstly, the frequency in use of every kind of complementizer 得 had been
increased dramatically from the initially issued edition, Jiuben Lao Ch’i-ta to the
finally issued edition, Chongkan Lao Ch’i-ta. Secondly, 得 had been used as a
complement, dynamic auxiliary and morpheme in compound word’s frequency in
use decreased distinctly from Jiuben Lao Ch’i-ta to Chongkan Lao Ch’i-ta. Thirdly,
得 had been used as verb and auxiliary verb’s frequency in use went down
gradually.
In summary, each semantic function of 得’s total appeared frequency and its
changing trend of the appeared frequency in four editions match the development,
recession and extinction of each semantic function of 得 in the Contemporary
Chinese period. Besides, the data also illustrates the usage of 得’s transformation
from the Modern Chinese phase to the Contemporary Chinese phase.
Furthermore, This research also investigated the mixed application of 的 and
得 in the Modern Chinese period, concluded that: first, 得 as a post-auxiliary
verb in the category of auxiliary verb and as a resultant complement in the category
of complement in the four editions were all replaced by 的; second, the vast
majority of dynamic auxiliary 得 and stative complementizer 得 in the category
of complementizer were substituted by 的; third, 的 did not mix use with 得
which is used as a pro-auxliary verb, post-auxliary verb and degree complementizer.
Through the observation of 的’s application in four editions, We come to know
that the mixed application of 的 and 得 mainly emerged in Jiuben Lao Ch’i-ta
which reflects Yuan dynasty’s Mandarin and Lao Ch’i-ta Xinshi which make
known of the early stage of Ming dynasty’s Mandarin. In the two editions that were
published in the Qing Dynasty, the mixed application could seldom been found,
which illustrates that the division of semantic function of the two characters started
during the Qing Dynasty.
This dissertation did not observe the application of 得 in other documents from
the Modern Chinese period. Also, as a conversation textbook, Lao Ch’i-ta only
reflects the colloquial style of the Modern Chinese Language. As the application of
得 in literary works which reflects the literary style will be remained in the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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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t will be helpful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application of 得 in Modern
Chinese Language when the leave behind research can be accomplished.

Key words: Lao Ch’i-ta, 得, semantic function, grammaticalization,
Modern Chinese
Student Number: 2008-23477

150

<中文摘要>

《老乞大》四种版本中“得”字的语义
功能研究
首尔大学 语言学系
语言学专业
赵晶晶
《老乞大》是朝鲜时期的司译院里广为采用的汉语会话教材。随着汉语的使
用在当时中国北方地区的发展变化，朝鲜司译院的学者们也对其进行了不断的
更新修正。被不断更新的《老乞大》系列版本很好地呈现了从元代到清代近400
多年间近代汉语语音，语法，以及词汇等各方面的发展特点。本文在《老乞
大》诸多版本及谚解书中选取了年代跨度较大的《旧本老乞大》、《老乞大谚
解》、《老乞大新释》、《重刊老乞大谚解》四个版本，作为研究对象。
本研究以近代汉语中“得”的语义功能为研究焦点，选取了清晰反映近代
汉语使用状况的《老乞大》四个版本中有关“得”字的所有例文进行穷尽性考
察，旨在再现“得”字在近代汉语中的使用情况，并对近代汉语中“得”的众
多语法结构和语义功能进行详尽地归纳总结。
“得”字是现代汉语里最重要的几个虚词之一。其最初是作“取得，获得”
意的一个动词，但经过漫长的语法化演变过程后，它派生出了一系列较为丰富
的词性和语义功能。关于“得”的历时研究主要集中于它在唐代以前的演变过
程，但有关其语义功能和用法在近代汉语期的发展变化的研究却寥寥无几。近
代汉语时期作为承启古代汉语时期和现代汉语时期的重要过渡期，其不仅体现
了古代汉语发展的痕迹，更揭示了构成现代汉语的各种语言特征在近代时期的
新变化。从描写语言演变史的角度来讲，对近代汉语时期的瞩目是必要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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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进行核心研究之前，为了尽可能全面地对 “得”字在历史变化过程中衍
生出的所有词性及语义功能进行记述，本文首先参考各种先行研究，对从先秦
时期到近代各个历史时期的典型文献材料中出现的“得”字的语法变化做了整
理。 其后，对《老乞大》四种版本中所有“得”字结构和语义功能进行了详尽
地考察和分析，然后将新出现的“得”字结构和它的语义功能与其在各历史时
期产生的词性和语义功能进行了对比和确认。最后，再对《老乞大》四种版本
中出现的“得”字的各种语义功能进行分类，并对各类语义功能的使用量进行
了数据分析。通过这样的量化分析，观察到了不同语义功能的“得”字在各个
版本中的使用情况差异。
通过对《老乞大》四种版本中所有“得”字结构的考察分析，本文得出：
“得”字在近代汉语时期的用法基本囊括了其在近代及近代以前各历史时期衍生
出的所有词性和语义功能，且《老乞大》四种版本中“得”字的使用情况基本
展现了其从一个实意动词发展到助动词，补语，最后发展为动态助词，结构助
词，甚至是构词形态素的整个语法化过程。
本文按照“得”字的各种词性及各种语义功能在历史发展过程中衍生的先
后顺序将《老乞大》四种版本中出现的“得”分为六个大类，即，动词
“得”、助动词“得”、 补语“得”、动态助词“得”、结构助词“得”以及
构词形态素“得”并根据需要，又在每一大类中按照“得”字不同的语义功能
细分了一些小类。按照使用量的多少，本文将“得”字的这六个语义功能的相
对使用频率作了如下整理：补语标记 > 补语 > 构词形态素 > 后助动词 > 动
词 > 动态助词 > 前助动词。
另外,“得”字的这六大类语义功能在各版本中不同的使用数量反映出了其
从元代到清代使用上的变化趋势。第一，各种补语标记“得”从最早刊行的
《旧本老乞大》到最后刊行的《重刊老乞大谚解》四个版本中的出现数量基本上
依次呈现出明显增加的趋势。第二,补语“得”、动态助词“得”和构词形态素
“得”的出现数量呈现出明显减少的趋势。第三, 动词和助动词“得”的出现数
量则呈缓慢减少的趋势。
“得”字各语义功能在四个版本中各自的总使用量和它们分别在四个版本中
的使用量的变化趋势与现代汉语中 “得”字的这些语义功能的发展,衰退,消亡
情况恰好相符合.而这样的使用情况也展现了“得”字用法从近代汉语向现代汉
语转化的面貌。
此外，本文也对近代汉语时期“的”与“得”的混用情况进行了观察。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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结果提炼为以下三点.第一,《老乞大》四种版本里助动词“得”类中的后助动
词“得”用法和补语“得”类中的结果补语“得”用法全部由“的”字代替。
第二, 动态助词“得”类和补语标记 “得”类中的状态补语标记“得”有一半
以上由“的”字代替使用。第三,“的”字并没有出现在助动词“得”类中的前
助动词 “得”用法、后助动词“不得”用法以及补语标记“得”类中的程度补
语标记 “得”用法里。
另一方面，从“的”字的使用在四个版本中的变化情况可以看出“的”字
代替“得”字使用的情况主要出现在反应元代汉语特点的《旧本老乞大》和反
应明代初期汉语特点的《老乞大新释》两个版本中，在清代相继刊行的两个版
本中，“的”代替“得”使用的现象非常明显地呈递减趋势。此现象正反映了
从清代开始“的”与“得”各自的语义语法功能开始分化的情况。
本文未能考察近代汉语时期其他文献中“得”字的使用情况。另外,《老乞
大》系列版本作为会话教材主要反映了近代汉语口语的情况，至于反映近代汉
语书面语的书籍和小说作品中“得”字的使用情况也还有待考察。这些未尽之
处可以作为今后的研究课题。相信将这些遗留课题做全面研究之后, 能够获得
对于近代汉语时期 “得”字更为全面的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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